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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중요한 조직의 관리수단으로서 지
속적인 학문적 관심대상이었으며 경험적 연구들은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효과
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서비스 
질과 안정적 조직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조직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
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과 변혁적 리더십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
었으며,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파일에 포함되었으며,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 
중심의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이직의도가 다른 프로파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변화와 
비전을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강한 조직문화
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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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의 대표적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1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돌봄서비스로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요양보호

사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업무강도, 낮은 임금수준, 

사회적 인식과 처우의 문제 등으로 요양보호사는 높은 이직률과 이직의도를 

보이고 있다(권현정 외 2018;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13).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공되어

야 할 돌봄서비스의 지속성, 개별성과 유대관계에 기반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상곤·함영림 

2014).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는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임금수준,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등의 요인들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

주재 2010; 조선희·박현식 2012; 이태화·이창원 2013; 김진수 2013). 이들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이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근무조건과 같은 변수들에 주목

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의 

리더십,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수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Hartley and Allison 2000)으로서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리더십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

은 성공적인 리더십, 효과적인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어떠한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더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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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이론은 발전하고 있으며,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백기복 2014; Avolio 

et al 2009). 최근 리더십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조직의 성과가 

향상됨을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경제적 교환관계에 근거한 거래적 

리더십을 넘어서 조직의 비전, 가치, 규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의지를 고양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Bass 1990). 

조직문화의 개념 또한 리더십 못지않게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경영학에서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주된 연구의 흐름은 기업의 효과성

을 증진시키는 관리도구로서의 조직문화 관점이었다(박원우 2019). 조직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조직문화 연구는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가 조직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경쟁적으로 추구한다는 경쟁가치모형(competitive value model) 관

점에 기초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조직문화의 

유형들이 존재하며, 이들 하위 유형간의 결합 정도 및 강도(strength)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O’Reilly 1988; Denison 

1990; Kottener and Hesket 1992; 신창환 2016; 안경섭 외 2009).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행연구들이 다루

지 못한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에 초점을 두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이직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력관리와 서비스 질 관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다. 박진희·장윤정

(2014)은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황환 외

(2017)는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중에서 집단문화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제약점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특성과 직원들 간의 

유대감 등을 고려할 때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추론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경쟁적인 하위문화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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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쟁가치모형에 근거하여 동시에 집단, 위계, 합리, 발전문화의 강도와 

조합패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문

화 특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의 

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조직문화 프로파

일(조직문화의 유형별 강도와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변혁적 리더

십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요양시설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요양보호사를 하위집단(조직문화 프로파일)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잠재집단 변

인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 및 이직의도 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인과적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변혁적 리더

십의 수준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요양시설에서의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특정 목표를 지향하면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동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Stogdill 1974), 구성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구성

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창출하고 선포하는 것(Bass 1990)

으로 정의된다.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리더십의 정의는 공통적

으로 조직목표의 제시와 달성을 위한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공통적

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비전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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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 

및 기술을 의미한다(탁진국·손주영 2017).

1900년대 초 등장한 특성이론은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trait)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효과적인 리더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격적, 사회적, 신체

적 특성을 주목하였다. 특성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50~60년대 등장한 

행동(behavior)이론적 관점은 리더십의 효과성은 리더의 특별한 행동 양식에서 

기인하며 리더십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1970~80년대의 상황이론

(contingency theory)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론은 조직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리더의 자질, 조직구성원, 상황변수에 

의해 조직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백기복 2014). 

1980년대 이후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주도 행위로서 다루어졌고, 대표적 이론은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다.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의 주창자는 Burns(1978)

로서, 그는 정치와 사회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

을 유형화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종사자의 요구와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

(rewards)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관점이며, 변혁적 리더십은 매슬로우

의 욕구단계설 중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은 높은 차원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이다. 이후 Bass(1990)와 

Avolio 외(1999)는 Burns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경험적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에 

역점을 두고 리더가 구성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유지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변혁적 리더

십은 현재 조직의 상황과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현

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Bass et al 2003). 

Burns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았다면, 

Bass(1990)는 Burns와 달리 양자는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았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Bass는 변혁적 리더도 구성원과의 거래적 상호작용 활동 즉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인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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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구성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으로서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화된 배려, 지적자극, 이상적 역할제시 등의 요인으로 구성

된다. 변혁적 리더가 거래적 리더보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률, 직무스트레스 

등 조직효과성 측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제시

되고 있다(신구범 2009; 장석인 2009; 이강옥·손태원 2004; Avolio et al 

2009; Walumbwa et al 2008; Rafferty and Griffin, 2004). 

2. 조직문화 유형(경쟁가치모형을 중심으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은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조직의 문화는 어떤 

현상이 특정 조직에서는 잘 적용되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어떤 

조직은 성공하지만 다른 조직은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문화는 조직 내의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를 반영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고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되는 것이다(Schein 1996).

조직문화 연구경향은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바람직한 조직문화 유형을 갖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다는 특성론적 접근(traits 

approach), 둘째, 성과가 뛰어난 조직은 독특한 강한문화를 가진다는 문화강도론

적 접근(strength approach), 셋째,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조직구조, 운영전

략, 산업특성, 환경특성 등)이 적합해야 성과가 뛰어나다는 상황적응적 접근

(contingency approach)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김영미·조상미 2011:한봉

주 2011; 장용선·문형구 2008).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의 질적 연구방법에서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김호정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 경쟁

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적용한 조직문화 접근이다. 경쟁가치 

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접근법에서는 조직문화를 두 가지 차원의 축을 기준으

로 네 개의 문화유형을 구분하였다. 수직적 축은 안정·통제를 강조하는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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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되고, 수평적 축은 조직의 외부지향

성과 내부지향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환경에 대한 적응, 경쟁, 상

호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외부지향성이라면, 조직의 유지를 위한 통합과 조정

을 강조하는 것이 내부지향성이다(Parker and Bradley 2000)

3. 이직의도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나 달성한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조직효과성을 조직목표의 달성정도로 파악하고 이윤, 수입, 생산성 등을 측정기준

으로 삼는 목표접근법과 달리 조직의 내부과정에 초점을 두어 조직효과성을 측정하

는 내부과정접근법(인간관계론적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조직구성원

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 응집성, 사기, 조직몰입 등이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신창환 2015; 오인수 외 2007). 내부과정접근법에

서는 조직과정과 성과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관리와 통제가 중요하며, 조직구성

원들의 인지와 평가에 의존하여 조직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내부과정접

근 관점에서는 주로 구성원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성과 등 직무

태도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운영의 유연성

내부
지향

집단문화(Clan)

집단의 사기, 응집성, 

인간관계, 

참여적 의사결정의 강조

발전문화(Adhocracy)

성장, 혁신. 외부지지, 

카리스마적 권위, 직관적 

의사결정의 강조 외부
지향

위계문화(Hierarchy)

안정, 통제, 규정, 

신속한 의사결정의 강조

합리문화(Market)

생산성, 능률, 상위자 권위인정, 

능력에 따른 권한 부여의 강조

운영의 통제

[그림 1]  Cameron과 Quinn의 조직문화 유형과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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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경우 내부과정접근법에 의한 조직효과성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는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 변수

로 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이직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Parsons et al 2003; Shields and 

Ward 2001; Collins et al 2000), 다수의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어려

울 때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주재 2011; 이선호 2006; Price 

2001; Currivan 1999).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돌봄 종사자들의 이직률은 50%에 육박하며(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2011~2012년 한국의 재가 요양보호사

들의 이직률은 4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재가노인복지복지협회 

2013; 박진희·장윤정 2014).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

도 직무소진, 감정노동, 직무강도,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

한 이유로 인해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직무를 그만두고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종결하는 개인의 조직이탈을 의미한다. 이직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직의도를 통해 이직을 측정하고 있다. 이직

의도란 종사자가 조직구성원의 직위를 포기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려는 것으로 

현재의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려는 의도이다(Bluedom 1982). 이

직의도를 갖는 조직구성원이 모두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과 관

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이직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Allen and Meyer 1990).

이직의도를 유발하는 요인(job stressor)으로는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대인관

계, 조직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심리적 변인

(우울,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영식 2011; 김소정 2012; 조선희·박현식 2012; 이화윤·박경숙 2013). 반

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와 같은 조직수준의 변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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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간의 관계

1)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조직관리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어 왔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로 집약되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역으로 조직문화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 

리더십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리더이며, 조직문화의 형성에 있어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둔다(Schein 

1983: Bass 1990). Schein(1983)은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

다고 설명하면서 양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리더십의 특별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조직문화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리더의 역할로써 

조직문화의 창조와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은 리더의 

영향에 따라 조직문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조직문화

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다(Trice and 

Beyer 1991; Bass and Avolio 1993: Avolio et al 1999). 특히 변혁적 리더십

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조직의 비전제시와 도덕적 목표설정을 강조하는 변혁

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Kliein and House 1995). 

반면, 조직문화의 선행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조직문화가 성숙하면서 리

더의 관여와 역할은 감소하고 오히려 조직문화가 리더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

향이 있다는 점에서 조직문화를 리더십의 제약요인으로 본다(전상길·김인수, 

1997). 이에 대해 Schein(1996)은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숙기와 쇠퇴기는 조직문화가 리더십을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양자의 

관계를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관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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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모든 리더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

서 일방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김호정 2003; 류은영 2013). 

최근의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는 양자의 적합관계에 주목하여 특정한 리더십

과 특정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ameron과 

Quinn(2011)은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

과 혁신·적응성을 강조하는 발전문화(adhocracy), 거래적 리더십과 경쟁·고객지

향성에 초점을 두는 합리문화(market)의 적합관계를 주장하였다. 대체로 선행연

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참여·배려를 중시하는 

집단문화와 적합성이 높고, 거래적 리더십은 성취·능률을 중시하는 합리문화

와 안정·통제를 중시하는 위계문화와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ss and Avolio 2003; Egri and Herman 2000).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문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특정한 조직문화 유

형과 적합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와 유연

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문화와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

2) 변혁적 리더십·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

리더십 특성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낮은 이직률, 높은 

생산성, 낮은 직무스트레스, 높은 직무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Bass and Avolio 1996).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문화변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Barling et al 1996)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 훈련을 받은 관리자와 그렇지 

않은 관리자 간의 업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훈련을 받은 관리자들이 높은 업무

성과를 보였다. Avolio et al(1999)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종사자의 만족과 직무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Walumbwa 

et al(2005)는 변혁적 리더가 구성원 직무만족, 조직몰입 수준을 더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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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다수 연구들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류은영 2013; 최석봉 외 2010; 김호정 

2003). 

기업조직과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

상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재가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김명숙·최

수일 2010)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

과 가치 구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발휘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직문화 유형 혹은 문화강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며, 국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조직

효과성이 높은 조직들은 서로 다른 경쟁가치를 내포한 네 가지 문화유형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약한 문화보다는 강한 문화적 성향을 보이는 조직일

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enison and Spreitzer 1991: 

Yeung et al 1991).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기업조직의 문화 강도나 문화 

유형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간호영역에서의 조직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은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강순정 2013; 연영란 2014; 최승혜 외 2014). 사회복지조직을 대상

으로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박진희·장윤정 2014; 박연희 외 2009; 임혁 외 2008). 직원 간의 업무협조, 

팀워크가 서비스 제공에서 강조되는 특성 상 집단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

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집단문화와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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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조직도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반·보완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쟁가치모형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조직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가정하고 구성원의 

평균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임의적인 집단 분류가 아닌 통계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해, 최신 방법인 편향 보정 3단계 방법(bias adjusted 3-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분류된 하위 집단별로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

로써 변수 간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요양시설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수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요양시설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서비스(시설급여)를 제공하

고 있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며, 전국의 요양시설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요양시설에 설문조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요

양보호사는 114개 기관의 총 1,98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0월

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합리･집단･발전･위계문화로 이루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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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응답자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정분포(예: 정규분포)로 정의되는 하위집

단을 찾는 통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모든 관찰치를 단순히 하나의 

유형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찰치가 여러 유형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

(probability)로 제시하는 분할적 군집화(partitional cluster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군집분류를 위해 주로 사용해 왔던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의 경우,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고,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의 척도가 제한적

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잠재프로파일을 포함하는 혼합모형(mixture 

model)의 경우, 정해진 통계적 절차에 따라서 집단의 개수를 결정하며, 응답 반응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때문에 범주형이나 연속형 등 다양한 형태

의 자료에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잠재프로파일 방법은 가장 적절한 관찰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여 각 프로파일 별 고유의 반응 패턴에 따라서 프로파일의 특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는 모형 선택(model selection)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적절한 프로파일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1개

에서 8개까지 하나씩 늘려가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CAIC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등의 정보지수(information criteria)를 바탕으로 모형

의 상대적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에 더해 프로파일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엔트로

피(Entropy), 분류오류, 도출된 프로파일의 개념적 해석 가능성 등 양적, 질적인 

준거를 고려하여 프로파일의 개수를 결정하였다. 

프로파일의 개수가 결정되면 잠재프로파일 변수와 관련된 보조변수(Auxiliarly 

Variable)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잠재프로파일 분류

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직의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파악하고,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문화 프로파일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보조변수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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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할 하는 경우, 분류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3단계 방법(3-step approach) 

중 BCH 3단계 접근법(BCH 3-STEP approach)(Bolck et al 2004)을 활용하

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Latent GOLD 5.1(Vermunt and Magidson 2013)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3. 변수의 측정

리더십의 측정은 리더십의 측정수준에 따라 개인수준, 팀수준, 조직전체수준으

로, 리더십의 위계에 따라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직속 상관으로 측정가능하다. 

요양시설의 특성 상 중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장의 리더십 성향은 요양보

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박진희·장윤정 2014), 본 연구에

서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지각한 시설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리더십 설

문 문항은 Bass와 Avoli(1996)가 개발한 MLQ-5X를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16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문화의 측정에서는 조직수준의 문화를 요양시설의 종사자 개인의 인식으로

부터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의 조직문화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직문화 

설문 문항은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Yeung et al(1991)의 문항을 바탕으로 이를 

요인분석하여 재작성한 김호정(2002)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화 유형별로 각 5개

의 문항으로서 총 20개의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직의도 

척도로는 Abrams, Ando & Hinkel(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앞서 먼저 측정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네 종류의 조직문화

를 측정하는 개별 문항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요인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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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적합도는 χ2=988.43, df=71, p < 0.01, TLI=.886, CFI=.914, 

RMSEA=.079(90% C.I. =0.074  0.084), SRMR=.048으로 나타났다. 비록 0.01 

수준에서 χ2 검정 통계치가 기각되었지만,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으며 CF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4요인 모형이 해당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든 표준화 요인계수가 

.39∼.60 수준이고, 요인 간 상관계수가 .38∼.71 수준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위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계산된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평균값이 집단문화와 합리문화보다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요양시설의 경우 발전문화가 위계문화의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alpha

집단문화 1958 5 25 16.29 3.07 0.80

합리문화 1958 5 25 16.22 3.17 0.81

발전문화 1958 5 25 17.66 2.92 0.72

위계문화 1958 5 25 17.23 2.69 0.70

이직의도 1958 3 20 11.16 2.26 0.64

변혁적 리더십 1958 16 144 64.66 15.72 0.92

<표 1> 각 변인별 기술통계치와 신뢰도 계수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표 2>는 프로파일의 수를 1개에서 7개까지 변화시킨 모형의 적합도를 다양한 

정보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지수

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프로파일의 개수를 

가장 적절한 개수로 선택할 수 있다(Petras and Mayns, 2010). <표 2>에 

따르면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정보지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만 프로파일의 개수가 4개일 때부터 정보지수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에 가까울수록 관찰치가 각 프로파일에 오류없이 분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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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엔트로피의 경우, 모형 4가 0.796로 가장 높았다. 네 개의 프로파

일을 가정한 모형 4의 경우, 마지막 프로파일에 포함된 응답자가 73명

(3.65%)로 크지 않았으나 프로파일이 가지는 특성이 명확하여 포함시킬 경

우, 결과의 해석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분류의 질과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4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모형
프로파일 

개수 
LL BIC AIC AIC3 CAIC SABIC 분류오류 entropy

1 1 -19656.9 39442.8 39347.8 39364.8 39459.8 39388.8 0.000 1.000 

2 2 -18906.8 38011.1 37865.7 37891.7 38037.1 37928.5 0.029 0.665 

3 3 -18696.5 37658.7 37463.0 37498.0 37693.7 37547.5 0.088 0.745 

4 4 -18174.0 36682.1 36436.0 36480.0 36726.1 36542.3 0.104 0.796 

5 5 -18079.7 36561.8 36265.4 36318.4 36614.8 36393.4 0.137 0.746 

6 6 -17946.8 36364.4 36017.7 36079.7 36426.4 36167.4 0.152 0.752 

7 7 -17916.9 36372.8 35975.7 36046.7 36443.8 36147.2 0.173 0.746 

<표 2>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각 프로파일 별로 도출된 네 개의 조직문화 점수의 패턴을 고려하여 각 프로파일

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3>에 따르면 프로파일1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는 

총 922명(46.5%)으로 가장 다수의 응답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1

의 전체 평균점수가 프로파일2, 3보다 낮으나 프로파일 4보다는 높았으며, 다른 

문화에 비해 위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중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835명(42.13%)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프로파일2는 전체적인 합산 점수의 평균이 프로파일1, 4보다는 높고 프로파일3보

다는 낮았으며, 전체 문화 중 발전문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중강도·발전’이

라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은 프로파일2와 마찬가지로 발전 문화 점수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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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전체 조직문화 합산 점수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아서 

‘고강도·발전’으로, 프로파일4는 합산 점수가 가장 낮고 위계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저강도·위계’로 명명하였다. 프로파일3과 4는 각각 전체 응답자 

중 153명(7.69%)과 73명(3.65%)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중강도·위계
(프로파일1) 

중강도·발전
(프로파일2) 

고강도·발전
(프로파일3) 

저강도·위계
(프로파일4) 

전체 평균

46.50% 
(n=922)

42.13%
(n=835)

7.69%
(n=153)

3.65%
(n=73)

100%
(n=1983)

집단문화 14.63 17.64 20.72 10.18 15.79 

합리문화 14.39 17.82 20.81 8.98 15.50 

발전문화 15.96 18.98 22.39 11.53 17.22 

위계문화 16.29 17.98 20.00 12.23 16.63 

전체 평균 15.32 18.11 20.98 10.73 16.28 

<표 3> 프로파일 별 조직문화 점수의 평균

조직문화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변인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 프로파일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이는 해당 변수의 수준에 따라 응답자 프로파일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χ2=44.26, df=3, p<.001). <표 4>에 따르면 변혁

적 리더십 점수가 낮은 응답자는 중강도·위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점수가 

높은 경우는 발전문화가 우세한 중강도·발전과 고강도·발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다. 저강도·위계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점수가 중간 수준(35 ~ 38)인 응답자가 

속할 가능성이 다른 점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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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인
변수

점수
분포 

중강도·
위계 

중강도·
발전

고강도·
발전 

저강도·
위계

χ2

변혁적 
리더십

1 ~ 27 0.273 0.090 0.051 0.109 

44.26**

28 ~ 34 0.246 0.164 0.113 0.134 

35 ~ 38 0.210 0.206 0.186 0.323 

39 ~ 44 0.158 0.214 0.195 0.191 

45 ~ 65 0.113 0.326 0.454 0.243 

평균 59.998 70.162 78.273 66.834 

**p < 0.01

<표 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관계

리더십 변수가 잠재프로파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직의도와 스트

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 검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하였다(β

=-0.137, p<0.01). 이는 응답자가 어떤 프로파일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아지면 이직의도는 유의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직접효과 회귀계수(β) 표준오차 χ2

변혁적 리더십 → 이직의도 -0.137 0.011 1059.48**

**p < 0.01

<표 5>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잠재프로파일 변수가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변혁적리더십의 직

접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검정 결과, 

각 프로파일 별 이직의도 점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375.77, 

df=3, p<0.001). 구체적으로 4개 프로파일 중 중강도·위계에 속한 응답자의 이직

의도 점수가 11.770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고강도·발전의 점수는 9.317으로 가장 

낮았다. 중강도·발전과 저강도·위계의 이직의도 점수는 각각 10.643와 10.135으

로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조직문화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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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강도가 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문화가 우세한 조직의 이직의도가 

낮았으며, 또한 조직문화의 강도가 약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계문화가 우세한 조

직의 이직의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과
변수

중강도·
위계 

중강도·
발전 

고강도·
발전

저강도·
위계

df χ2

이직의도 11.770 10.643 9.317 9.835  3 375.77**

**p < 0.01 

<표 6>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Ⅴ. 결론

요양보호사의 높은 이직의도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시설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의 이직의도를 관리하는 것은 요양시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프로파일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 이직의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요양시설의 

조직문화는 네 개의 프로파일로 구분되었다. 각 프로파일은 하위문화 유형의 강도

와 수준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프로파일 1(중강도·위계)과 프로

파일 2(중강도·발전)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자의 88.6%).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 다수는 하위문화 간의 경쟁 정도는 높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발전문화와 위계문화의 성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발전문화와 위계

문화는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민감성



｜ 298 ｜ 연구방법논총 ｜ 2021년 가을 제6권 제3호

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발전

문화 가치가 요양시설에도 도입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전의 보조금 환경에서 

강조되었던 통제와 규칙준수를 강조하는 위계문화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프로파일 2(중강도·발전), 프로파일3(고강

도·발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혁적 리더십과 발전문화의 적합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혁신을 중시하는 발전문화와 적합성이 높다

는 Cameron과 Quinn(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업무강도

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이직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장이 변화의 비전과 가치

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극을 제공할 때, 비록 업무강도가 높은 

환경이라 해도 이직의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넷째, 조직문화 프로파일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프로파일3(고강도·

발전)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낮았으며, 프로파일1(중강도·위계)과 프로파일2(중강

도·발전)에서 이직의도가 높았다. 문화강도가 높고 발전문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이라고 평가하는 요양보호사일수록 이직의도가 낮고, 문화강도가 중간수준이

라고 인식하는 조직의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에게 표준적 서비스와 동시에 개별화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때로는 상충되고 모순된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

유형 강도가 높은 조직의 요양보호사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프로

파일(latent profil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조직효과성

과 리더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조직문

화 연구의 방법론에 기여하였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군 내에서도 다양

한 조직문화가 존재하며 조직문화 프로파일에 따라 리더십스타일과 조직효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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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경쟁가치모형에 기반한 조직

문화 연구들이 주로 특정 문화유형이 리더십이나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

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 특성이 한 조직 내에 공존하고 있으며 조직효과성과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경쟁가치모형이 강조하는 바는 다양한 문화유형이 문화유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조직일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 유

형별 수준이 높은 문화프로파일에서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돌봄서비스 조직의 경우, 다양하고도 복잡한 서비스 제공 상황 하에서 유연한 대처

와 고객지향적 마인드가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설장은 경쟁가치모형(CVM)이 제시하는 다양한 가치를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

다. 현재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의 개선,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적절히 조직에서 받아들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조직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설장의 

조직전략과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제공인력의 

협업을 통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은 대표

적인 돌봄서비스 조직이다. 장기요양시설은 질이 담보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직업주의 윤리’와 시설의 경영을 위한 수익성 확보라는 ‘관리주의 관점’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상충되면서도 보완되는 다양한 가치

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미션, 가치를 추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기술 향상을 위한 시설장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차원의 리더십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은 급격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

무를 지니고 있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시설의 조직문화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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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조직의 인사 및 조직연구에 기여하였다는 학술적 의미와 조직

관리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

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로서 동일방법오류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개인들

로부터 총합한 자료를 통해 리더십, 조직문화,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개

인들에게 측정한 변수들을 가지고 교차수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동일방

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한계를 지닌다. 둘째, 요양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형태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제약점을 

지닌다. 셋째, 조직문화와 리더십은 동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횡단적 연구로는 

특정 시점의 조직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직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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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home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hanghwan Shin**․ Jungkyu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home. First, we identifed the care-givers’ 
organizational culture profi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Subsequ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 profiles and several auxiliary variables, includ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showed 
that derived four distinct profiles were identified with different culture 
strength and orientation. Moreov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s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culture profiles, while the effect of 
the culture profiles on turnover intention was also significant. Final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ed out to reduce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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