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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류관리문화는 직무특성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직무복잡성이 높은 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
는 항공 및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최근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조직효과성 및 조직혁신
에 기여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기초하여 윤리적 판
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타 영역에 비해 많고, 사회복지윤리와 상충되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기관에 오류관리문화 구성개념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층화표
집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된 564명의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
타당화 방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기관의 오류관
리문화 내용요인은 오류를 통한 조직학습 문화 구축(8문항), 오류발생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4문항), 오류관리를 통한 업무효과성 제고(5문항)와 같이 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들은 상호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들에 대하
여 오류관리문화 요인구조는 준거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오류관리문화, 사회복지기관, 구성개념타당도, 준거타당도, 교차타당화

Abstract
Based on bounded rationality, error management culture may be able to benefit from simultaneously
pursuing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innovation in aviation, medical and profit setti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rror management culture in social service agency.
This study employs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on social workers with more than two year work
experiences in their current social service agencies that are located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results: (1) the result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s that 3
factor structure are the most appropriate; (2) factor structure of error management culture was positiv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ocial service agencies.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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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장면에서 업무과정상의 착오 또는 실수를 의미하는 오류는 주로 불확실한 업무환경하에서
의 업무스트레스, 업무상 피로, 업무과부하, 인지적 과부하, 불충분한 의사소통, 불완전한 정보처리,
그리고 부적절한 의사결정 등 인간의 심리사회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시간 및 비용의
손실, 구성원 사기저하, 부정적인 조직이미지 등 조직에 심각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동
시에 오류발생 문제의 원인 진단과 조직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조
직의 생존과 관련한 이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중요성을 갖는다[1]. 오류발생 관련 초기 연
구들은 부정적인 사건으로서 오류를 개념화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오류발생을 사전에 차단 및 억
제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회피문화 연구에 집중해온 경향성이 존재한다[2]. 그러나 오류발생의 완벽
한 통제는 불가능하고, 지나친 오류억제에 대한 과신은 오류발생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으며, 조직차원에서 오류억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징
계가 뒤따르게 됨으로서 오류발생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과 오류발생시 이를 축소 및 은폐하려 방
어적 행동 등으로 인해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는 지적
에 따라 최근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에 미치는 부정
적인 결과들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조속하게 오류발생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오류를 효과적으로 수
정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 오류의 발생을 조직학습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조직운영체계
및 조직혁신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해나감으로서 개인 및 조직수준의 성과제고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최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4].
전통적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 수준이 높은 업무특성을 보이는 항공 및 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오류관리문화를 사회복지기관에 타당화하고자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기관
의 사회복지전문가 업무특성상 윤리적 딜레마와 같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
우가 타 영역에 비해 많고, 사회복지 윤리 및 가치와 상충되는 의사결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 같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대상 오류관리문
화 타당화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오류관리문화의 내용요인구조를 추출하고, 조직
효과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성과제고를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가치의 내재화를 의미하는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오류관리문화를 사회복지
기관에 타당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력 2년 이상의 사회복
지사를 대상으로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한 564명의 자료를 활용한다.
2.

문헌고찰

조직장면에서는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합리성을 추구하나, 현실장면에서의 인간은 제한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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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 존재하고 말할 수 있다[5]. 특히 불확실성과 직무복잡성이 높은 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직무환경에서는 정보에 대한 불완전한 처리와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를 경험함으로써 업무피로감이 증가하고, 이는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짐으로써 목표한 성과
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업무상 오류를 경험하게 된다. 제한된 합리성 개념에서는 업무상 부적절
한 판단 및 의사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한된 합리성 개념에서 조직차원의
시사점은 오류발생 사실을 수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향후 오류발생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다시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차원에서 공유하고 배우는 시행착오학습의 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조직변화 및 조직개발의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오류관리문화는 업무특성상 자연발생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조직문화
차원에서 수용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며, 오
류발생의 원인과 효과적 대처방안 등에 대한 조직학습을 통해 개인의 직무성과 향상과 조직혁신에
기여하는 개념을 의미한다[4].
제한된 합리성 개념의 조직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전문가에도 적용된다
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업무는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기반하여 다
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내재화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므로,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 수준이 높은 업무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전문가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은 클라이언트와
의 갈등야기, 시간의 손실,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
며, 이는 해당 사회복지기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전문가의 업무특성상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기초하여
부적절한 개입 및 서비스(malpractice)와 같은 오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사
회복지전문가라는 개인차원에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된다면 사회복지실
천영역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6].
이는 완전한 합리성의 관점에서 오류발생의 책임소재를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민감하지 않고 부
주의한 사회복지전문가의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은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함에 따라 거의 항상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
하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업무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복지전문가가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은 개
인의 부주의함에 기초한다기 보다는 해당 지역사회 및 기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기관의 맥락적 특
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전문가가 인식하는 오류관리문화의 내용요인구조의 타당화를 시도한다. 둘
째, 사회복지기관 대상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신뢰와 오류
관리문화 요인구조와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준거타당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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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연구방법

조사대상

오류관리에 대한 조직문화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해당기관 경력 2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
사기간은 2009년 10월 27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총 18일간 진행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확률
표집방법 중 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91명 중 경력 2년 미만에 해당하거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은 564명이었다.

3.2

측정변수 및 척도

3.2.1.

오류관리문화

오류관리문화 원척도[4]는 총 17문항(5점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관성신뢰도는 .92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오류관리문화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항특성간 일관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척도수준은 5점(1=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였다.
3.2.2

직무만족

직무만족 척도[7]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척도수준은 5점(1=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 5=매우 동의한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원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 범위는 .86~.89로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직무만족 내적일관성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3.2.3

조직몰입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거래적 조직몰입 4문항, 정서적 조직몰입 3문항,
규범적 조직몰입 3문항으로 구분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8]를 원척도로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거래적 조직몰입은 조직을 떠나는데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하고, 정서
적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애착정도를 의미하며, 규범적 조직몰입은 책임감에
근거하여 조직에 충직하고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야한다는 내재된 가치관이나 내적인 규범체계
의 정도를 의미한다. 원척도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2로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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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조직신뢰

조직신뢰 척도[9]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수준은 5점(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
우 동의한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내적
일관성신뢰도는 0.82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신뢰도는
.865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특성과 분석모형의 주요변수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SPSS18을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류관리문화가 적용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특성 즉 내용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차타당화(cross-validation) 방식
을 활용하였다. 교차타당화는 하나의 표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나타난 요인구조행
렬을 다른 표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척도의 요인구조를 일반화
함으로서 보다 정교한 구성개념타당화를 구현한다[10]. 구체적으로는 총 분석 대상 표본수 564에
대하여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수 300명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요인구조를 추출
하였으며, 나머지 264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
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AS9.2의 PROC FACTOR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
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LISREL8.52를 사용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직효과성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신뢰와 오류관리문화 요인들간의 상
관계수행렬을 살펴봄으로서 준거타당화를 시도한다.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는 SPSS18.0을 활용
하였다.
4.

4.1

분석결과

조사대상자 특성 및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성과 주요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만연령
은 30대와 20대가 89.9%로서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연령 평균은 31.6세로 나타났다. 교
육수준은 대졸(74.3%)과 대학원졸(22.0%)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 직장경력은 3년 이하(37.6%)
와 3년 초과 5년 이하(27.0%)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현 직장경력은 5년으로 나타났다.
월급여수준은 평균 198.9만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5점척도상에서 오류관리문화는 평균 3.54(표준편차 .50), 직무만족은 평균 4.05(표준편차 .51), 조직

몰입은 평균 3.44(표준편차 .52), 조직신뢰는 평균 3.52(표준편차 .66)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수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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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첨도를 검토해본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치 분석 결과 (N=564)
[Table 1]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구분

내용
20대
만연령
30대
40대
(평균 31.6)
50대
3년 이하
현 직장
3년~5년 이하
근속기간
5년~7년 이하
7년~10년 이하
(평균 5.0)
10년 초과
오류관리문화(Mean, SD)
조직몰입(Mean, SD)

4.2

N(%)
248 (44.0)
259 (45.9)
47 (8.3)
10 (1.8)
212 (37.6)
152 (27.0)
71 (12.6)
84 (14.9)
45 (8.0)
3.54
.50
3.44
.52

구분

내용
고졸
전문대졸
교육수준
대졸
대학원졸
100만원~150만원 이하
150만원~200만원 이하
월급여수준
200만원~250만원 이하
(평균 198.9만원) 250만원~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직무만족(Mean, SD)
조직신뢰(Mean, SD)

N(%)
1 (0.2)
20 (3.5)
419 (74.3)
124 (22.0)
101 (17.9)
278 (49.3)
114 (20.2)
54 (9.6)
17 (3.0)
4.05
.51
3.52
.66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구성개념타당화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상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구성개념타당화는 교차타당화 방법을 활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상 오류관리문화 척도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에 단일주축분

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사용했으며, 사전공통분추정치는 다중상관제곱치(SMC), 요인회전은
요인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AS9.2를 활용하였다.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및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해보았을 때 2개 또는 3개의 요인수효가 가장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개, 3개의 요인모형에 대하여 각각 최종해를 구하여 해석을 해보고, 보
다 안정적이고 해석가능한 요인구조를 선택하여 최종요인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계량적인 기준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은 세 개였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한 최종요인구조행렬은 [표 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론적 요인구조를 원자료에 적용해보
았을 때 요인구조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방법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소프트웨어로는 LISREL8.52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공분산
자료, 모수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에 척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각 요
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수 중 하나의 요인계수를 1.0으로 고정하여 측정변수의 척도를 이론변수화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1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합치도(overall fit)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좋
은 합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274.38로써 영가설인 ‘현실자료와 가설적 모형이 동일
하다’의 기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는 표본수의 크기에 따라 민감한 합치도 지수이므
로 전반적 합치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개략화오차평
균(RMSEA) 지수는 0.069로써 대체적으로 좋은 합치도 지수를 나타냈으며, 비표준합치도(NNFI)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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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0.98, 비교합치도(CFI) 지수는 0.98으로써 좋은 합치도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복지기관의 오류관리문화 최종요인구조
[Table 2] Error Management Culture Factor Structure in Social Service Agency

요인

오류를 통한
조직학습 문화
구축
(8문항)

오류발생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4문항)

오류관리를 통한
업무효과성 제고
(5문항)

문항번호 및 문항내용 (요인계수)
2.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그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해나갈지에 대
해 생각한다(0.52263)
3. 우리 복지관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그 오류들은 철저하게 분석된다(0.81297)
4.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그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생각해보
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0.77357)
5.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오류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노력한다(0.69386)
6.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오류발생을 예방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0.69189)
11. 우리 복지관에서는 오류발생 즉시 그 오류들이 수정된다(0.50575)
12. 우리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오류를 범했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당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처행동을 파악한다(0.30055)
17.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한다(0.37930)
13. 우리 복지관에서는 자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을 경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0.66938)
14.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만약 실수를 범한 이후에 더 이상 업무를 진척시킬 수 없을
경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0.84646)
15. 우리 복지관에서는 실수를 했을 때, 향후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다
른 사람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0.72692)
16. 동료가 오류를 범했을 때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오류를 상호 공유함으로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0.54989)
1. 우리 복지관에서 업무시 발생한 오류 및 실수는 업무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
하다(0.47294)
7. 우리 복지관에 있어서 오류의 발생이란 지속적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0.57421)
8. 우리 복지관 구성원들이 범하는 오류들은 업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0.77300)
9.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과업을 완수하고자 할 때는 수없이 많은 실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0.75842)
10. 우리 복지관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해나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0.51231)

모형수정을 위한 지수인 t값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오류관리문화의
가설적 요인구조를 교차타당화를 통한 경험자료에 맞추어 보았을 때 요인구조가 안정적으로 나타
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오류관리문화는 세 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요인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해보기 위한 요인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417에서 .528로 나
타나 오류관리문화의 각 요인들은 상호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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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의 범위는 .839에서 .874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준거타당화

4.3.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3]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오류관리문화는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신뢰에 대한 준거타당화는 개인적 특성을 배제한 영차상관(zero-order correlation)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들과 오류관리문화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대하여 오류관리문화 요인들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258에서 .335, 조직몰입에
대한 상관계수의 범위는 .325에서 .36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에
비해 조직몰입의 상관계수가 정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변수 모두 상관계수 크기에 있어
서는 중간 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조직신뢰에 대한 상관계수의 범위는 .421에서 .503으로
서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는 큰 수준의 상관계수로 나타났
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복지학계에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류관리문화와
하위요인들이 조직효과성 변수들에 대해 중간에서 큰 크기에 해당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정
리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류관리문화 연구는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준
거타당도를 검증함으로서 오류관리문화의 이론적 중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표 3] 오류관리문화와 준거변수들간의 상관계수행렬 (N=564)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Error Management Culture and Criterion Variables (N=564)

오류관리문화 요인구조
F1. 오류를 통한 조직학습문화 구축
F2. 오류발생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F3. 오류관리를 통한 업무효과성 제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교육 월평균 근속
연령
수준 급여 기간
.006 -.052 .042 -.004
-.018 -.060 .050 .021
.019 -.072 .064 .005

조직효과성 변수
직무 조직 조직
만족 몰입 신뢰
.335** .363** .503**
.277** .325** .430**
.258** .357** .421**
*p<.05 **p<.01

5.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조직차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조직혁신과 조직효과성 제고
에 기여하는 오류관리문화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내용구조
를 추출하고,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오류관리문화의 이론적 위치
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핵심 논의와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오류관리문화
는 오류를 통한 조직학습 문화 구축(요인1), 오류발생시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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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요인2), 오류관리를 통한 업무효과성 제고(요인3)라는 구성개념을 갖으며, 각 요인은 개념적으로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오류관리문화를 오류발생시 신
속한 공유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오류를 통해 배움으로서 조직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서 업무효과성 향상으로 연계하기 위한 개념으로 구조화하고 있다고 논의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
지기관에서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들과 오류관리문화와의 준거타당도 결과에 있어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조직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구성개념으로서 오류관리문화의 이
론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 중 사
회복지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류관리문화에 대한 척도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직무특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차별성을 나타내므로 오류관리문화의 내용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오류관리문화 구성개념
타당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오류관리문화 구성개념과 대표적인
조직효과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영차상관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
교한 연구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오류관리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대한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 검증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오류관리문화는 조직가
치의 내재화라는 조직문화 즉 조직수준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수
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한 연구모형의 적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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