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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혁신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혁신활동 수행경험

과 혁신 수행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과편의표집방법을복합적으로이용하여서울시소재사회복지관의최고혹은중간관리자 12명

에게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면접 결과, 수행 중인 혁신활동은 21개 소범주, 8개 중범주

(인적자원에의 투자, 미션/비전 재정립, 인적자원관리 상의 혁신, 조직구조적 혁신, 전략적 혁신, 프로그

램 및 서비스 혁신, 전달체계 혁신, 후원모금 관련 혁신), 3개 대범주(투입혁신, 과정혁신, 산출혁신)가

도출되었다. 혁신을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영향 요인으로는리더십, 이해관계자(이용자, 자원제공자, 재단

/법인), 조직구성원의 3개범주가도출되었다. 본연구는휴먼서비스제공을주내용으로하는사회복지조

직을중심으로비영리조직에서의혁신활동에대한이해를확장시켰으며, 나아가혁신을촉진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이 어떤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비영리조직 관리, 사회복지조직 관리, 조직혁신, 혁신 촉진요인, 혁신 저해요인

ABSTRACT：The study explores innovation behaviors and factors to facilitate or prevent innovation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human service agencies’ leaders in order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novation in nonprofits. Findings from intensive interviews with 12 top-or mid-managers of 
community centers located in Seoul city identify eight categories of innovation behaviors under three 
components. The study also found three categories of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s of categorizing innovation behaviors and factors from a systematic approach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n how to facilitate innovations in human service nonprofits. 
Key Words：NPO management, innovation, management of social service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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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는전통적

으로 전략적 조직관리(strategic management),

조직변화(organizational change)및혁신(innovation)

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이는 첫 번째로는 사

회복지조직이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됨으로써,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

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

회복지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구조였기때문에, 서비스제공자는시혜

적서비스를제공하는자로서이용자확보를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세 번째로는 1998년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조

직운영및보조금사용에대한책임성검증및성

과 평가에서 자유로웠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

회복지조직은 당연히 주어지는 정부보조금을 예

산안에서넘치는수요자에게제공하는역할을수

행하면서예산집행에대한관리․감독은받지않

았기때문에특별히변화나혁신의필요성을느끼

지못해온것이사실이다. 이러한사회복지조직의

전통적 특수성은 사회복지조직이 공공조직과 유

사한특성을보이며보수적, 폐쇄적으로운영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최근사회복지조직을둘러싼환경의변

화와 사회복지조직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성

은 사회복지조직에게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먼저복지사업을수행한다는이유만으로책임

성검증에서자유로웠던과거와달리 1998년시설

평가를 시작으로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사용에

대한 책임성 검증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다. 또한,

정부가 복지시설의 정부보조금 의존율을 줄여나

가는 것을 정책기조로점차사회복지조직의 재정

자립을 장려함으로써 외부 프로포절(proposal),

기부․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등을 통한 자원 확

보와 다원화가 사회복지조직의커다란과제가 되

고 있다. 더하여, 사회복지조직의 꾸준한 증가와

다양한 공급 주체의 진입으로일부 사회복지시설

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동종 및 유사조직과 경쟁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변

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내부에서 서

비스질및자원운용의효율성향상을위한자생

적 노력으로서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조직은 사회서비스 제공

을통한사회적가치실현과동시에자원및이용

자 확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자립해 나가

야 하는 상황에서 내 외부적으로 혁신이라는 도

전에 직면하고 있다. Kanter & Summers(1987)

는 사회복지조직이처한 자원부족 상황에서 서비

스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혁신이

라고 주장하였다. Gummer(1989, 2001) 또한 사

회복지조직에서 동일한 혹은축소된자원으로 더

욱양질의 그리고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

은 혁신이라고 하였다. 즉 제한된 자원으로 서비

스 제공의양과 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혁신만이대안이라는것이다. 실제로사회복

지조직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혁신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킴을 증명해

왔다(Baker and Sinkula, 1999; Calatone et al.,

2002; Damapour et al., 1989; Darroch, 2005;

Hult et al., 2004; Lee and Tsai, 2005; Mavondo,

et al., 2005; Garrido and Camarero, 2010;

McDonald and Srinivasan, 2004). 앞서논의한연

구들은혁신을조직성과향상을위한대안으로제

시하고 이를 검증해 온 반면, Young and Harris

(2000)는 조직혁신을 사회복지조직이 정체성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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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겪을 때 요구되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즉

혁신은사회적가치, 미션을추구하는사회복지조

직의존재와이에사용되는사회적자원에정당성

을부여해줄수있는중요한전략이자철학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련의 연구들이 개념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혁신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나, 사회복

지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

으며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인지에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빈곤하다(최상미, 2012).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조

직 유형중 상대적으로 경쟁시장에 가까운 종합

사회복지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

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탐구한다: 첫째, 실

제로 사회복지조직에서 어떤 혁신활동을 수행하

고있는지?;둘째, 사회복지조직에서혁신을촉진

혹은 저해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

문에대한탐구는비영리조직에서의혁신및혁신

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전반적․포괄적이

해의 틀을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실천적으로는혁신의필요성을느끼

고수행하고자하나방법을모르고있는사회복지

조직들에게귀중한정보와시사점을제공할수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혁신의 개념과 혁신에 대한 접근법

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미 60년대부터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등다양한학문분

야에서다루어져왔다. 혁신이이렇게다양한분야

에서 다루어져온 것은 혁신에 대한 개념이 다양

한데기인한다. 예컨대새로운장비개발도혁신,

새로운컴퓨터프로그램개발도혁신, 사회주의국

가에서민주주의로의변혁도혁신, 조직의구조조

정이나개편도모두혁신이다. 이렇게혁신에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Choi(2014)

는 혁신을협의 혹은광의로 보느냐, 조직문화 혹

은조직활동으로보느냐, 혁신대상을산물로보느

냐과정으로보느냐, 새로운것을창출,채택, 확산

하는활동중어디까지를혁신으로보느냐, 혁신을

채택하는주체를어떻게규정하느냐, 어느정도의변

화부터혁신으로보느냐등다양한이슈에대한관점

의차이에기인한다고설명하였다.또한Damanpour

(1991)는 혁신은 ‘채택’과 ‘확산’의 사이 어딘가에

서(Kimberly, 1981: 85), 그리고 ‘혁신수행(innovating)’

과 ‘혁신성(innovativeness)’의 사이 어딘가에서

(Van de Ven and Rogers, 1988: 636)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혁신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혁신에

대한유형화이다. 혁신에대한유형화도개념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Edquist(2001: 7)는 이를 ‘무

엇을어떻게혁신하느냐’에대한관점의차이로이

해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혁신 유형화 중 가장 주

목을많이받아온대표적인혁신유형화는산물혁

신과과정혁신, 기술혁신과행정혁신, 점진적혁신

과 급진적 혁신으로의 구분이다(Damanpour and

Evan, 1984).

먼저 과정(process), 산물(product) 혁신은 ‘사

업개발의 단계’에 따른 구분이다(Utterback and

Abernathy, 1975). 다시 말해, 산물 혁신은 시장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산물이나 서비스인 반

면, 과정 혁신은 조직의 산물이나 서비스 운영을

위해새롭게 도입된요소를 의미한다(예: 투입자

원, 과업 세분화, 정보공유체계, 장비등; Kin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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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급진적

(radical)․점진적(incremental) 혁신은 변화 정

도에 따른 구분이다(Chandy and Tellis, 1998;

Ettlie et al., 1984). 급진적혁신은기존의것을근

본적으로바꾸는변화로산업혹은조직이완전히

바뀌는큰변화를, 점진적 혁신은 기존의 것을 조

금 변화함으로써 조직역량을강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Dewar and Dutton, 1986; Ettlie et al., 1984).

기술(technical)혁신과 행정(administrative)혁신

으로의구분은의사결정과정에근거한다. 행정혁

신은 조직구조 및 행정절차와 관련되는반면, 기

술혁신은 산물, 서비스, 생산공정기술상의 혁신과

관련된다(Damanpour and Evan, 198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합의된하나의개념이나유형을찾기는어

려우나, 전반적 경향의 변화는 발견된다. 과거에

는 혁신을 최종산출물에만초점을 두어협의적으

로이해하려고한반면최근에는과정을포함하는

포괄적접근이일반모델로받아들여지고있다. 또

한 과정에 대한 접근도초기에는선행 단계가 다

음단계에일방적으로영향을미치는관계를가정

한 선형모델이 일반적이었으나,1) 최근에는 요소

들간의 상호영향, 환류, 외부요소의 영향을강조

하는 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해서 혁신을 이해하려

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Kempt et al., 2003;

OECD, 2006; Parthasarthy and Hammond, 2002;

Choi, 2014; Choi and Choi, 2014). Crepon et al.

(1998)은 체계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혁신을 이해

하려는초기적연구로서연구개발, 혁신과생산성

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OECD(2006)는 지역

사회혁신연구(CIS: community innovation statistics)

에서 혁신투입, 혁신과정, 혁신산출과 혁신성과로

혁신을 측정하였다. Kempt et al.(2003) 또한 체

계론적 관점에서 혁신결정, 혁신강도, 혁신과정,

혁신산출과 조직성과 요소 간의 상호영향과 환류

적 인과관계를 포함한 복합적 혁신시스템 모델

(complex systems innovation model: CSIM)을

제안하였다.

Kempt et al.(2003)은 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하

여 혁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혁신에 대한 포괄

적․체계적이해를가능하게한다고주장한다. 그

러나 사회복지영역에서의 혁신 연구는절대적 수

가 적을뿐아니라 대부분최종 산출물로서의 혁

신에초점을 두고 있다(Perri, 1993; Jaskyte and

Dressler, 2005; Jaskyte and Lee, 2006). 또한

Choi and Choi(2014)는 비영리영역에서의 혁신

연구들이 영리조직을 대상으로 개발된 혁신모델

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며 혁신 요소들 간의

관계는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혁신을 포괄적․체

계적으로 이해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

하며 비영리조직의 특성을반영한 혁신모델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이 조직의 최종 산출물뿐 아니

라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혁

신 과정 상의 다양한 요소들간에 상호의존, 외부

환경과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혁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 체계론적 관점을 유

지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동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체계이론에바탕을둔혁신 모델은선형모델이 ‘환류’를포함하지 않는다는점, 혁신 과정의핵심이 기획(design)임에도불구하고포함하고

있지 않다는점, 시장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점, 혁신 과정의중요성을 간과한다는점등의 한계(Klein and Rosenberg, 1986)를지적하면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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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에의 영향 요인

혁신 연구는 개념에 대한 논의, 혁신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선행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

구, 혁신과 결과요인으로서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혁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다룬연구들은 영리

조직(Baker and Sinkula, 1999; Calatone, et al.,

2002; Damapour et al., 1989; Darroch, 2005;

Hult et al., 2004; Lee and Tsai, 2005; Mavondo

et al., 2005)뿐 아니라 비영리조직(Garrido and

Camarero, 2010; McDonald and Srinivasan,

2004)에서도 혁신이 조직성과에 기여한다는것은

증명해왔다.

조직혁신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어 온 요인은 거시적, 중도적, 미시적 관점

에서 크게 개인, 조직, 환경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는 리

더 특성, 아이디어 제안자 특성, 일반조직구성원

특성등(Amabile, 1988; Baldridge and Burnham,

1975; Pierce and Delbecq, 1977; Shane et al.,

1995; Tabak and Barr, 1996; West and Farr,

1989; 박운성․김태형, 1996; 최만기․이지우,

1997)이, 조직요인으로는조직구조, 조직문화, 조

직자원, 마케팅, 의사소통, 보상체계, 조직설립기

간, 조직규모 등(Baldridge and Burnham, 1975;

Damanpour, 1991; Damanpour, 1992; Pierce and

Delbecq, 1977; Nystrom, 1990; Tabak and Barr,

1996; West and Farr, 1989; 박운성․김태형,

1996; 최만기․이지우, 1997)이, 환경요인으로는

산업특성, 소재지역, 환경불확실성, 환경역동성,

커뮤니티 문화등(Baldridge and Burnham, 1975;

Damanpour, 1991; Pierce and Delbecq, 1977;

West and Farr, 1989; 최만기․이지우, 1997)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혁신관련연구들은대체로영리조직을 대상으

로이루어져왔으나, 비영리조직에서도자원의효

과적․효율적사용에대한책임성검증압력과자

원확보를위한경쟁이발생하기시작하면서1990

년대후반이래로혁신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하

였다. Mulroy and Shay(1997, 1998)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혁신을 수행하는데있어서 지역사회중

심협력의중요성을주장하였다. Shin and McClomb

(1998)은 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을 중

심으로 최고행정가의 리더십과 조직혁신의 관계

를규명한결과, 비전제시형리더십이조직혁신을

장려함을보고하였다. Jaskyte and Dressler(2005)

는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공유된가치

와 합의된문화가 사회복지조직의 혁신활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

과, 조직문화에대한조직구성원의합의와조직혁

신 간의 유의한 관계를 증명하였다. Jaskyte and

Lee(2006)는 사회복지조직 간의 관계를 자원 정

보, 기술적지원, 클라이언트의뢰의 4가지차원으

로나누어차원별조직간관계의원활정도가사

회복지조직의 혁신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지원과 클라이언트 의뢰 차원의 영

향력이 유의함을 입증하였다. Choi(2014)는 사회

복지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학습지향성(LO:

learning orientation)이 시장지향성(MO: market

orientation)을매개로혁신에영향을미침을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사회복지조직을둘러싼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직의생존을위해혁신이필요하다

는것에대해서는학계, 현장모두합의하고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혁신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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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혁신 필요성과 혁신을

위한과제를개념적으로다룬연구(김영종, 2000),

혁신성 척도 개발 연구(신준섭, 2012), 리더십과

혁신간의관계를다룬연구(신준섭, 2000;최상미,

2012)가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을대상으로혁신 수행

과 동인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사회복지조직에서수행하고있는혁신

의 유형과 성격, 혁신의 동인에 대한포괄적 이해

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초 연구의 역할을 하는

한편, 실천적측면에서는조직혁신을장려하기위

해 어떤 요인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

에역량을집중해야하는지에대해귀중한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참여자는연구자가편의대로표집가

능한 표본을 구하는 편의 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과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즉 연구에

적합한대상자를종합사회복지관, 그중에서도서

울시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중간관

리자 이상으로 선정한 후, 일차적 연구 대상자를

표집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추가적으로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사회복

지 전문가나 연구참여자들로부터추천받아선정

하였다. 이 과정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종사하는 기관 유형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종합사회

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중 정부지원

비율이가장낮은반면유료서비스제공비율이높

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선택

의폭이높아 상대적으로 경쟁환경에의 노출 정

도가 높음과 동시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종별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지역사회 문화센

터,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의 차별성 논란, 다시 말해 정체성 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

지관을 일차적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더하여

대상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리적 위치를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서울 지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리적으로가장밀집되어있어타지역에비해동

종․유사 조직과의 경쟁이 심한 지역으로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차적 연구대상인 서울시 소재 종

합사회복지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최고관리자

(관장) 혹은 실무책임자(부관장 혹은 부장) 12명

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고관리자 혹은

부장급이상실무책임을맡고있는관리자를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서비스․프로그램

뿐아니라 기관 운영과 관련된전반적 내용을 가

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동일 직급은 아니였으나

최고관리자(관장)와 실무책임자(부관장, 부장)

모두기관업무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경우로그

들의 시설 전반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여도는

유사하게매우높았다. 본 연구의참여자들중일

부는연구자와개인적친분을가지고있는경우였

으며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회복지기관현장전

문가나이미연구에참여하고있는연구참여자를

통해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소개를 받아 미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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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방문을통해라포를형성하고연구의목적과

내용을 설명하며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참여자및소속기관에대한비밀보장과언제든참

여자가원할경우연구및면접내용에대한철회

가가능함을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의경력은평균

13.6년으로 최소 10년에서 최대 18년이었다. 직급

은관장 7명, 부장 5명, 성별은남성 4명, 여성 8명

이었다.

2. 연구 방법: 다중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수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파악하기 위해 다중사례연

구방법을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양적연구의통

계적분석을 통한일반화가 아닌, 분석을 통한일

반화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제한된사례에만 접근

이 가능한 경우 유용하다. 다중 사례연구방법은

단일사례연구방법에비해다수의사례를통해반

복과패턴을찾을 수 있어타당성과 신뢰성이높

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Herriot and Firestone,

1983; Yin, 1989). 또한 ‘어떻게’ 또는 ‘왜’ 특정현

상이일어나는지광범위하고깊이있는설명을연

구목적으로하는경우적합한방법(Yin, 1989)으

로,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혁신’과 ‘이

에영향을미치는촉진혹은저해요인’에대한포

괄적이면서도깊이있는탐색을목적으로하는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개별심층면접을통해수집하였다. 면접은본연구

자가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방문하여일

대일심층면접방식으로짧게는 한 시간에서길게

는 두 시간반동안 진행하였다. 면접 시행 시 면

접내용을기록하며진행하였으나혹시빠지는내

용이있을수있으므로미리동의를구한후면접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면접 시에는 혁신사례, 촉

진요인, 저해요인등에대한개방형설문지를함

께 보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친분이 있거나 미리

협조를구한상태로연구참여자들의적극적인협

조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연구 내용과목적을 미리

설명하고 제공함으로써 면접이 원활하고 효율적

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추후 전화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더불어본연구자는면접시행이전에일, 이십

분정도를 혁신이 무엇인지, 즉혁신의 개념에 대

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

중인 활동이나 시도 중 어떤 것이 혁신인지에 대

해 함께 논의하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마다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의 간격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며, 이해의 차이 때

문에놓치는 혁신수행활동이나 영향 요인이 없고

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녹취한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참여자가얘기한 모든혁신 사례와 영향요인들을

기술, 나열하여 여러 차례 읽으며 충분하게 이해

하고자 하였다. 재차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단위를 규명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

는과정을거쳐범주화를시도하였다. 일차적으로

범주화된내용은 기존의 이론적논의에 근거하여

상위 범주로 도출하였다. 또한 결과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동료연구자 1인에게점검받음

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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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연구참여자인종합사회복지관관리자들과의면

접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혁신활동에 관해 그들이

이해하는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몇년간

수행해온혁신과관련하여총 33개의혁신활동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33개의혁신활동에대한고

찰을반복하며 21개의소범주, 8개중범주-(1) 인

적자원에의투자, (2) 미션/비전재정립, (3) 인적

자원관리상의혁신, (4) 조직구조적혁신, (5) 전

략적 혁신, (6) 프로그램․서비스 혁신, (7) 전달

체계 혁신, (8) 후원모금 관련 혁신- 을 도출하였

다. 이는다시그보다상위의3개대범주 -1) 투입

혁신, 2) 과정혁신, 3) 산출혁신- 으로 도출되었

다. 본연구는소범주, 중범주, 대범주화로이어지

는 범주화 과정 중에 혁신을 단순히 혁신활동의

결과로만 이해하고자 했던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나아가 혁신을 위한 투입활동, 혁신을 위한 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전환 활동, 그리고 투입과 전환

활동의결과로나타나는산출활동을포함하는포

괄적체계론적관점에서이해하고자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서 발견한 사회복지조직의 혁신활동과

범주는 <그림 1>과 같다.

다음에서는발견된범주별구체적 내용을 기술

함으로써,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혁신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1) 투입 혁신 - 인적자원에의 투자

연구참여자들에의하면사회복지조직은직원채

용 객관화 노력, 직원교육․훈련 강화 및 체계화

노력, 수퍼비전강화 및 체계화등의 혁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원의 역

량강화를위한시도로서장기적관점에서혁신을

장려하기위한투자이다. 또한대부분의참여자들

은인적자원에의투자를그자체로혁신활동일뿐

아니라혁신에의주요영향요인으로인식하고있

었다. 이는 인적자원에의 투자가 포괄적, 체계적

관점에서는 혁신활동으로 포함될 수도, 결과물만

을 혁신으로 보는협의적 관점에서는 혁신활동이

라기보다는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선행 요인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량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직원채용을 객관

화하기 위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질

문을표준화하는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참여

자 8)”

“직원의 역량은 복지관 변화와 혁신의 주요 요

인이에요...(중간생략)...우리는직원역량강화를위

해 경력별, 연차별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어

요...(참여자 8)”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 차원에서 직원 교

육을강화하였습니다. 경력․직급별로그에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재단에서 직원관리, 경력관

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

원논문 공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은분기별로 공모되며 실제로 직원이 공모한 프로

그램(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

중입니다...(참여자 7)”

“우리복지관은직원의학습을중요시해요. 직원

의능력을 개발시키고훈련시키는 것이 조직 운영

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직혁신과 변화

는따라온다고생각해요. 그예로직원모두가참여

하는 필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참여자 1)”

“직원들의 성장과 개발을 적극지원하면 직원들

의 조직몰입과 헌신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혁신

에기여할수있습니다. 우리복지관은직원들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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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있는직원채용을위한직원채용체계화,

객관화

① 직원 채용 체계화․표준화

(1) 인적자원에의

투자

1) 투입

혁신

경력별, 연차별교육커리큘럼개발. 재단차원

의 경력,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직원논문 공

모 프로그램. 필독프로그램. 자기가 결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② 직원 훈련․교육 강화

직원교육과 수퍼비전의 유기적 연계 ③ 수퍼비전 체계화

1년여에걸친전직원참여미션․비전재정립 ④ 미션. 비전의 재정립 (2) 미션/비전

혁신

2) 과정

혁신

정성적 평가 추가. 개인평가 추가 ⑤ 직원평가 강화 및 체계화 (3) 인적자원
관리 상의
혁신가족동반식사. 가족동반캠프 ⑥ 직원 감동 경영

기획업무강화위해총무팀과기획팀분리. 효

율성 향상 위해 팀 합치고 나누는 시도

⑦ 팀 구조의 변화

(4) 조직

구조적 혁신

성과에 따른 직책제도 ⑧ 직급과 직책 변화

노조 만듬 ⑨ 노조 만듬

수퍼비전 체계화 ⑩ 수퍼비전 체계화

직원평가시스템, 회의시스템 체계화 ⑪ 운영시스템 체계화

외부컨설팅 실시 결과 반영 ⑫ 외부 컨설팅

(5) 전략적

혁신

조직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식매뉴얼화

필독 프로그램 등 직원학습 장려

⑬ 지식경영 (지식매뉴얼화),

학습조직화

고객중심으로의 혁신 ⑭ 고객중심관리

윤리경영 실천 ⑮ 윤리경영

근거중심 실천 위한 노력 ⑯ 근거중심실천

프로그램 내용과 질 변화. 고객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직원과의 의사소

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⑰ 고객중심 사고로의 변화에

따른서비스, 프로그램변화
(6)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혁신
3) 산출

혁신

커뮤니티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

조직화 사업 개발하여 실시

⑱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우수 프로그램 / 서비스 인증 ⑲ 서비스 / 프로그램 인증

사례관리 전담자 운영 ⑳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화 (7) 전달체계

관련 혁신

전직원의 후원개발자화. 새로운 후원․모금

프로그램개발.차별화된후원자관리프로그램

㉑ 후원, 모금 강화 (8) 후원, 모금

관련 혁신

주) 본연구의질적자료분석을통해도출된조직혁신활동 33가지는그림왼쪽에제시되었으며, 오른쪽은범주화과정을

보여줌.

<그림 1>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수행 활동과 범주화

별화된교육을 위해 ‘자기가결정하는 교육프로그

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은매년초에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받고싶은교육을적어냅니다. 이를슈퍼바이

저와 함께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복지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합니다...(중간생략)...교육을 통

해성장한부분, 여전히부족한부분에대해지속적

으로 자기평가와슈퍼바이저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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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혁신

(1) 미션․비전 정립과 관련한 혁신 수행

연구참여자에 의하면 사회복지조직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따라 미션․비전을 재정립

하고공유하는혁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발견

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기초작업으로일년에걸쳐전직원의참여

하에조직의미션과비전을재정립하였다. 연구참

여자는 전 조직구성원의참여를 통한 미션․비전

의 재정립과 공유는 모든조직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향해나아가도록통합하고결집할수있는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복지관의정체성에대한고민, 조직혁신의필요

성에 대한 인식으로 1년에걸쳐복지관 직원 모두

가참여하여 회의를 거듭하여 미션과 비전을 재정

립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복지관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의 리

더가 되자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직원들모두

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우리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은 직원들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이후 직원들의 조직에의헌신 정도가높아졌

음을 느낍니다....(참여자 2)”

(2) 인적자원관리상의 혁신 수행

연구참여자들에의하면사회복지조직은직원평

가 강화 및 체계화, 직원감동경영 등 인적자원관

리와관련된혁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직원 평가를 강화, 체계화했어요. 정량적 평가

와정성적평가를모두실시합니다. 그리고한달에

한 번팀별 평가와자기 평가가 실시됩니다...(참여

자 3)”

“직원평가를강화했어요. 2008년까지는팀별 평

가만실시하였는데, 올해부터는개인평가도실시하

여 이를 실적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8)”

“직원감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직구

성원의 사기와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

가됩니다. 가족동반식사, 가족동반캠프등을실시

하였는데반응이좋아요. 직원 가족한테감사 편지

도 받았어요...(참여자 3)”

(3) 조직구조적 혁신 수행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조직들은 조

직구조와 관련하여 팀․부서 구조의 변화, 노조

생성, 시스템정립등의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팀 구조의 변화로는 기획업무

강화를 위해 기획팀을따로분리한 사례, 조직 효

율성향상을위해팀제로전환하고팀을합치거나

나눈 사례가 있었다. 다음으로 직급과 직책 변화

로는, 비록 다시 기존의 경력제로 돌아왔으나 일

반적으로사용되는경력중심의직급제에반해능

력별팀장 제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

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직원회의, 직원평가, 슈

퍼비전 시스템을 재정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전에는 총무팀에서 기획업무까지 담당했었

는데 이제 기획팀을 총무팀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팀으로운영함으로써기획업무를강화하고, 인식변

화의일환으로팀명칭도 재가복지팀에서 지역복지

팀으로, 재활팀에서 자립지원팀으로 바꾸었습니

다...(참여자 8)”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팀제로 전환하면서 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꾸

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팀을 세 개에서 두 개

로, 다시 두 개에서 세 개로 만드는등지속적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

다...(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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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에서는 다소 혁신적인 직급과 직책 변

화도시도했었어요. 대부분의복지관에서당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력 중심이 아닌, 근무경력은짧아

도 능력이 있으면 팀장이 먼저 되는 성과에 따른

직급제를 도입했었어요. 그런데실시 후구성원갈

등이 발생해서 결국 이전의 경력 중심의 직급제로

돌아왔어요...(참여자 6)”

“우리 복지관은 최근 법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직원의 고용안정과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를 만들

었어요...(참여자 6)”

“최근슈퍼비전 체계를 확립했어요. 직원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는 복지관의 필요와 개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교육 체계와 슈퍼비

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참여자 2)“

“우리복지관의경우몇년전복지관운영시스

템을 체계화시켰습니다. 평가 시스템, 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여서 매달 부서회의와 전

체회의 실시하고 직원평가도 개별적으로슈퍼바이

저와하는것, 부서전체가참여하는것으로각각체

계화하여작성하고자기평가도실시합니다. 그리고

회의와 평가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어요...(참여자 2)”

(4) 전략적 혁신 수행

조직의혁신과변화를전략적으로 시도한 경우

는전략적혁신으로범주화하였다. 세부적으로외

부컨설팅, 지식경영(지식매뉴얼화), 학습조직, 고

객중심경영, 윤리경영, 근거중심실천등을 조직의

새로운운영전략으로도입하여실시한사례등이

발견되었다. 이 사례들은 사회복지조직들이 자원

의축소, 이용자확보, 자원개발압력, 자원의효율

적 사용에 대한 책임성 검증의압력과같은 환경

의변화를겪으면서조직의변화․혁신노력을인

식하고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로부터 예산, 구조, 타기관과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

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저소득사업 확대, 재가서

비스확대, 사례관리강화등을추진하였는데이러

한 것들은컨설팅실시 이전부터 필요성을 느끼던

것인데컨설팅을통해정당성을부여받았죠...(참여

자 5)”

“우리 복지관은 외부 경영컨설팅을 받고 그 결

과를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외부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욕구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했어요...(참여자 8)”

“우리 복지관은 지식매뉴얼화를 실시하고 있어

요. 이는모든조직운영과프로그램을매뉴얼화, 지

식화하기 위한 것이죠...(참여자 3)”

“직원의 성장을 위한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전직

원이참여하는필독프로그램이있어요. 매주책한

권씩을읽고모두독후감을써서내고, 직원들이낸

독후감을 모아서 매년 책 한 권을 내요. 직원들이

힘들어 하지만 하다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 책으

로 나온 것을 보면 보람있어 하죠...(참여자 1)”

“2009년 중점혁신 사업으로 조직운영부터 프로

그램까지 모든것을 고객중심으로바꾸기 위한 노

력을 실시하고 있어요. 고객중심경영을 모토로 조

직운영부터 서비스/프로그램까지 복지관의 모든

부분을 고객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참여자 3)”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윤리경영을 기본으로 하

고, 근거중심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간생략)...직원들이 모여 근거중심실천을 공부

합니다...(참여자 5)”

3) 산출 혁신

산출상의 혁신활동은 새로운 서비스/프로그램

을 개발 혹은 기존의 것을 변화한 사례, 전달체계

상의 변화를 실시한 사례, 후원․모금과 관련된

변화를 실시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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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서비스상의 혁신 수행

새로운 프로그램/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변화하

여 실시한 사례로는 고객중심, 이용자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 이용자와 직원의 의견에 보

다민감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실시한 사례등

이 확인되었다. 또한 커뮤니티 리더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강화한 사례, 우수 프로

그램으로외부로부터인증받음으로써내부적으로

는직원의사기를강화하고외부적으로는우수프

로그램을 타기관에 알리는 사례 등이 있었다.

“우리는 이용자중심적 사고로의 변화에따라 서

비스, 프로그램의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어요(참여자 8)”.

“우리 복지관은 2009년 중점 혁신 사업으로 조

직운영부터 프로그램까지 모든것을 고객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어요. 고객중심경

영을 모토로 조직운영부터 서비스/프로그램까지

복지관의 모든 부분을 고객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는것을올해의목표로하고있어요. 예를들

어이용자와직원의소리를잘듣기위한시스템을

정립했어요(참여자 3)”.

“우리 복지관은 '지역 조직화' 역할을 수행할 필

요성느끼고복지관이 '지역공동체성'을위한구심

점/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지역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

고, 지역사회의 공부방,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하는 사업이 다수 있어요(참여자 6)”.

“우리가 개발해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 좋은 프

로그램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서비스 인증을 받고

있어요. 서비스 인증을받으면 복지관의사기도높

아지고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복지관들에도 소개

할 수 있죠(참여자 3)”.

(2) 전달체계상의 혁신 수행

전달체계상의 혁신 노력으로는 사례관리 전담

자와프로그램전담자로업무전담화를시도한사

례가확인되었다. 이는내부적으로직원의전문성

과역량강화, 사례관리강화, 직원과이용자의욕

구충족에 기여함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서비스 효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단이 주도하여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재단 산하 복지관들에는 사례관리 업무만 전담하

는 직원과 프로그램 제공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례접수

(intaker), 서비스조정자(service coordinator), 슈퍼

바이저(supervisor), 자원조정자(resource coordinator)

가 있고 재단차원에서 직제를 개편하고 교육을 실

시합니다...(중간생략)...사례관리 전담자와 프로그

램전담자를따로운영하는것은, 특화된영역을가

짐으로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욕구충족에긍

정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수적 이득으로는 사례관리 시

공통된욕구가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프로그램

을 제안하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

다...(참여자 7)”

(3) 후원․모금 관련 혁신 수행

후원․모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수의 복지관에서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후원과 모금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개

발, 후원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재단

차원의 후원 프로그램 개발, 후원과 프로포절 작

성과 관련된직원교육강화등의 시도를 하고 있

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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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마인드, 경험과 역량, 기관장의 리더십, 가치와

신념.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의 태도
① 기관장의 인식, 가치와 신념

1) 리더십

요인 ↘정보가직원에게오픈되는정도, 기관장의권위적태도,

민주적 의사결정, 직원과의 의사소통 원활 정도

②기관장의의사소통, 의사결정및정보

공유 스타일

영유아 증가로 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③ 인구학적 변화

(1)이용자

요인

2) 이해

관계자

요인
→ 조

직

혁

신

복지관 이용자들의 욕구 변화 ④ 이용자 욕구 변화

고객중심 모토로 전조직적 변화,

이용자욕구조사확대, 프로그램기획과정에이용자참

여, 직원의식교육 실시, 팀명칭 변경

⑤ 이용자중심으로의 패러다

임의 변화

수익사업 지속적 개발, 후원․모금확대 위한 노력 ⑥자원 확보 및 다원화압력 (2)자원

제공

자․

제도

요인

지자체의요구로인한프로그램방향의변화, 자원확보

가 미션 추구에 우선하게 되는 문제점
⑦ 자원제공자의 요구

양적평가, 실적위주로의 시설평가, 재위탁심사의변화

가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에 영향
⑧ 평가 및 심사 제도 변화

재단이혁신주도, 재단이새로운운영전략을적용하도

록 소개하고 지원

⑨재단의혁신에대한인식과

지원
(3) 재단/

법인

요인
재단이 조직운영 통제, 재단이 복지관 운영에 전혀 관

여하지 않음.
⑩재단의조직운영에의개입

직원역량의성장과개발, 전문성향상위한교육과훈련, ⑪ 조직구성원 역량 3)조직구성

원 요인 ↗고용불안, 고용안정 ⑫ 조직구성원 고용안정

주) 본연구의질적자료분석을통해도출된조직혁신활동에영향을미치는 26개요인은그림왼쪽에제시되었으며,오른

쪽은 범주화, 유형화 과정을 보여줌.

<그림 2>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범주화

“우리 복지관은 후원 모금 강화의 필요성을 느

끼고 재단의 주도로 복지관에 모금담당자를 지정

하고, 재단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

습니다...(중간생략)...일회성 모금이 아닌 모금/후

원의 일상화를 위해 새로운 모금․후원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참여자 7)”

“후원액과 후원기간에 따라 후원자를 차별화해

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참여자 7)”

“새로오신 관장님이 후원․모금에 관심이많으

셔서 전직원의 후원개발자화 노력, 포인트기부등

후원모금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참여자 5)”

“후원, 모금, 외부프로포절 작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참여자 5)”

2.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수행에의 영향 요인

연구참여자들과의개별심층면접을통해혁신

을저해하거나촉진하는영향요인은26개가발견

되었다. 분석과정을통해 26개요인은일차적으로

12개요인으로범주화되었으며, 이는다시리더십,

이해관계자, 조직구성원의 3개요인으로도출되었

다(<그림 2> 참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리더십 요인

리더십 요인은 많은 참여자가 조직혁신활동에

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언급하였다.

리더가 혁신과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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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 직원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원활

정도등이 조직의 혁신활동을 촉진 혹은 저해하

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조직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

보다도기관장마인드죠. 기관장의생각이 가장 중

요하다고 봅니다...(참여자 4)”

“복지관 관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같습니다. 기관장의가치와신념, 그리고직원들

과의관계가복지관혁신을포함한운영에가장큰

영향을미치는것같습니다. 우리복지관의경우법

인을대변하는것이상의, 관장이법인과직원의관

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참

여자 10)”

“관장이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리고 이를 구성원들과얼마나, 어떻게 공유하고 있

는가가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복지관의경우재무

상황을포함한 조직의 모든사안을 전직원에게 개

방하고공유합니다. 매달 한번씩열리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직의 모든사안과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참여자 2)”

“혁신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은 기관장의 리

더십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민주적, 의사

소통 중시하는 리더십이가장중요하다고봐요. 우

리 복지관의 경우 조직의 중요 의사 결정은 직원,

전문가, 이용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합니다. 리더가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는 혁신을 장려하는 요소라고 봐요...

(참여자 8)”

2) 이해관계자 요인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요구와변화에적응, 반응하려는노

력이조직혁신을야기하는주요요인인것으로나

타났다. 본 연구는 이를 크게 이해관계자 요인으

로 범주화하였으며,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에 영향

을미치는이해관계자유형으로는이용자, 자원제

공자, 재단/법인이 발견되었다.

(1) 이용자 요인

복지관 이용자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인구학

적 변화와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변화가 조직의

변화와혁신을야기하는요인으로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중심으로의 복지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도

복지관의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속한 복지관 중 두 곳은

‘이용자 중심 복지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운영 및

서비스/프로그램전반을 이용자 중심으로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세부 혁신 노력으로는

조직구조, 팀명칭, 프로그램 명칭 변경, 이용자중

심 사고,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인식 변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발견되었다.

“주변의 인구 중 영유아가 증가하여 영유아와

장애인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참

여자 5)”

“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또한 혁신의 주요 영향

요인이죠. 우리복지관은 이용자의욕구 변화에따

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을 변

화하려고 애씁니다...(참여자 8)”

“우리는 2009년 중점 혁신 사업의 모토를 ‘호텔

같은복지관’으로설정하고조직운영부터프로그램

까지 모든것을 고객중심으로바꾸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있어요. '고객중심' 관리를모토로경영계

획, 서비스/프로그램을 고객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참여자 3)”

“우리 복지관은 이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부터

조직 구조까지 모두 바꾸었어요. 프로그램 측면에

서는 이용자 조사를 더 많이 실시하고, 이용자(보

호자또는당사자)가스스로프로그램기획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지요...(중간생략)...직원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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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직원들이 이용자중심의 사고를 갖도록 의

사결정자에서 의사결정의 조력자로의 역할 변화를

위해직원들대상으로의식변화교육을했지요. 조

직구조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총무팀에서

기획업무까지담당했었는데이제 기획팀을총무팀

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기획

업무를 강화하고, 인식변화의 일환으로 팀명칭도

재가복지팀에서 지역복지팀으로, 재활팀에서 자립

지원팀으로 바꾸었습니다...(참여자 8)”

(2) 자원제공자․제도 요인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클라이언트/이용자 시

장과함께사회복지조직의또다른중요한시장인

자원시장 요인이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자원을 확보․유지하고

자 하는 노력, 자원사용의 책임성 검증을 위한 평

가․심사 상의 변화의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상반

되는, 즉 혁신을 저해하기도 장려하기도 한다는,

시각의의견이발견되었다. 먼저장려한다는시각

은 자원개발․확보가 복지관의 주요 관심이 되면

서 새로운 수익사업, 후원․모금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복지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

겨 재가장기요양팀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기존에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던 것을 요양서비스로 확대

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이는건강보험관리공단으

로부터부험수가를받는등복지관의새로운재원

출처가 되고 있습니다...(참여자 2)”

“수익의 다각화를 위해 우리 복지관은 후원 모

금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단의 주도로 복지관

에 모금담당자를 지정하고, 재단 차원에서 콜센터

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중간생략)...일회성

모금이아닌모금/후원의일상화를위해새로운모

금․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

니다...(참여자 7)”

“새로오신 관장님이후원․모금에 관심이많으

셔서전직원의 후원개발자화노력, 포인트기부등

후원모금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참여자 5)”

반면자원시장의변화에적응하려는노력이조

직의혁신을저해한다는시각은복지관이자원획

득을위해움직임으로써장기적비전을가지고변

화를추구하기어렵다는의견이있었으며, 복지관

의 가장큰자원제공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에

따라프로그램운영방향이변화한다는진술이있

었다. 시설평가․위탁심사와 관련하여서도 부정

적인견해가나타났는데실적위주, 양적평가로의

변화가복지관의질적변화를저해한다는것이다.

“예산을 다 받아야 종합복지관의 정체성혼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확보에 급급해서

움직이다보니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해요...(참여자 9)”

“우리복지관은 무료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통해서보다는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예산을확보해요. 프로포절작성능력이좋아잘되

지만, 이것도문제는있어요. 지역에필요하고복지

관의 비전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부에서 요구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니까요...(참여자 1)”

“구청의 요구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방향을 변

화하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우리복지관의경우

구청이 무료사업을 장려할 것을 요구하여 무료사

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참여자 5)”

“최근에는 평가지표는 실적위주로바뀌고 있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추구하자는 복지관 실무자들

의 자생적바램이나 시대적흐름과는 역행하는 것

이죠...(참여자 4)”

“시설평가가 최근에는양적평가로퇴보하고 있



114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4호 2014. 12

는데이런것들또한복지관의변화에크게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리고 지침

에 있어서의 변화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서의

변화도 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

죠...(참여자 6)”

(3) 재단/법인 요인

이해관계자 중 재단/법인 또한 조직혁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재단/법인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단 혹은 법인이 혁

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 독려하는 경

우, 운영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긍정적인영향

을 미치는 사례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등이진술되었다. 먼저재단차원에서조직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산하 복지시설의 조직혁신을 주

도하는 경우로, 재단이 복지관의 '사례관리 강화'

와 '후원모금강화'를 혁신과제로삼고 이를 주도

적으로지원하는사례, 새로운경영전략을도입하

도록 독려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 복지관은 2007년부터 재단 주도 하에 조

직혁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조직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하여 산하 복지기

관들의혁신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재단주도로 우

리 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조직혁신은크게 사례

관리 전담자, 후원모금강화, 직원역량강화 세 가

지입니다...(참여자 7)”

“법인이항상 복지관의변화를 장려하고 독려해

요. 이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선도적․실험적 시도

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자극해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영리조직에서 주로 사

용되어 온 복지기관에는낯선새로운 조직관리 전

략들, 예를들어지식경영이나 고객중심경영등새

로운 조직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활용하도록 하죠.

법인이 주도적으로 조직관리전략을 소개하고 어떻

게 사용할지를 알려주니 복지관 입장에서는 자극

이 되고 시간을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반

면, 재단/법인에 소속된 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적

용하고 통일함으로써, 개별 복지관의 다양성, 창의

력을 담기 힘들다는 점도 있어요...(참여자 3)”

반면법인이복지관운영에지나치게개입하고

통제함으로써 복지관의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복지관의 경우 법인의 영향이 매우 큽니

다. 법인이 모든사안을 결재하므로 복지관이 주체

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법인은

변화를싫어하는것같습니다. 법인은복지관 운영

을 통제하고, 모든사안을결재하지만새로운 무언

가를 지원하거나 장려한 적은 없습니다...(참여자

10)”

3) 조직구성원 요인

조직구성원요인또한조직의혁신활동에영향

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확인되었다. 조직구성원

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조직구성원의 역

량과고용안정성요인이발견되었다. 먼저조직구

성원역량은거의모든사례에서조직혁신에영향

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진술되었으며, 복지관들

은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우수한 인력을채

용하기 위한 노력, 학습장려, 교육․훈련 프로그

램 강화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다.

“직원의 역량 또한 복지관 변화와 혁신의 주요

요인이에요...(참여자 12)”

“직원들의성장과개발또한중요합니다. 직원들

의 성장과 개발을 적극지원하면 직원들의 조직몰

입과 헌신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2)”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수행실태와 혁신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115

“복지관 직원의 역량이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복지관운영에는 중간관리자의역량이매우 중

요해요. 근데현재 대부분의복지관은 복지사의 소

진을 야기할 만큼의 업무 부담으로일선복지사들

이관리자가되기위한준비와학습을하지못하고

있어요. 난이런것을복지관에서미리준비시켜야

한다고생각해요. 일선때는중간관리자가될준비

를, 중간관리자일때는최고관리자가될준비를 복

지관에서시키고, 스스로도할수있는분위기를만

들어줘야해요. 난경험을통해조직학습이조직혁

신에 가장큰영향을 미칠거라고생각해요...(참여

자 1)”

“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

램의 질적 향상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특히 사례관리가 중요하고, 사례관리를 위해서

는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참여자 4)”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성장과 자신감,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참여자 6)”

반면 직원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시각이 발견되었다. 참여자 중 한 명은 복

지관 직원의잦은 이직과 고용불안이 조직혁신을

저해한다고진술하였으며, 또다른참여자는대조

적으로해고가거의없는복지관의높은고용안정

성이 조직혁신을 저해한다고 진술하였다.

“요즘엔 재위탁 심사로 낮은 보수와 더불어 고

용불안마저 발생했어요. 법인이 빵빵한 곳 위주로

위탁을 주니, 우리같은 곳은 재위탁심사에서 떨어

지기쉽고법인이바뀌면직원이교체될수있으니

깐불안하죠...(중간생략)...이러한불안감은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노력을 시도할 동기를 저하시키는

게 사실입니다...(참여자 4)”

“사실 복지관은 직원을 자르는 일이 거의 없어

요. 일을 못하고 관계가 안좋고 그래도 본인이 나

간다고하지않는이상해고하지않지요. 그래서복

지관에서 일하면서 안주하기가 쉽죠...(참여자 9)”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인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혁신 수행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

체로개념적논의와경험적연구가주를이루었던

기존의혁신연구와는달리본연구는사회복지조

직의현장에서 조직운영과 서비스 제공을총괄하

고있는최고관리자혹은실무책임자에대한심층

인터뷰를통해조직의시각, 업무책임자의시각에

서혁신수행과이를저해혹은장려하는영향요

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조직에서 현재 수행 중인

혁신활동은크게미션/비전재정립, 인적자원관리

상의혁신, 조직구조적혁신, 전략적혁신, 새로운

프로그램․서비스 개발 혹은 변화, 전달체계상의

변화, 후원모금프로그램강화등 7가지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다시투입, 과정, 산출상의혁신으

로 범주화되었다.

혁신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조직은 조

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원채용 객관화,

직원훈련․교육강화및체계화, 교육과수퍼비전

연계등인적자원에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인적자원에의투자는인적자원의역

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결과물

을 촉진시킬수 있는 활동으로 이는 체계론적 관

점에서혁신투입요소로범주화되어왔다. Kempt

et al.(2003), OECD(2006)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혁신을 정의하고 인적자원에의 투자, 연구개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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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혁신활동․혁신 프로젝트에의 재정 및 인

력 지원을 혁신 투입 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

복지조직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혁신투입

요소로 인적자원에의 투자만이 발견되었을뿐가

장 대표적 혁신 투입 요소인 R&D, 혁신 프로젝

트․혁신 활동에의 금전적․인적․물적 투자는

발견되지않았다. 이는한편으로는인적자원에대

한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휴먼서비스 제공조직으

로서 인적자원에의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

회복지조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적으로 재정 및 인력 부족

상태로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이나 연구개발에 투

자할인적․물적역량을가지고있지못한사회복

지조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보조금에의의존도가높은한편정부의사회

복지조직재정운용에대한통제력이높아사회복

지조직이필요성을느끼고혁신에투자를하고싶

어도재량껏예산을배정할융통성이가지지못하

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에 기인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조직 등 비영리

조직의혁신연구들이인적자원에의투자를좀더

세분화하여측정하는등혁신에대한다른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이 장기적

관점에서조직성공을위해투자를할수있는재

량과 역량 개발을 위해 시설 자체적으로뿐아니

라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조직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끼고 전략적으로

조직혁신을수행하는기관도다수발견되었다. 이

는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여살아남기위해대안

으로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이용자중심으로의 변화, 자원확보를

위한후원․모금․프로포절작성능력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혁신, 전문성강화 노력등

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 혁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크게 리더십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조직구성원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리더십은 이

미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혁신의 주요선행 요

소로제안되어온요인으로(Peters andWaterman,

1982; Van de ven, 1986; Senge et al., 1994;

McDonough, 2000; Waldman and Bass, 1991;

Shin and McClomb, 1998), 본 연구는 리더는 혁

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

에게혁신을고무시킬수있으므로혁신에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리더의 가치와 신념이 확고할수록,

외부와 조직구성원에게 개방적 태도를 가질수록,

그리고 직원과의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이 원

활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조

직 혁신을 촉진한다고 논의되었다.

이해관계자요인으로는이용자, 자원제공자, 재

단/법인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리조직은이윤추구를목적으로함으로써구

매자라는하나의시장을가지는반면, 비영리조직

은자원확보와자원할당이라는두개의시장을갖

는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개의 시장을 가지는 비영

리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정부․지방자

치단체, 기부․후원자, 자원봉사자등자원제공자

시장의 변화와 자원할당 시장인 이용자, 또한 재

단/법인과 같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충족하려는 노력이 혁신을 야기한다는 것

이다. 이는 외부자원에의 높은 의존성, 자원제공

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회복

지조직의 특성과 자원확보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의변화를보여주는결과이다. 자원제공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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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련하여서는세부적으로정책의변화, 행정

조직의 요구, 수익사업 확대, 평가지표․위탁심사

의 변화등이 혁신에의 영향요인으로 발견되었는

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원개발․확보를 위한

조직의 노력은 한편으로는 후원․모금, 수익사업

등 자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야기하기도 하지

만, 다른한편으로는조직의장기적미션, 비전추

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이다. 즉 조

직이 자원확보에 급급하여 움직임으로써 조직의

장기적 미션이나 비전, 지역의 욕구는 오히려 간

과한다는 것이다. 자원제공자 요인이 사회복지조

직의혁신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의 함의를 제안한다.

먼저, 주자원제공처로서 행정조직의태도이다.

복지관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

아 운영되기도 하며, 비영리조직으로서 태생적으

로 재정이불안정한 특성을 가짐으로써 행정조직

으로부터독립적이기어렵다. 이러한이유로행사

지원요청, 개별복지조직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

방향제시등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조

직의 요구에도 불응하기 쉽지 않다. 이는 사회복

지조직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을 야기

하고 결과적으로 조직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있다. 이와관련하여복지관이할수있는노력

으로 자기 부담확대를 통해외부 자원에의 의존

도를낮추는 것이 해결방안으로논의되었으나쉽

지는않다는의견이었다. 따라서행정조직이복지

관에 대해 자원제공자로서 갖는 권위적 태도, 사

회복지관을 행정조직의 하위 조직으로 여기는태

도를 지양하고, 개별 복지관의 특성과 입장을 고

려한요구와평가를실시하는등행정조직의변화

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설평가․위탁심사와 관련하여 동

일한 업무가 반복됨으로써 업무부담을 야기한다

는점, 정량적평가가질적변화를저해한다는점,

지역 등 복지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평가잣대를적용함으로써지역욕구충족을위한

복지관의노력을저해한다는점등이지적되었다.

이는업무부담이되지않으면서이용자중심, 질적

향상으로의변화를독려하기위한평가가되기위한

지표․절차 상의 고민이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제공자의 욕구에 반응하려는

노력이 조직의 긍정적 발전, 혁신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비영리조직에서 자원확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점차 강조되면서 영리조직화될 것(Dart,

2004; Ferris and Graddy, 1999; Goerke, 2003;

Gummer, 2001; Jaskyte, 2004)이요구되나, 여전

히 비영리조직의 중심은 미션추구이어야함을 제

안한다. 이는 조직혁신활동으로 전 조직구성원이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진술과맥을같이하는 결과이

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발견에도불구하고, 연구

시점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면접이 실시된 2009년 이래로 5년이 지나 급변하

는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지금의현실을완

벽하게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복지관 기능재편으로많은 복지관들

이 변화를겪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담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면접 시행 이전과 면접

시행 과정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혁신을 어떻게

이해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 과정과결과에있어

서의 혁신을 포괄하는 본 연구의 광범위한 접근

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

간의 이해의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발견상

의 오류, 즉 동일한 활동을 일부 연구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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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이해하고 다른연구참여자는 혁신으로

이해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 혹은연구참여자

의 이해 부족으로일부 혁신 활동이논의에서빠

지는 오류가 없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연구 참여

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편의

표집과 의도적 표집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

과의 일반화에 있어서의 한계,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 종합사회복지관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혁

신수행실태와 영향요인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이러한한계들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

발견은 사회복지조직 혁신 모델의 근본적이고 중

요한 부분이다. 혁신을 위한 투입이 여전히 인적

자원에의투자에집중되어있다는점, 영리조직과

는다른비영리조직의특성들, 예컨대자원확보와

자원할당이라는 두 가지 시장을 갖는 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갖는점, 평가등제도적 환경의 영

향을크게받는다는점등이혁신활동자체및혁

신의선행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등은 여전

히 사회복지조직 혁신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의 발견은 연구 시점상의 한계를 가지기

는하나, 여전히사회복지영역나아가비영리영역

에서의혁신연구가빈곤한현실에서추후연구에

서 확장, 보완될수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혁신 모

델의 기본을 제안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조직

에서 발생하고 있는 혁신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험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이해의틀

을확장했다는의의를갖는다. 또한사회복지조직

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들이혁신결과물에만초

점을 두었던반면 본 연구는새로운 체계론적 관

점을 제시함으로써 혁신과정, 환류, 상호작용 등

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증명되어온결과를확인하기도하고, 영리조직과

는다른비영리조직의특성을반영한영향요인들

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먼저, 인적자원교육․훈

련․개발등인적자원에의 투자와 리더십의 중요

성은영리조직및비영리조직모두에서혁신의주

요선행 요인으로 입증되어 온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시금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소비

자’ 시장에만초점을둠으로써영리조직을대상으

로 한 기존의 혁신 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온 요인

들로 행정조직, 재단/법인, 기부후원자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원제공자와 이해관계

자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함과 동시에, 혁신을 수

행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

공한다.

본 연구는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 학계

모두 합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빈곤한상황에서, 질적연구방법을활용하여사회

복지조직에서 어떤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을촉진혹은저해하는요인은무엇인지에대

해 탐색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경

험적 연구들이 제안한 혁신활동, 영향 요인들을

확인하고새로운 요인들을 발견하며 혁신에 대한

이해의틀을확장함으로써, 사회복지를포함한비

영리영역에서 혁신 관련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혁

신의필요성을느끼고수행하고자하나방법을모

르고있는혹은시행착오를겪고있는사회복지조

직들에게귀중한정보와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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