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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조직별 경

력몰입 수준과 차이를 비교하며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부산․경남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구조

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26명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직무특성모형과 경

력특성모형, 역할특성모형, 조직공정성모형 그리고 종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다만 상

대적으로 전담공무원이 낮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1급보다는 2

급이, 대졸보다는 고졸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무가 중요하고 완결된 

과업정체성을 갖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경력을 만족하고 역할갈등이 적고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높을수록 경력몰입하고, 오히려 다양한 실천기술을 활용하는 직무일수

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요인은 사회복지조직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경력변경의도에 높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직무

몰입 그리고 내재적 직무만족에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몰입 증진을 위한 

조직별 차별화된 접근과 체계적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경력몰입, 직무태도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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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비전문직 종사자와는 상당히 다른 직무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승진과 같은 전통적인 보상수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승진이 너무 느리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쉽게 조직을 떠나려고 한다(Von Glinow, 1983; 조학래, 1996, 이기은, 2000). 기존의 연구를 종

합하여 정리한 Kerr, Glinow and Schriesheim(1977)에 의하면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같은 전문가인 동료에 의한 평가를 선호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갖고 있고, 전문분야에 

대한 헌신과 소명의식 등에 몰입하며,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동일시하고, 오랜 공식적 교육과 훈련

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여 전문직업인들에 대한 특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한편, 일과 관련된 몰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Morrow(1983)는 근로몰입의 종류는 대상에 따라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가치에 대한 몰입(근로윤리), 작업장에 대한 몰입(조직몰입), 

노조에 대한 몰입(노조몰입), 경력에 대한 몰입(경력몰입), 직무 자체에 대한 몰입(직무몰입)으로 유

형화 하였고, 이에 대해 Kaldenberg, Becker and Zvonkovic(1995)는 여러 몰입의 유형들은 몰입의 준

거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몰입의 이론적 핵심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몰입의 핵심적 내

용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몰입대상에 대한 심리적 유대이

다. 따라서 가령 조직몰입이란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된 조직을 연결시켜 주는 심리적 유대를 의미한

다(Ko, 1996)

그러나 경력몰입은 직무몰입이나 조직몰입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직무몰

입은 객관적인 과업요구에 대한 것이므로 단기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경력몰입은 여러 직무들이 관련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며 개인이 갖는 주관적 내지 내재적인 직업에 관한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은 

제도적이거나 제도의 목표에 대한 몰입임에 반해 경력몰입은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목표와 관련

된 것이다(Colarelli and Bishop, 1990). 그러나 조직몰입과 관련하여 경력변수들이 작업과 관계된 변

수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Gaerter and Nollen(1989)의 연구를 감안하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

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연구의 필요성은 또한 최근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을 완전히 떠나려는 경력변경의도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경력변경의도는 이직의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복지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떠

나려는 것이 이직의사라면 경력변경의도는 아예 사회복지직을 떠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몰입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경력몰입도가 높을

수록 경력변경의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쉽게 다른 기관으

로 이동하지 않으려고 한다(Blau, 1989; Aryee and Tan, 1992; McElroy, Morrow, Power and Iq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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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Aryee, Chay and Chew, 1994). 조직몰입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경력몰입 역시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Aryee and Tan, 1992; 이기은, 2003). 이기은․최순재․박경규(2001)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보다는 

경력특성이 경력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경력관련 태도와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전문직에 경력

몰입 할수록 현장의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방해물과 장애물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나아

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력목표 내지 사회복지의 소명 실천이라는 전문직업목표를 추구해 나가려는 지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이 낮을수록 경력목표 

달성에 매진하기 보다는 이직이나 경력변경을 모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의 전문성(김태성, 1997; 신원식․이경은, 2005) 혹은 전

문성 제고를 위한 논의(김혜란, 1997; 윤현숙, 1997; 박병현․배화숙, 2001)는 오랫동안 제기되었으

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간혹 수행된 연구 역

시 경력몰입의 본질적 주제가 아닌 부수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전부이다. 가령 기혼여성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직장-가정갈등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박은영(2004)의 연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12개 직업별로 경력몰입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분석한 서현주

(2004)의 연구,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와 직원의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제미자(2002)의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사회복지사의 직업몰입과 조직몰입에 관한 김상욱(2002)의 연구에서 사회복지

사의 경력몰입이 일부 언급되었을 뿐 경력몰입의 결정요인이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함)과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에 근

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

하고, 경력몰입이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율적인 

관리행정과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경력몰입의 개념 및 전문직업몰입과 직종몰입과의 관계

경력(career)이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주용 마차’라는 희랍어원을 가진 말로서, 일의 종류에 상관

없이 개인이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인생전반에 걸친 활동과 관계되는 행동 혹은 일의 총체(totality of 

work)를 의미한다(Hall, 1976; Walsh and Osipow, 1995).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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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사회복지사 자신이 선택한 사회복지전문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

기부여 정도(Hall, 1971),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일반적 태도(Blau, 1985, 1989), 자신의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동일시하며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Colarelli and Bishop, 1990). 경력몰입은 자신의 

경력과 친 한 감정적 동화를 느끼는 경력정체성 차원과, 자신의 경력개발 욕구를 분명히 하고 경력

목표를 세우는 경력계획, 경력개발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한 경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경력탄력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Carson and Bedeian, 1994). 그러므로 경력몰입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일수록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고 요구가 많아지게 되며, 따라서 경력

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될 때 더욱 동기부여 된다.

경력몰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경력몰입 이외에 전문직업몰입, 직종몰입, 전문분야몰입 등의 용어

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로 구별되기도 하고 또는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우선, 경

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초기에는 경력표출

(Greenhaus, 1971), 경력관여(Gould, 1979), 등으로 불리어 졌으나 최근에는 경력몰입을 개인의 전문

직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라는 Blau(1985)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력몰입은 반드시 전

문직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측정되어져야 할 필요는 없고, 분야 또는 산업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직업에의 전념 또는 헌신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전문직업몰입(professional commitment)은 Gouldner(1957)의 ‘로컬(locals)'과 ’코즈모폴리탄

(cosmopolitans)'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로컬은 전문화된 역할기술에 대한 몰입은 낮으면

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높고 내부의 준거집단 지향성을 사용하기 쉬운 사람들을 지칭하며, 반면에 

코즈모폴리탄은 전문화된 역할기술에 대한 몰입은 높으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낮고 외부의 준거

집단 지향성을 사용하기 쉬운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내연구로 장재윤(1996)은 자연계 또는 공학분야

의 박사학위를 지닌 연구개발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몰입이라 하였고, 반면에 고현철(2004)은 이

공계 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중몰입을 연구하면서 전문직업몰입이라 하였지만 본문에서는 대부분 경력

몰입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직종몰입(occupational commitment)은 Meyer, Allen and Smith(1993)의 연구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이들은 기존의 몰입에 관한 연구들이 직종, 전문직업 그리고 경력 등의 용어가 상호교환적

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전문직업보다는 직종이란 용어를 선택하고, 조직몰입의 

감정적, 계속적, 규범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를 직종몰입에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내

에서는 이기효(1994)의 연구에서 이직의도 모형을 설명하고자 Iverson(1982)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직

종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서로 구별하기도 또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

였다. 용어를 구분하지 않는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들 사이에 본질적으로 개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상호 교환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자의 선호와 연구대상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Morrow(1983)는 애초 몰입을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면서도 경력몰입과 전문직업몰입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고, Mathieu and Zajac(1990)은 조직몰입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면서 직종몰입을 설명하면서 

전문직업몰입과 경력몰입을 역시 같은 범주로 취급하였다. 또한 McElroy, Morrow, Pow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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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bal(1993)은 혼용하여 사용한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용

어들간 차이를 간소하게 설명하면서 경력몰입으로 수렴되는 듯 하며, 다만 이기효(1994)는 ‘직종몰입’

을, 장재윤(1996)은 ‘전문분야몰입’을, 김상욱(2002)은 ‘직업몰입’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의 특성을 반영하기위해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

몰입이라고 하고자 한다.  

2) 경력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경력몰입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시도되어 이를 체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그 결정요인을 인구사회적 및 개인 특성, 조직 및 

경력 특성, 직무 및 역할 특성, 사회적 지원, 고용형태 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이나 성별, 결혼여부는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교육수준은 대체로 경력몰입과 긍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Colarelli and Bishop, 1990). 그리고 결혼만족이나 자녀의 수,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 배우자의 수

입,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시도되었다(Steffy and 

Jones, 1988; Daren, Hampton and Howell, 1989). 또한 개인 특성의 경우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Colarelli and Bishop, 1990; Irving, Coleman and Cooper, 1997), 조직 근거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Carson, Carson and Lanford and Roe, 1997), 성장욕구강도가 높을수록(Blau, 1985),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할수록(Daren, Hampton and Howell, 1989) 경력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직무 스트레스나 소진, 몰개성화, 낮은 성취감, 부정적인 감정성향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Reilly and Orsak, 1991).

둘째, 조직 및 경력 특성과 관련하여 경력몰입은 기업규모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Schroeder 

and Imdieke, 1977), 비전문조직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Wallace(1995)의 연구에서는 전

문조직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보다 경력몰입이 낮게 나타났고, 이공계 연구개발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장재윤(1996)의 연구에서는 조직분위기가 변화에 개방적이고 다양성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조직과 

경력에 이중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과 관련하여 현 직무의 기대된 효용성과 경력만족

(Aryee, Chay and Chew, 1994; 이기은, 2000; 이기은․박경규, 2002), 입사 전 상호작용의 질(장재윤, 

1996), 경력계획(Gould, 1979; Steffy and Jones, 1988), 조직 내에서 성장기회가 많고 현 직무를 잘 

수행할수록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각(Aryee and Tan, 1992; Bedeian, Kemery and Pizzolatto, 

1991, 이기은 외, 2001), 성장기회(Aryee and Tan, 1992; 이기은, 2000, 이기은․박경규, 2002; 최우

성․조경희, 2005) 등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및 역할특성과 관련하여 Aryee and Tan(1992)는 직무도전성이, 그리고 McElroy, 

Morrow, Power and Iqbal(1993)은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된 과업자율성과 과업정체성,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피드백이, 장재윤(1996)은 업무적용성과 직무도전성, 직무중요성이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지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기은 외(2001)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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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전공분야 내지 관심분야와 일치될수록 그리고 수행업무가 흥미로운 것이라

고 느낄수록 경력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무수행에서의 자율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역할 특성과 관련하여 역할모호성이 높을수록 경력몰입은 낮고(Blau, 1985), 다만 역할갈등의 경

우 Daren, Hampton and Howell(1989)의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Colarelli and Bishop(1990)의 연구에서는 화학자는 긍정적으로, 관리자는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

여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다만 장재윤(1996)의 연구에서 연구개발전문가의 경우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조직과 경력에 이중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상사의 지원이나 리더십 스타일은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고(Daren, 

Hampton and Howell, 1989; Noe, Noe and Bachhuber, 1990; Aryee, Chay and Chew, 1994), 멘토 

또는 멘토링 기능(Colarelli and Bishop, 1990; 강정애․이윤화, 2005), 동료의 지원(Wallace, 1995; 장

재윤, 1996),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원 등이 사회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경력몰입 수준이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용형태는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요인으로 경력몰입은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은 고용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관에게는 일

정한 장점이 있지만 경력몰입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rm, 1968; 임범식․탁진국, 

2002; 최우성․조경희, 2005).  

3) 경력몰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경력몰입 또는 전문직업몰입은 직무성과(Daren, Hampton and Howell, 1989; Somers and 

Birnbaum, 1998), 출판물의 수(Cornwall and Grimes, 1987), 발표논문의 수(Berger and Grimes, 

1973), 학회에서 맡은 보직의 수(Tuma and Grimes, 1981), 연구생산성(Jauch, Glueck and Osborn, 

1978), 기술개발노력(Aryee and Tan, 1992; Aryee, Chay and Chew, 1994)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은 외,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은 경력몰입 역시 조직몰입과 같이 

직무성과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높은 경력몰입 수준의 전문가일수록 전문적 작업

수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다 생산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력몰입에 관한 선도적 연구자인 Morrow(1983)은 몰입대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결과변수들을 언급하였는데, 이중에서 경력몰입은 개인의 경력에 관한 태도이므로 이직의사보다

는 경력변경의도와 보다 강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후 Blau(1985, 1988, 1989)의 계속된 연구

와 Aryee and Tan(1992) 및 Carson and Bedeian(1994)의 연구에서도 경력몰입은 이직의사보다는 경

력변경의도와 보다 많이 관련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Carson and Bedeian(1994)

은 경력몰입은 경력변경의도뿐만 아니라 이직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나 근로의 질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보험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McElroy, Morrow, 

Power and Iqbal(1993)의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보험직종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작업

과 보상에 대해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몰입을 조직몰입의 감정적․계속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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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으로 분석한 Meyer, Allen and Smith(1993)의 연구에서도 세 차원의 경력몰입 모두 경력변경

의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감정적 몰입은 전문적 활동․이직의사․게으름․결근과, 규범적 몰입은 

조직충성심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기은 외(2001)의 

연구에서도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노력에 영

향을 미치며, 반면에 경력변경의도와 이직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비서직을 대상으로 한 최윤아(2000)

의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경력변화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기은(2003)의 연구에서는 경력몰입과 조직몰입이 기

술개발노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했지만, 경력몰입은 이직의사보다는 경

력변경의도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조직몰입은 경력변경의도보다는 이직의사와 깊게 관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의 관계유형이 이직의사, 수행노력,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김은상(2002)의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에 있어서는 무몰입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조직몰

입집단, 고경력몰입집단 순이었고, 수행노력에 있어서는 이중몰입집단, 고조직몰입집단, 고경력몰입집

단이 비슷했고, 학습동기에 있어서는 이중몰입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의 결정요인을 잠정적으로 도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마지막 범주로 제시된 비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혹은 문제시 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

고, 직무특성과 경력특성, 역할특성, 조직공정성의 4가지 특성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순차적으로 투입하

는 모형과 인구사회적 변수까지 모두 투입하는 종합모형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직무특성에는 

Hackman and Oldman(1975)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

드백이 포함되며, 경력특성에서는 경력만족, 경력전망, 경력정체감이 포함되며, 역할특성에서는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과업압력이 포함된다. 조직공정성은 최근 최소연(2005), 문영주(2005), 강종수

(2006) 등의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조직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

호작용공정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

지관 및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 연령, 자격등급, 학력, 

사회복지경력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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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 기술다양성

  - 과업정체성

  - 과업 요성

  - 자율성

  - 피드백

경력특성

  - 경력만족

  - 경력 망

  - 경력정체감

역할특성

  - 역할모호성

  - 역할갈등

  - 과업압력

조직공정성

  - 분배공정성

  - 차공정성

  - 상호작용공정성

 경력몰입

직무태도

  - 조직시민행동

  - 조직몰입

  - 직무몰입

  - 내재  직무만족

  - 경력변경의도

인구사회  특성

  - 성별

  - 연령

  - 자격등

  - 학력

  - 사회복지경력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결정요인 변수

① 직무특성

직무특성은 Hackman and Oldham(1975)의 핵심특성으로 기술다양성(skill variety)은 ‘사회복지사

가 실천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를,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은 ‘수행하는 직무가 동료나 클라이언트 등의 업무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과업정체성(task identity)은 ‘수행직무가 요구하는 전체로서의 완결 정도’를, 

자율성(autonomy)은 ‘스스로 작업일정을 계획하고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독립성, 결정권의 정

도’를, 피드백(feedback)은 ‘수행하는 직무성과의 효과성에 대해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적이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Hackman and Oldham(1975)의 Job Diagnostic 

Survey(JDS)에 근거하여 Sims, Szilagy and Keller(1976)가 개발하고 이지우(1997)가 번역하고 사회

복지사에게 사용한 오인근․최재성(2004)의 문항 중에서 역문항과 중첩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

하였다. 다만 신뢰도분석 과정에서 애초 신뢰도는 Cronbach's α=.7829이었으나 문항제거시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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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if Item Deleted)값을 떨어뜨리는 1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11문항의 신뢰도는 α=.8093이었으

며, 하위요인별로 기술다양성은 α=.6797, 과업정체성은 α=.6487, 과업중요성은 α=.7013, 자율성은 α

=.7286, 피드백은 α=.8234이었다. 본 척도를 포함한 이하 모든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평균의 합으로 복합지표화(composite index)하여 사용하였다. 

② 경력특성 

경력특성은 경력만족, 경력전망, 경력정체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만족은 ‘사회복지전문직 경력

에 대한 사회복지사 개인의 만족 정도’를, 경력전망은 ‘승진 또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가능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Greenhaus, Parasuraman 

and Wormley(1990)이 개발하고 서균석․박동진․김태형․김부희(2003)가 사용한 문항 중 확인적 요

인분석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문항을 제외한 3문항과 2문항을 각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경력만족이 α

=.7762, 경력전망이 α=.8669이었다. 경력정체감은 ‘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어렵고, 자신의 직무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거나 성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측정도구는 Milliman(1992)

이 개발하고 박근수․유태용(2005)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

하여 구조적 정체와 내용적 정체 각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α=.8255이었다.

③ 역할특성

역할특성은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과업압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모호성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기대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와 역할수행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역할갈등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복수의 역할들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

정도구는 Rizzo, House and Lirtzman(1970)의 척도와 장재윤(1996)의 척도를 토대로 이재훈․황성훈

(2004)이 사용한 문항을 사회복지조직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각 2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역할모

호성이 α=.7926, 역할갈등이 α=.6524이었다. 과업압력은 ‘작업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작업

부담과 성과기준의 정도’를 의미하며, 과도한 작업량과 적절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그리고 

높은 성과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Beehr, Walsh and Taber(1976)가 개발한 문항을 참고

하여 이지만․신동엽(2003)이 사용한 4문항 중 중첩되는 1문항을 제외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

도는 α=.6794이었다.

④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제도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

회복지사의 지각’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인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복지사 개인

의 기여(가령 교육수준, 경력 및 노력 등)와 비교해서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하

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Price and Muller(1986)가 개발한 Distibutive Justice Index(DJI)를 

일부 수정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결과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Leventhal(1980) 및 Moorman(1991)이 개

발한 척도를 일부 수정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절차들이 시행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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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1996)와 이재훈․최익봉(2004)이 사용한 문항을 역시 일부 수정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신

뢰도는 α=.816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분배공정성은 α=.9002, 절차공정성은 α=.9590, 상호작용공정

성은 α=.8294이었다. 

(2) 직무태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를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몰입, 직무몰입, 내재적 직무만족, 경

력변경의도의 5가지로 측정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할행동은 아니지만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외 행동'을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Podsakoff, 

MacKenzie, Moorman and Fetter(1990)가 개발한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cale을 

Moorman(1991)이 개정한 척도 중에서 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α=.7860이었다.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의 조직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려는 의사, 그리고 조직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Allen and 

Meyer(1990)의 조직몰입척도 중에서 정서적(affective)․계속적(continuous)․규범적(normative) 몰

입의 각 3문항씩 추출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만 신뢰도분석 과정에서 1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8문

항의 신뢰도는 α=.8917이었다.

직무몰입은 ‘자신과 직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념으로 직무에 헌신하고 애착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측정도구는 Kanungo(1982)의 척도 중에서 3문항을 추출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동일시하는 정도와 직무에 몰두하고 있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신뢰도는 α=.7752이었다. 

직무만족은 ‘사회복지사 자신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서 느끼는 유쾌한 또는 긍정적인 감

정상태’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입각하여 내재적․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한 

MSQ(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척도 중에서 내재적 만족에 해당하는 3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α=.8257이었다. 경력변경의도는 ‘현재의 사회복지직 경력분야를 떠나려는 욕구

의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Blau(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일요인의 3문항을 이용하였다. 신

뢰도는 α=.7543이었다.

(3) 경력몰입 등

경력몰입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직에 대한 태도 혹은 사회복지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를 의미하고, 측정도구는 Blau(1988)가 개발하고 서균석 외(2003)이 사용한 문항 중에서 λ값이 

1.0이상, SMC가 4.0이상의 기준에 미달된 항목과 사회복지현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목을 제외한 3문

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α=.85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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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표본할당 표집결과 회수율(%) 분석대상 총 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부산 70 52 74.3 48
100

경남 70 55 78.6 52

사회복지관
부산 70 59 84.3 54

101
경남 70 55 78.6 47

생활시설
부산 70 64 91.4 59

125
경남 70 68 97.1 66

소    계 420 353 84.0 326

3) 조사대상과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현재 부산․경남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공공부문의 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편

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표집은 <표1>과 같이 지역별 및 사회복지조직별로 각 70부

씩 총 420부를 표본할당하여 편의표집 하였고, 이중 353부가 회수되었으나(84.0%) 결측값이 많거나 

중심화경향을 보이는 27부를 제외한 총 326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별 회수율과 자료분포를 

살펴보면 전담공무원은 140부를 배포하여 107부를 회수하고 1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민간부문

의 사회복지관과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각 114부와 132를 회수하여 각 101부와 125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12.0을 사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 및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1>  설문지 회수율과 분석 상 분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이 257명(78.8%)으로 남성 69명(21.2%)에 

비해 다수이며, 연령대로 20대 144명(42.2%), 30대 100명(30.7%), 40대 58명(17.8%), 50대 이상이 18

명(5.5%)이었다. 자격등급별로 1급이 212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168명

(51.5%)으로 절반 정도이며, 대학원 재학과 졸업이 71명(21.8%)이었다. 사회복지경력은 최저1개월에

서부터 최고 30년까지 다양하며 이중 1년 이상 5년 미만이 137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 67명(21.6%)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직 경력은 5.7년이

었다. 사회복지조직별로 분석해 보면 전담공무원은 자격등급 1급이 84명(84%)이었으나 생활시설은 1

급 52명(41.6%), 2급 59명(47.2%)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전담공무원은 대졸이 75명(75%)이었으나 생

활시설은 전문대졸이 52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경력은 전담공무원이 10년 이상 장기근

속자가 41명(41%)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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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성    별
남 69(21.2) 21(21.0) 20(19.8) 28(22.4)

여 257(78.8) 79(79.0) 81(80.2) 97(77.6)

연    령

20대 144(44.2) 35(35.0) 59(58.4) 50(40.0)

30대 100(30.7) 35(35.0) 29(28.7) 36(28.8)

40대 58(17.8) 24(24.0) 10(9.9) 24(19.2)

50대 이상 18(5.5) 3(3.0) 3(3.0) 12(9.6)

자격등급
1급 212(65.0) 84(84.0) 76(75.2) 52(41.6)

2급 93(28.5) 15(15.0) 19(18.8) 59(47.2)

3급 2(0.6) 0(0.0) 1(1.0) 1(0.8)

학    력 

고졸 12(3.7) 2(2.0) 4(4.0) 6(4.8)

전문대졸 74(22.7) 9(9.0) 13(12.9) 52(41.6)

대졸 168(51.5) 75(75.0) 47(46.5) 46(36.8)

대학원 재학/졸업 71(21.8) 13(13.0) 37(36.6) 21(16.8)

사회복지

경   력*

1년 미만 39(12.5) 19(19.0) 11(11.7) 9(7.6)

1년-5년 미만 137(44.2) 23(23.0) 56(59.6) 58(49.1)

5년-10년 미만 67(21.6) 17(17.0) 17(18.1) 33(27.9)

10년 이상 67(21.6) 41(41.0) 10(10.6) 18(15.3)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326, 명, %)

* 사회복지경력은 월 단위로 자유기입토록 하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였음.

4. 연구 결과

1)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경력몰입 비교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수준을 비교한 결과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회복지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3.25)보다 남성(3.48)이,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력몰입 수준이 높았다. 자격등급별로는 1급(3.19)보다 2급(3.48)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

(3.69)이 가장 높고 대졸(3.1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이 고졸과 2급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에 비추

어 보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1급을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의 수준은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별로 분석해 보면, 전담

공무원의 경우 자격등급과 학력에서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경

우 연령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 전체와 유사하게 연령이 많을수록 몰입수준이 높았다. 

생활시설의 경우 연령과 사회복지경력에서 전체와 유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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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전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 3.48(.81) 2.027

(*)

3.01(.96)
.620

3.68(.57)
1.292

3.70(.69)
1.761

여 3.25(.84) 2.88(.85) 3.44(.77) 3.40(.79)

연령

20대 3.18(.77)

8.584

(***)

2.84(.96)

1.598

3.33(.65)

7.835

(***)

3.24(.70)

5.417

(**)

30대 3.17(.80) 2.76(.80) 3.43(.75) 3.38(.70)

40대 3.71(.86) 3.25(.86) 4.33(.58) 3.91(.73)

50대 이상 3.75(.92) 3.00(.66) 4.33(.57) 3.80(.96)

자격
등급

1급 3.19(.83) 4.007

(**)

2.81(.83) 2.835

(**)

3.38(.73)
-1.815

3.54(.71)
.966

2․3급 3.48(.79) 3.48(.91) 3.71(.69) 3.40(.78)

학력 

고졸 3.69(.86)

5.899

(***)

3.33(.47)

2.776

(*)

4.08(.63)

2.329

3.55(1.0)

.327
전문대졸 3.52(.74) 3.48(.74) 3.48(.55) 3.54(.80)

대졸 3.10(.86) 2.78(.89) 3.31(.73) 3.39(.78)

대학원 재/졸 3.51(.73) 3.25(.65) 3.64(.78) 3.44(.66)

사회
복지
경력

1년 미만 3.30(.81)

.566

2.96(.76)

.961

3.51(.87)

.568

3.77(.57)

5.662

(**)

1년-5년 미만 3.24(.82) 2.71(1.0) 3.42(.73) 3.29(.75)

5년-10년 미만 3.36(.88) 2.80(1.0) 3.68(.82) 3.49(.69)

10년 이상 3.39(.86) 3.07(.76) 3.40(.64) 4.07(.79)

<표 3>  개인  요인에 따른 경력몰입 비교

(N=326, 명, %)

*p<.05, **p<.01, ***p<.001

2) 경력몰입 및 결정요인변수의 기술적 분석과 조직별 차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과 결정요인 및 직무태도의 수준과 조직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3.30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조직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전담공무원(2.91)이 사회

복지관(3.49)과 생활시설(3.47)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수준과 조직별 차

이를 분석해 보면 전담공무원은 직무특성범주의 하위구성요인 모두 생활시설보다 높고 사회복지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역할특성범주에서 역할모호성(2.42), 역할갈등(2.98), 과업압력

(3.45)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직공정성범주에서 절차공정성(2.44)과 상호작용

공정성(2.62)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경력특성에서 경력만족(2.77), 경력전망(2.31) 모두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조직공정성에 대한 낮은 지각과 높은 역할갈등과 모호성 및 과업압력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담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관은 경력특성범주의 경력만족(3.05), 경력전망(3.16)이 가장 높고, 경력정체감

(2.35)이 가장 낮으며, 역할특성범주의 역할모호성(2.17), 역할갈등(2.72)이 가장 낮고 과업압력(3.35)

은 생활시설(3.32)보다는 높지만 전담공무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조직공정성범주의 하위구성



214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 3 호

변수
전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F
M(SD) M(SD) M(SD) M(SD)

경력몰입 3.30(.84) 2.91(.87) 3.49(.74) 3.47(.78) 17.743***

직무

특성

기술다양성 3.29(.78) 3.49(.71) 3.37(.74) 3.08(.80) 8.812***

과업정체성 3.61(.77) 3.71(.75) 3.78(.67) 3.38(.79) 9.203***

과업중요성 3.65(.73) 3.77(.63) 3.66(.61) 3.53(.87) 2.995**

자율성 3.10(.82) 3.20(.83) 3.14(.74) 2.99(.85) 1.957

피드백 3.59(.66) 3.54(.71) 3.70(.60) 3.53(.66) 2.138*

경력

특성

경력만족 2.89(.69) 2.77(.69) 3.05(.58) 2.86(.74) 4.631**

경력전망 2.76(.90) 2.31(.83) 3.16(.81) 2.79(.86) 26.081***

경력정체감 2.48(.74) 2.55(.79) 2.35(.69) 2.52(.73) 2.229*

역할

특성

역할모호성 2.33(.78) 2.42(.80) 2.17(.69) 2.37(.82) 2.921*

역할갈등 2.90(.70) 2.98(.76) 2.72(.78) 2.97(.66) 4.440***

과업압력 3.37(.68) 3.45(.72) 3.35(.68) 3.32(.64) .985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2.69(.73) 2.75(.68) 2.81(.69) 2.54(.77) 4.687**

절차공정성 2.86(.86) 2.44(.79) 3.23(.71) 2.91(.87) 24.748***

상호작용공정성 2.99(.89) 2.62(.78) 3.30(.70) 3.05(1.01) 16.247***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정요인 변수 모두 고르게 높은 수준임을 보임으로써 사

회복지전문직에 대해 경력몰입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생활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복

지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직무특성범주 중에서 기술다양성(3.08), 과업정체성(3.38), 자율

성(2.99)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조직공정성범주에서 분배공정성(.5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  경력몰입  결정요인변수의 수 과 기 종류별 차이 

*p<.05, **p<.01, ***p<.001

3) 경력몰입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에 독립변수간의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변수간의 상관성정도를 파악하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별다른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기관별로 종합모형을 분석할 경우 전담공무원은 표본크기가 작아져 분산팽

창계수(VIF)가 .30을 넘는 경우가 사회복지경력과 연령 간에, 그리고 조직공정성범주간에 발생하였

다. 이 경우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일부

를 수정하였다. 수정방법은 유사 성격의 두 변수관계가 명확하므로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다중 회귀

식에 투입하기 보다는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우선 투입하는 단계선택법을 통해 사회복지경력과 절차

공정성을 제외하여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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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기술다양성 1.

② 과업정체성 .25
(**)

1.

③ 과업중요성 .40
(**)

.41
(**)

1.

④ 자율성 .35
(**)

.35
(**)

.54
(**)

1.

⑤ 피드백 .14
(*)

.32
(**)

.36
(**)

.38
(**)

1.

⑥ 경력만족 .12
(*)

.07 .12
(*)

.14
(**)

.11
(*)

1.

⑦ 경력전망 .12
(*)

.04 .13
(*)

.07 .09 .48
(**)

1.

⑧ 경력정체감 -.18
(**)

-.12
(*)

-.15
(**)

-.06 -.04 -.29
(**)

-.54
(**)

1.

⑨ 역할모호성 -.09 -.23
(**)

-.17
(**)

-.08 -.23
(**)

-.15
(**)

-.28
(**)

.31
(**)

1.

⑩ 역할갈등 -.38
(**)

-.08 -.19
(**)

-.11
(*)

-.09 -.24
(**)

-.30
(**)

.33
(**)

.27
(**)

1.

⑪ 과업압력 -.32
(**)

.23
(**)

.33
(**)

.25
(**)

.10 .02 -.03 -.03 .08 .07 1.

⑫ 분배공정성 -.10 -.05 -.06 -.02 -.11
(*)

.41
(**)

.21
(**)

-.20
(**)

-.02 -.09 -.12
(*)

1.

⑬ 절차공정성 .16
(**)

.07 .16
(**)

.20
(**)

.14
(**)

.36
(**)

.51
(**)

-.35
(**)

-.29
(**)

-.25
(**)

.03 .17
(**)

1.

⑭ 상호작용공정성 .19
(**)

.10
(*)

.22
(**)

.31
(**)

.13
(*)

.39
(**)

.47
(**)

-.40
(**)

-.24
(**)

-.29
(**)

.03 .14
(*)

.70
(**)

1.

<표 5>  경력몰입 결정요인간의 상 계 분석

*p<.05, **p<.01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네 범주의 특성요인을 

각각 순차적으로 투입한 모형별과 이를 다시 인구사회적 특성까지 모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즉 <표 6>의 분석결과에서는 직무특성을 적용한 모형1과 경력특성을 적용한 모형2, 역할특성을 적

용한 모형3, 조직공정성을 적용한 모형4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다시 <표 7>에서 모두 투입한 결정

모형으로 확대하여 각 모형의 설명력과 통제변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네 범주의 결정요인을 모형별로 투입한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우선 직무특성만 투입한 모형1의 

경우 회귀분석의 R²는 .105(F=7.490,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판명되며, 각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기술다양성(β=-.096, p<.01)과 과업중요성(β=.149, p<.01), 그리고 피

드백(β=.203, p<.001)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특성을 투입

한 모형2의 경우 회귀분석의 R²는 .318(F=49.678, p<.001)로 나타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

로 판명되며,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경력만족(β=.475, p<.001)과 경력전망(β=.164,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특성을 투입한 모형3의 경우 회귀분석의 R²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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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직무특성모형 경력특성모형 역할특성모형 조직공정성모형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기술다양성 -.096 -1.62** 1.24

과업정체성 .014 .24 1.28

과업중요성 .149 2.17** 1.68

자율성 .073 1.09 1.58

피드백 .203 3.41*** 1.26

경력만족 .475 8.97*** 1.31

경력전망 .164 2.72** 1.70

경력정체감 .025 .45 1.41

역할모호성 -.207 -3.8*** 1.08

역할갈등 -.186 -3.4*** 1.08

과업압력 -.121 -2.29* 1.00

분배공정성 .008 .148 1.03

절차공정성 .155 2.11* 2.01

상호작용공정성 .249 3.41*** 1.99

R² .105 .318 .106 .142

Adjusted R² .091 .311 .097 .134

Durbin-Watson 1.705 1.786 1.714 1.812

F 7.490*** 49.678*** 12.644*** 17.650***

.106(F=12.644, p<.001)로 나타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판명되며,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

수를 살펴보면 역할모호성(β=-.207, p<.001)과 역할갈등(β=-.186, p<.001), 그리고 과업압력(β

=-.121,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공정성을 투입한 모형3의 경우 회

귀분석의 R²는 .142(F=17.650, p<.001)로 나타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판명되며, 각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절차공정성(β=.155, p<.05)과 상호작용공정성(β=.249,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경력몰입 결정요인 모형별 분석

*p<.05, **p<.01, ***p<.001

각 모형별로 범주화된 독립변수를 각각 투입한 후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까지 모두 투입한 

종합모형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변수로 투입된 성별과 자격등급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전체조직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R²는 

.467(F=12.441,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각 독립

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연령(β=.196, p<.01)과 자격등급1(β=.161, p<.001)

이, 직무특성에서 기술다양성(β=-.225, p<.001)과 과업정체성(β=.096, p<.05), 피드백(β=.157, 

p<.001)이, 경력특성에서는 경력만족(β=.419, p<.001)이, 역할특성에서는 역할갈등(β=-.138, p<.01)이, 

조직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β=.130, p<.01)과 상호작용공정성(β=.071, p<.05)이 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모형의 결과를 모형별 분석과 비교해 보면 경력특성에서 경력전망과 역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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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  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인구사회 특성
   성 별(남) -.023 -.47 1.23 -.037 -.41 1.41 -.007 .06 1.46 -.007 -.08 1.54

   연 령 .196 2.81** 2.45 .200 1.94* 1.88 .300 2.39** 2.06 .168 1.47 2.48

   자격등급(1) .161 2.88*** 1.58 .140 1.47 1.61 .184 1.78 1.39 -.072 -.69 2.05

   학 력 .051 .91 1.56 .093 1.07 1.34 .013 .10 1.99 -.009 -.08 2.14

   사회복지경력 .073 1.06 2.39 - - - .104 -.79 2.27 .084 .76 2.35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225 -3.97*** 1.61 -.185 -1.72* 2.04 .001 .01 1.97 -.089 -.80 2.32

   과업정체성 .096 1.90* 1.43 .129 1.38 1.55 .128 1.14 1.64 .039 .41 1.72

   과업중요성 .107 1.95** 1.66 .085 .79 2.05 .298 2.31** 2.17 .254 2.35** 2.21

   자율성 .013 .21 1.72 .158 1.64 1.66 .063 .51 1.93 .254 1.95* 2.23

   피드백 .157 2.99*** 1.39 .095 .89 1.98 .017 .16 1.50 .244 2.75*** 1.50

 경력특성
   경력만족 .419 7.26*** 1.68 .629 5.64*** 2.21 .217 1.82* 1.85 .513 4.87*** 2.10

   경력전망 .032 .47 2.34 .082 .72 2.29 .019 .13 2.58 .031 -.27 2.38

   경력정체감 -.006 -.09 1.96 .109 .74 2.78 -.069 -.50 2.47 -.059 -.53 2.34

 역할특성
   역할모호성 -.029 -.54 1.46 .107 1.09 1.69 -.255 -2.21** 1.73 -.001 -.01 1.69

   역할갈등 -.138 -2.53** 1.50 -.102 -1.02 1.77 -.071 -.67 1.45 -.154 -1.62 1.72

   과업압력 .059 1.174 1.29 -.168 -1.95* 1.31 -.147 -1.17 2.05 -.011 -.12 1.54

에서 역할모호성과 과업압력이 그리고 조직공정성에서 절차공정성이 제외되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직무특성의 과업정체성과 조직공정성의 분배공정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조직별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전담공무원의 경우 회귀

분석의 R²는 .563(F=5.921, p<.001)로 나타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면서 전체 대상자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연령(β

=.200, p<.05)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특성에서는 기술다양성(β

=-.185, p<.05)이, 경력특성에서는 경력만족(β=.629, p<.001)이 역할특성에서는 과업압력(β=-.168, 

p<.05)이, 조직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β=.179,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관 및 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회귀분석의 R²는 각 .466(F=3.219, p<.001)와 

.560(F=5.629,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판명되며, 각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살

펴보면 직무특성의 과업중요성(β=.298, β=.254)과 경력특성의 경력만족(β=.217, β=.513)이 모두 

유의하고, 다만 사회복지관은 연령(β=.300, p<.01)과 역할모호성(β=-.255, p<.01)이 유의하며, 생활시

설은 자율성(β=.254, p<.05)과 피드백(β=.244, p<.001),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β=.191, p<.05)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력몰입 결정요인 종합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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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  체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VIF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130 2.42** 1.45 .179 1.81* 1.74 .022 -.20 1.63 -.092 -.99 1.61

   절차공정성 .072 1.03 2.42 - - - .068 -.53 2.16 -.240 -1.89 2.03

   상호작용공정성 .071 2.01* 2.44 .095 .96 1.73 .017 -.12 2.37 .245 1.91* 2.12

(상수) - .409 - 1.01 - .747 - 1.78*

R² .467 .563 .466 .560

Adjusted R² .429 .468 .321 .461

Durbin-Watson 1.927 2.219 2.361 2.131

F 12.441*** 5.921*** 3.219*** 5.629***

*p<.05, **p<.01, ***p<.001

주 : 성별 0=여, 자격등급 0=2․3급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수행하는 직무가 기관 내의 중요한 업무이며 전

체로서 완결되는 과업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직무성과의 효과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분명한 정보를 

피드백 받는 특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경력을 만족하고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보상이 업무

와 관련된 기여에 비해 공정하다거나 절차 시행과정에서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록 사회복지전문직에 경력몰입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지나치게 다

양한 실천기술을 활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요인은 조직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담공무원은 기술다양

성과 경력만족 그리고 분배공정성이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사회

복지관은 과업중요성과 역할모호성이 그리고 생활시설은 자율성과 피드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영향

을 미친다. 모든 조직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력만족은 역시 경력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 

태도(attitude)란 어떤 대상(사람 혹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일관적인 경향을 말하

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는 수행하는 사회복지 직무에 대한 감정과 신념, 그리고 생각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이러한 직무태도가 중시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가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

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조직행동 분야에서 직무태도와 관련하여 만족이나 몰입

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그리고 내재적 직무만족, 그리고 최

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조직시민행동과 사회복지직을 떠나 타 직종에 종사하려는 경력변경의도를 종합

하여 직무태도라는 범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복지사 직무태도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자료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다음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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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² F

경력

몰입

 조직시민행동 .160 .030 .286 5.360*** .082 28.728***

조직몰입 .398 .036 .523 10.996*** .274 120.906***

직무몰입 .466 .042 .526 11.115*** .277 123.543***

내재적 직무만족 .463 .038 .561 12.195*** .315 148.709***

경력변경의도 -.778 .047 -.680 -16.652*** .462 277.295***

M (SD) ① ② ③ ④ ⑤ ⑥

 ① 경력몰입 3.30(.84) 1.00

 ② 조직시민행동 3.16(.47) .28** 1.00

 ③ 조직몰입 3.30(.64) .52** .48** 1.00

 ④ 직무몰입 2.87(.74) .52** .40** .60** 1.00

 ⑤ 내재적 직무만족 3.73(.69) .56** .50** .61** .51** 1.00

 ⑥ 경력변경의도 2.58(.96) -.68** -.28** -.38** -.40** -.46** 1.00

8>와 같이 자료가 비교적 안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몰입은 조직몰입(r=.52, p<.001)과 정(+)의 상관관계

를, 경력변경의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

직에 대한 경력몰입도가 높을수록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은 높을 것이며, 반대로 사회

복지직을 떠나려는 경력 변경 의도는 낮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8>  직무태도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  상 계 

 ***p<.01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경력몰입

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경력몰입은 사회복지사의 경력

변경의도에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680, p<.001), R²는 .462(F=277.295, 

p<.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며 전체 변량 중 46.2%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가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경력몰입 할수록 사회복지직을 떠나 타 직종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는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 대한 몰입(β=.523, p<.001)에도 높은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경력몰입 할수록 역시 현

재 근무하는 조직에도 비례하여 몰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다소 설명력은 낮으나 사회복지사

의 자발적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β=.283, p<.001)과 직무몰입(β=.526, p<.001), 내재적 직무

만족(β=.561, p<.001)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조직효과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직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성

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표 9>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 분석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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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관 및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조직별로 경력몰입의 수준과 차이를 

비교하며 경력몰입이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의미

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보다

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격등급별로는 1급보다는 2급이, 학력별로는 대졸보다

는 고졸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조직별로 

분석해 보면 전담공무원은 자격등급과 학력에서 전체 대상자와 유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

복지관은 연령에서, 그리고 생활시설은 연령과 사회복지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수준과 사회복지조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복지조직

별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담공무원은 직무특성범주에서는 사회복지관과 비슷하나 

역할특성범주 모두가 가장 높고 그럼에도 조직공정성범주에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모

든 변수에서 고르면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

활시설은 사회복지관과 비슷한 양상이나 직무특성범주의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피드백과 조직공정

성범주의 분배공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자

격등급1이, 직무특성에서는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 피드백이, 경력특성에서는 경력만족이, 역할특

성에서는 역할갈등이, 조직공정성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중 기술다양성과 역할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복지사는 현재 수행하는 직무가 

기관 내의 중요한 업무이며 전체로서 완결되는 과업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직무성과에 대한 직접적

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받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경력을 만족하고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보상이 업

무와 관련된 기여에 비해 공정하다거나 절차 시행과정에서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록 사회복지전문직에 경력몰입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양한 실천기술을 활용할 경

우에는 경력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조직별로 결정요인은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가령 전

담공무원은 연령과 기술다양성, 경력만족, 과업압력, 분배공정성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관은 연령

과 과업중요성, 경력만족, 역할모호성이 영향을 미치고, 생활시설은 과업중요성과 경력만족, 자율성, 

피드백, 상호작용공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담공무원의 기술다양성과 

과업압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이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

력변경의도에 매우 높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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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몰입과 자발적인 역할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 직무몰입 그리고 내재적 직무만족 모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료수집방법

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지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므로 개별적 요

구특성이나 반응세트에 따른 공통방법변량과 관련된 변수간의 관계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 수집의 시점이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얻어진 것이므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하여 일

반화를 위한 축적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대상이 부산과 경남에 한정되고, 분석을 위한 표본의 

규모가 적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기하는데 역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

해서는 다른 시도 혹은 전국단위의 사회복지사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

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결정요인 이외에 다른 중요한 이론적 변수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

고, 매개나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결정요인 분석 후 경력몰입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력몰입을 다시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경력몰입

을 결정요인과 직무태도 사이의 매개효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은 직무태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사회복지조직은 성과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속성과 직무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직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료적 특성이 지배적인 조직에서 근무하

는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근무조직보다는 종사직업에 대한 몰입이 강하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고(김상욱, 2002),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과 경력에 대한 몰입의 양립가능성을 긍정하는 견

해(Wilensky, 1964; Montagna, 1968; Hall, 1976)가 다수이므로 경력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몰

입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경력개발에 필요한 사회복지조직별로 차별화된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시스

템 구축이 요청된다. 모형별 결정요인 분석에서 경력특성의 높은 설명력을 감안하면 경력만족과 경력

전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개발이 필요하다. 경력개발은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바라는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경력계획과 사회복지조직이 사회복지사의 경력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력관리가 서로 조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 안

정적인 직장이나 수직적 직급상승 등을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

록 경력개발을 도와주어야 한다. 

게다가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 결정요인에 사회복지조직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신분

상의 차이와 수행하는 업무 및 조직환경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공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문적 사고와 소양은 비슷하지만, 전담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채용시험

을 통과하고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하므로 직업적 전문성이 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사장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음에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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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심의 공공부조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고유업무 이외의 기타 일반행정업무까지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복

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계속하여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경력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접근과 체계적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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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Social Workers' Career Commitment and the 
Effects of Career Commitment on Job Attitude

Kang, Jong-Soo
(Pusan National University)

Ryu, Ki-H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terminants of social workers' career 

commitment, compare the level of career commitment of social workeks by social 

work organizaton, and analyze the effects of career commitment on job attitudes. 

Social workers working for government agencies and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institutions in Busan city and Gyeongnam province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326 usabl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job, career, role, and organizational justice 

characteristics models and comprehensive model using SPSS/PC+..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social worker's career commitment was 

relatively high but the level of career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working for 

government agencies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social workers working for 

private agenci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career 

commitment of males was higher than that of famales. That of older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younger worker, that of 2nd rank workers was higher than 

that of 1st rank workers. Task significance, task identity, feedback for the job 

done, career satisfaction, low role conflict, high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ve 

justice were related to higher level of career commitment while the skill variety 

was related to the lower level of career commitment. However, the main 

determinants differ according to the social work organization. Career commitment 

affected negatively on the career turnover intention while it affected positivel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b involvement, 

and intrinsic job satisfaction. Therefore, different approaches and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Key words : social worker, career commitment, job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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