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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첫째, 사회복지공
무원의 복지의식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
치관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제고의 필요성, 복지정책과 제도의 바
람직한 운용을 위한 접근방향과 대안개발에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평등화 효과를 높이고 무임승차나 근로의욕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
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복지관련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낮은 복지가치관과 직
무가치관, 직무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사회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 제
도, 가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화를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복지정책의 결정을 통
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정적인 복지의식과 직무성과 제고 필요성,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의식, 직무가치관, 직무효과성.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who play the core role in delivering public welfare service, has on their sense of duty 
value and duty efficiency. The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at it empirically proved the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level of welfare. Second, this study 
provided the specific theoretical basis for the approaches and alternatives for the need to improve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and operate the desirable welfare policy and system, by examining the effect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has on their sense of duty value and duty efficiency. Third, 
we can find the political implication from this study that welfar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ward the direction of enhancing equalization effect of welfare system, and minimizing free ride or hampering 
the will to work, if we intend to improve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Fourth,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improve the work system of social welfare officials, through the fact that the shorter 
their work period is, the lower sense of welfare, duty value and duty efficiency they have.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ove, we suggest the activation of studies on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the need to 
regularly educate social welfare officials about welfare policy, system and value, the need to improve social 
welfare officials’ positive awareness of welfare and their duty performance through deciding welfare policy 
toward the direction of enhancing social equality and equalization, and the need to improve social welfare 
officials’ work system. 
Key Words :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duty value, dut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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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공공복지서비스 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질과 복지 상자의 서비스만족에 직  향을 미치는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특수한 가

치체계로서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와 직무효과성에 미

치는 향의 규명에 을 둔다. 이를 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의식  직무가치에 한 인식과 직무효과

성 수 을 악하고 복지의식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각

하는 직무가치와 직무효과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의

사회복지 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 7월 별정직인 사

회복지 문요원 49명을 공공부문에 문 사회복지인력

으로 투입하면서 최 로 시작된 이후 1991년 7월 사회복

지공무원에 한 법  근거인 ‘사회복지 문요원 직무 

 리운 에 한 규칙’(보건사회부 훈령 제622호)가 

마련되어 사회복지 문요원 1,676명이 신규 배치되었다. 

사회복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공무원 황은 

총22,338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496 (47.0%)명이

며, 일반행 직 공무원은 11,842명(53.0%)으로 사회복지

직공무원보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수가 많다.

2.2 복지의식

복지의식은 한 사회의 정치ㆍ경제  기반 에서 사

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한 생각, 가치, 

태도 등을 총체 으로 일컫는 말로서(양옥경, 2002: 231), 

국가의 복지정책 일반 는 궁극  복지책임주체에 한 

가치지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함철호ㆍ이 섭, 2010: 

302). 그런 에서 복지의식은 복지에 한 인식, 복지에 

한 감정, 의지 등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지니는 반 이고 일반 인 사

고와 가치 단의 틀이자 가치인식체계라 규정할 수 있다.

2.3 직무가치관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에서의 인간행동에 향을  

수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

니라 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이기

도 하다(조정흠, 2006: 5). 가치는 상 으로 무엇이 옳

고 그른지 밝 주거나 좋고 싫음을 명백하게 밝 주는 

일반 인 신념이다. 개인 으로나 사회 으로 보다 선호

하는 지속 인 신념으로 가치는 가장 견고한 개인의 특

성이며 행동이나 선호, 결정, 삶의 방향, 개인 취향의 기

반이 되는 것이다(Rokeach, 1973: 5). 

가치 의 개념은 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

류학, 경 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 학문  에서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가치 은 믿음과 같은 것으

로 좋고 바람직한 것에 한 지침이며 합한 행동의 선

택에 한 지침이다(Lowenberg & Dolgoff, 1988: 12). 

2.4 직무효과성

직무효과성(job effectiveness)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으로부터 그 지 에 공식 으로 부과되는 직 역할을 수

행하는 정도로 규정된다(손경애, 2008: 116). 직무효과성

은 조직효과성과 긴 한 계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직

무효과성과 조직효과성 간의 명확한 개념의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일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 직무효과성을 

측정할 때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소들을 측정지표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 한 의미에 볼 때 조직효과

성과 직무효과성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무효과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역할 수행정도에 

을 둔다는 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는 조직몰

입으로 측정되는 조직효과성에 비해 보다 직 이고 실

질 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직무효과성과 조직효과성

은 모두 궁극 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에 심을 두지만 

직무효과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국한된 개념으로 

조직효과성의 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손경애, 

2008: 116). 다시 말해서 조직효과성이 조직 체의 효과

성에 한 것임에 반하여 직무효과성은 조직구성원 개개

인이 맡은 바 직무의 효과성에 련된 개념이다. 

2.5 선행연구 분석

국내의 복지의식과 련된 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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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지의식의 개념을 정립하

고자 하는 연구(김 란 1995; 안치민, 1995; 최균·류진석,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백정미ㆍ

주은선, 2007, 재인용)이다. 두 번째는 복지의식이 사회집

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악하기 한 복지

의식의 사회집단별 실태연구(김 모, 1986; 양옥경, 2002; 

백정미 외, 2008; 허만형, 2009; 명희 외, 2010; 표갑수

ㆍ김혜정, 2012, 재인용)이다. 세 번째는 복지의식에 향

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김상균·정원오, 

1995; 박병 ㆍ홍 선, 1995; 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

훈, 2009; 이 섭, 2009; 이한나ㆍ이미라, 2010; 이아름, 

2010; 김신 , 2010; 함철호ㆍ이 섭, 2010, 재인용)이다. 

그 외 복지의식 측정을 한 도구개발과 련한 연구(이

훈ㆍ김권식, 2012, 재인용)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목 이나 분석 상, 근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나 한편으로는 공통 을 

발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 은 복지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

게 제시되어 왔으나 일반 으로 복지지출에 한 정  

인식(이 섭, 2009, 재인용), 국가복지책임에 한 지지도

(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 김신 , 2010, 재인용), 복

지제도에 한 태도의 정성(양옥경, 2002) 등 국가가 

행하는 복지정책에 한 태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복지의식 측정과 련

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균ㆍ류진석(2000)은 복지의식의 하 변인을 가치차

원, 태도차원, 복지실천의지, 복지책임주체인식으로 설정

하고 복지의식을 측정하 다. 연구결과 태도차원의 사회

복지의 사회  효과에 해서는 권리로서의 복지 선호, 

상부상조의 원리, 평등지향 등 정 인 태도를 보여 복

지 친화  태도특성을 보 다. 

복지실천의지에서는 복지 산 확충의 필요성에는 동

의하나 복지 비용부담을 한 증세는 극 으로 수용하

지 않는 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책

임주체에 한 인식은 체로 국가책임 지향  특성을 

보이며 빈곤, 실업, 의료, 노인에 비해 실업, 장애, 소년소

녀가장에 한 국가책임이 훨씬 강하여 상에 따라 국

가책임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양옥경(2002)은 복지의식의 하 변인을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 복지정책욕구로 하여 복지의식을 측정하

다. 분석결과 복지제도에 한 인식은 간보다 약간 

높은 수 (평균 3.21)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제도에 

한 필요성과 복지제도의 효과성에 해 정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 내었다. 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제

도에 해 더 정 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 내었다. 

복지책임주체에 있어서는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

장에 해서는 국가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국내외의 련서 과 논문, 학

술지를 비롯해서 정부 각종 간행물을 심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복지의식과, 가치  직무효과성과 련된 기

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 다.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방문조사

와 우편조사를 병행하 으며, 인구사회학  특성을 제외

한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한 도구는 연구자가 사회복

지 문가와 련 의를 거쳐서 가공하여 새로운 척도를 

재구성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 다. 조사는 

사 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사 조사는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

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3.2 연구대상

연구 상의 범 는 충청남도 내 공공사회복지 달체

계 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일반

행정직  기타 직렬군 등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의 지역  범 는 충청남도의 

시ㆍ군청,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정하 으며, 조사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시ㆍ군 단  조사의 경우 특정 지역  특

성이 반 되어 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도 단  

조사의 경우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ㆍ어 지역이 혼

재해 있어 특정 지역  특성을 표하는 편향성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이다. 표집방법은 표본선정의 편리성에 

근거하여 비확률표집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 으며 

조사사례 수는 충청남도의 사회복지공무원 총 1,345명 

가운데 1,06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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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가. 복지의식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  각 하 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 척도는 양옥경(2002)이 한국인의 복지의식

을 조사하기 해 활용한 척도를 연구자가 사회복지 문

가와 련 의를 거쳐서 가공하여 새로운 척도를 재구성

하 다.

나. 직무가치관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직무가치 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오동근 외(2004)가 직무가치 인식척도 3문항, 

자기가치 인식척도 3문항, 가치충족정서 척도 8문항 등 

체 3개 하 척도에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직무효과성 측정척도

본 연구에서 직무효과성을 측정하기 하여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동기의 3가지 변인을 측정하 다. 측정도

구는 오동근(2004)이 개발한 직무효과성 측정척도를 이

용하 다. 직무효과성의 하 변인인 직무만족 측정척도, 

직무몰입 측정척도  직무동기 측정척도 모두 각각의 

문항에 하여 자신이 재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7 )의 7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

과의 일 성 있는 비교를 해 7 척도를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의 5 척도로 수

정하여 측정하 다.

3.4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

를 한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IBM/SPSS 20.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신뢰수  

9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자료를 분석하 다. 

설문지는 최종 회수된 설문지 총 597부이다. 조사를 한 

설문지 배포는 1065부이었으며 회수율은 56.1%이었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  응답자

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총 597명의 응답자  47.2%

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52.8%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결측값 8명을 제외한 589명  '20  이하'가 18.5%, '30

' 34.1%, '40 ' 30.7%, '50  이상' 16.6%로 30 가 가

장 높은 응답률을 보 고 다음이 40 로 조사되어 비교

 업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가 16.2%, ' 문 졸' 

18.4%, ' 학교졸' 61.0%, ' 학원 이상' 4.4%로 나타나 

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볼 때 사회복지공무원의 학력수 은 비교  높음을 알 

수 있다. 공은 '사회복지 공' 29.5%, '사회복지 련 

공' 6.5%, '기타' 64.0%로 조사되어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무원  약 2/3가 사회복지를 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1> Data if the subjects            N=597

Fartors
Frequen

cy(N)

Percent

(%)

Effective 

ratio

(%)

Cumulative 

proportion

(%)
gender

 

Male 282 47.2 47.2 47.2

Female 315 52.8 52.8 100.0

age

 

belowr 20 109 18.3 18.5 18.5

the thirties 201 33.7 34.1 52.6

the forties 181 30.3 30.7 83.4

 50s or older 98 16.4 16.6 100.0

total 589 98.7 100.0

missing value 8 1.3

educatio

nal 

backgrou

nd

 

highschool diploma 

or lower
97 16.2 16.2 16.2

college diploma 110 18.4 18.4 34.7

university diploma 364 61.0 61.0 95.6

graduate degree or 

higher
26 4.4 4.4 100.0

Maj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176 29.5 29.5 29.5

related field 39 6.5 6.5 36.0

Etc. 382 64.0 64.0 100.0

Social 

welfare 

job 

career

 

less than 1 year 182 30.5 32.8 32.8

year to 5 years 191 32.0 34.4 67.2

5years to 15years 128 21.4 23.1 90.3

more than 15 years 54 9.0 9.7 100.0

total 555 93.0 100.0

missing value 42 7.0

certificate
no 302 50.6 50.6 50.6

yes 295 49.4 49.4 100.0

religion

 

no 316 52.9 52.9 52.9

yes 281 47.1 47.1 100.0

total 597 100.0 100.0

  



The effect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awareness of welfare has on their sense of duty value and duty efficienc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37

classification a b c d e f g h i j k

social 

welfare 

consciou

sness식

a.welfare state

cognizance
1

b.welfare 

responsibility
.239** 1

c.welfare policy 

propriety cognizance
.217

**
.117

**
1

d.total .666** .770** .577** 1

job 

values

e.job value 

recognition
.279** .225** .227** .352** 1

f.self -recognition .245
**

.174
**

.238
**

.311
**

.529
**

1

g.emotion of value 

fulfillment
.332** .230** .262** .393** .643** .602** 1

h.total .334** .245** .284** .412** .845** .841** .873** 1

job 

effective

ness

I.job satisfaction .278
**

.137
**

.290
**

.323
**

.521
**

.423
**

.698
**

.638
**

1

j.직무몰입

job commitment
.273** .173** .239** .323** .551** .487** .638** .653** .628** 1

k.job motivation .165** .209** .192** .280** .455** .509** .542** .589** .422** .664** 1

체 .284
**

.204
**

.285
**

.365
**

.603
**

.558
**

.741
**

.741
**

.811
**

.910
**

.814
**

*p<. 05   **p<.01

<Table 2> Distinction according to correlation between factors

4.2 연구변인별 특성

복지의식을 묻는 각 문항별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

의 결과로 복지의식은 복지제도에 한 인식, 복지책임

주체에 한 인식, 복지정책 정성에 한 인식의 3가지 

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체에 한 수 은 5 척도에서 평  3.16으로 반

으로 보통 이상의 비교  정 인 의식수 을 나타내었

다. 직무가치 은 직무가치인식, 자기가치인식, 가치충족

정서의 3가지 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가치  체에 한 수 은 5

척도에서 평  3.49로 반 으로 상당히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 직무효과성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동기

의 3가지 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효과성 체에 한 수 은 5

 척도에서 평  3.42로 반 으로 상당히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

4.3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가. 복지의식과 직무가치관과의 상관관계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의식과 직무

가치 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가치  체의 

경우 복지의식 체와 보통수 의 정(+)  상 계

(r=.412, p<.01)를 나타내었다.

각 변인의 하 변인 간의 상 계에서는 먼  직무

가치 의 하 변인과 복지의식의 하 변인  복지의식 

체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직무가치인식은 복지제

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 복지제도 정성인식과의 

계에서 모든 변인에서 약한 정(+)  상 계(각 r=.279, 

r=.225, r=.227, p<.01)를 나타내었으며 복지의식 체와

도 약한 정(+)  상 (r=.352, p<.01)를 보 다. 자기가치

인식의 복지제도인식, 복지제도 정성인식, 복지의식 

체와의 계에서는 모두 약한 정(+)  상 계(각 

r=.245, r=.238, r=.311, p<.01)를 보 으며 복지책임주체

인식과의 계에서는 아주 약한 정(+)  상 (r=.174, 

p<.01)을 보 다. 가치충족정서의 복지제도인식, 복지책

임주체인식, 복지제도 정성인식과의 상 정도는 모두 

약한 정(+)  상 계(각 r=.332, r=.230, r=.262, p<.01)

를 보 으며 복지의식 체와도 약한 정(+)  상 계

(r=.393, p<.01)를 나타내었다.

나. 복지의식과 직무효과성과의 상관관계

의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의식과 직무효과

성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효과성 체는 복지

의식 체와 약한 정(+)  상 (r=.365, p<.01)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무효과성의 하 변인과 복지의식의 하 변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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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식 체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복지

제도인식  복지제도 정성인식과의 상 정도는 약한 

정(+)  상 계(각 r=.278, r=.290, p<.01)를 나타내었으

며 복지책임주체와의 계에서는 아주 약한 정(+)  상

(r=.137, p<.01)을 보 다. 복지의식 체와의 상 정도

는 약한 정(+)  상 계(r=.323, p<.01)를 나타내었다. 

직무몰입의 경우 복지제도인식과 복지제도 정성인식

과의 상 정도는 약한 정(+)  상 계(각 r=.273, 

r=.239, p<.01)를 나타내었으며 복지책임주체인식과는 아

주 약한 정(+)  상 (r=.173, p<.01)을 보 다. 

복지의식 체와는 약한 정(+)  상 계(r=.323, 

p<.01)를 나타내었다. 직무동기와 복지제도인식  복지

정책 정성인식과의 상 정도는 아주 약한 정(+)  상

계(r=.165, r=.192, p<.01)를 나타내었으며 복지책임

주체  복지의식 체와는 약한 정(+)  상 (r=.209, 

.280, p<.01)을 보 다.

체 으로 볼 때 직무효과성과 복지의식과의 계에

서는 하 변인 간의 상 정도는 약한 상 계를 보이고

는 있으나 정(+)  상 계를 보이고 있다. 한 직무효

과성 체와 복지의식 체와의 상 정도에서도 약한 정

(+)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약하지만 복지의식이 직무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의식

이 높을수록 직무효과성 한 높아질 것이라는 을 미

루어 추정할 수 있다.

다. 직무가치관과 직무효과성과의 상관관계

직무가치 과 직무효과성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 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효과성 체는 

직무가치  체와는 매우 강한 정(+)  상 계

(r=.741, p<.01)를 나타내었다.

직무효과성의 하 변인과 직무가치 의 하 변인  

직무가치  체와의 상 정도를 보면 직무만족의 경우 

직무가치인식  자기가치인식과는 보통수 의 정(+)  

상 정도(각 r=.521, r=.423, p<.01)를 , 가치충족정서와는 

강한 정(+)  상 계(r=.698, p<.01)를 나타내었다. 직

무만족과 직무가치  체와의 상 계는 강한 정(+)  

상 계(r=.638, p<.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

입에서는 직무가치인식  자기가치인식과의 계에서

는 모두 보통수 의 정(+)  상 정도(각 r=.551, r=.487, 

p<.01)를 나타내었으며 가치충족정서와는 강한 정(+)

상 계(r=.638, p<.01)를 나타내었다. 직무만족과 직무

가치  체와의 상 계는 강한 정(+)  상 (r=.653, 

p<.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동기와 직무가치인

식, 자기가치인식, 가치충족정서와는 모두 보통수 의 정

(+)  상 정도(각 r=.455, r=.509,r=.542, p<.01)를 나타내

었으며 직무동기와 직무가치  체와의 상 계는 보

통수 의 정(+)  상 (r=.589, p<.01)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무효과성과 직무가치 과의 계에서는 하 변인 

간의 상 정도는 반 으로 보통 수  이상의 정(+)  

상 계를 보이고 있다. 한 직무효과성 체와 직무

가치  체와의 상 정도는 매우 강한 정(+)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무가

치 이 직무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가치 이 높을수록 직무효과성 

한 높아질 것이라는 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4.4 연구변인들 간의 영향력 분석

가. 복지의식의 직무가치관 및 직무효과성에 대한 

영향력

1) 복지의식의 직무가치 에 한 향력

독립변인 복지의식 체는 종속변인 직무가치  체

에 하여 유의하게 정(+)  향(β=412, p<.001)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R2값이 .169로 

나타나 복지의식 체는 직무가치  체의 변화에 해 

16.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유

의한 것(F=121.366,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복지의식이 정 이고 높을수록 직무가치  역

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복지의식의 하 변인들이 종속변인 직무가

치 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복지제도인식(β

=.249, p<.001), 복지책임주체인식(β=.161, p<.01), 복지정

책 정성인식(β=.211, p<.001)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

명력은 수정된 R2값이 .168로 나타나 복지의식의 하 변

인들이 종속변수인 직무가치  체 변화에 해 16.8%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변인  복지제

도인식의 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복지정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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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의 순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귀식은 유의한 것(F=121.366, p<.001)으로 나타

났다.

2) 복지의식의 직무효과성에 한 향력

복지의식과 직무효과성의 계에서 독립변인 복지의

식 체는 종속변인 직무효과성 체에 하여 유의하게 

정(+)  향(β=.3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R
2값이 .133로 나타나 복지의식이 직

무효과성 변화에 해 13.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회귀식은 유의한 것(F=91.567, p<.001)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의식이 정 이고 높을수록 

직무효과성 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다. 독립변인 

복지의식의 하 변인들이 종속변인 직무효과성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복지제도인식(β=.205, 

p<.001), 복지책임주체인식(β=.129, p<.01), 복지정책 

정성인식(β=.225, p<.001)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정(+)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

은 수정된 R2값이 .144로 나타나 복지의식 하 변인들의 

직무효과성 변화에 해 14.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유의한 것(F=34.451, p<.001)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인의 향력은 복지정책 정성인식

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제도인식, 복지책임주체인식의 순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직무가치관의 직무효과성에 대한 영향력

직무가치 의 직무효과성에 한 향력을 악하기 

하여 직무가치 을 독립변인으로, 직무효과성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직무가

치  체는 직무효과성 체에 해 높은 정(+)  향

(β=.711,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R2값이 .554로 나타나 직무가치  

체는 직무효과성 체에 해 55.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유의한 것(F=368.464, 

p<.001)으로 나타났다. 직무가치  하 변인들이 직무효

과성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회귀식은 F값 

281.36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수정 결정계수(Adj. R2)의 값이 .585로 나타나 

직무가치  하 변인들이 종속변수인 직무효과성 변화

의 58.5%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

인  가치 련 정서(β=.542, p<.001)의 향력이 가장 

컸으며 직무 련가치(β=.183, p<.001), 자기 련가치(β

=.135, p<.001) 순으로 직무효과성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복지발 에 

미칠 수 있는 향에 주목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

식이 직무가치 과 직무효과성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

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가 갖는 결론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일반인 는 학생이나 청소년

을 상으로 복지의식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공공복지서비스 달체계에서 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에 한 실증 인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증  조사를 통하여 최

로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수 을 밝 내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조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사회

복지공무원과 복지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일반인  타 인

구집단과의 복지의식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치 과 직

무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했다는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이 직무가

치 과 직무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밝

냄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제고의 필요성, 

복지정책과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을 한 근방향과 

안개발에 구체 인 이론  근거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넷째, 복지정책과 련하여 정책  제도수립의 방향

과 운 에 시사 을 도출했다는 에서 정책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제도의 평등화효과

에 한 신뢰가 낮으며 무자격자에 한 혜택에 따른 복

지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나 근로의욕 해 등 복지제도

의 부정  효과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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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달체계 내에서 직  복지 상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체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이나 제도  서비스가 복지제도의 

평등화 효과를 높이고 무임승차나 근로의욕 해를 최소

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가치 이나 직무효과

성 정도를 밝 내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가치 이나 직무효과성이 일

반 기업조직의 구성원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밝 냄으로

써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한 직무가치

, 직무효과성 제고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이다.

여섯째, 복지의식, 직무가치 , 직무효과성에 한 복

지 련 업무경력의 향을 발견해내었다는 에서 사회

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에 한 시사 을 도출해내었다

는 이다. 복지 련 업무경력이 낮을수록 낮은 복지가

치 과 직무가치 , 직무효과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2 제언

연구결과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의식  직무가치

과 직무효과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복지의 사회  효과를 한 복지 욕구 확 에 

한 정책  근이 필요할 것이나 복지 확 에 한 국민

 합의를 가진다 해도 비용 부담의 항이 크기 때문에 

신 한 복지 확 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에 한 사기 진작을 한 근무 

여건의 개선과 민원인에 한 각종 폭언, 폭력 등에 처

할 수 있는 사법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서비스제공은 고도의 

문성을 요구한다. 문성에 입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무

원의 문성 확보를 해서는 복지업무 분야에서는 순환 

보직제도를 개편하고 복지 업무만을 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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