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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지역아동센터 리자와 실무자의 문성과 직무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22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문성 인식은 간 이상의 수 을 보 으

며, 직무만족도는 간보다 조  높은 수 을 보 다. 직무내  만족도에 비해, 직무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상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문성 인식과 그 하 역인 문  지

식/기술, 문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직무내  만족도, 직무외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 실천  

시사 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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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 workers’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on their job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f 221 community child 

care workers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in Korea.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re over intermediate. The perception on 

professional values and ethics are slightly higher than the perception on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 workers are more satisfied with intrinsic job factors such as achievement and 

responsibility than extrinsic job factors such as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workers’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to enhance the worker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which will 

contribute the quality of services in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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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역아동센터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도시빈민이 

증가하고 가족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제 로 양육을 받

지 못하는 소득 아동을 보호하기 해, 1980년  후

반 민간사회단체 등이 주도하여 설립한 공부방이 모태

가 되어 출범하게 되었다[1][2]. 지역아동센터는 기의 

방과후 교육에서 방임아동 보호, 빈곤가족 개입 등으로 

사업을 확 하면서 소득층 아동을 한 지역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2004년 아

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하

나로 지정되었다[2][3].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아동의 

지역사회보호를 효과 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이용자의 

근이 용이하고, 사회  낙인이 기 때문이다. 한 지

역아동센터는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합한 방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4]. 경제  불안,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가족환경의 변화로 일가족 양립

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시 에서 지역아동센터

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역에서는 서비

스 제공인력의 자질이 서비스 품질에 상당한 향을 미

친다[5].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의 욕구를 

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가를 통한 문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성 확보는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한 효과

인 방, 치료, 재활 로그램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수행을 해 필수 인 과제이다[6][7].

지역아동센터의 문성에 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의 실태, 문제 과 개선

방안을 지 하고 있다[3][8][9].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문성 부족문제[8], 신규시설의 증에 

따른 문성 확보문제[9] 등이 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실무자의 문성 인식에 

한 경험 이고 체계 인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성 향상에 한 논의에서 종사

자가 얼마나 직무에 만족하는가 하는 은 매우 요하

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 인 측면에서 서비스 제

공인력의 문성과 직무만족은 한 련을 맺는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면  상

호의존 계를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

사자의 행동과 태도가 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문성을 바탕으로 소

속 기 의 조직환경, 직무수행 등에 만족하게 되면 서

비스의 품질 등 직무성과 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한 연구는 다

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개인, 직무, 조직의 특성이 무엇이며, 직무만족이 조직

몰입과 이직의도 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해 주

로 논의하고 있다[1][3][11][12].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서 요하게 두되는 문성 문제가 직무만족과 어떠

한 계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교육, 보육, 노인요양 등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는 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문성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왔다[13-16].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는 시 에서 문 인 서비스 실천을 가

능  하는 문성의 의미와 발 방향에 한 연구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상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문성에 한 인식수

과 직무만족 간의 계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

활복지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문성 인

식수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결과를 토 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 실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한 보호와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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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상으로 아동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13년도 지역아동

센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교육․문화․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안 , 발달, 정서

안정의 지원과 문제를 방하고 사후 연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곳이다[17]. 이와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식제공, 기본생활교육, 아동상담, 학습지도, 문화지원 

등의 다양한 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 강화를 

한 생계지원, 사례 리, 부모교육, 부모상담, 지역사

회연계  옹호활동, 자원 사자 리 등의 통합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문성( 門性)은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기 해 필

요한 문지식과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18]. 많은 연구

에서는 문직( 門職)의 속성으로써 문성을 설명하

고 있다. 사회복지사 [19]은 ‘ 문직이란 특정한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가치, 기술, 기법, 지식  

신념의 체계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으로 

정의한다. ‘ 문성이란 이러한 특정한 문직 집단의 회

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개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실천 장에서 문  지식과 기술을 

갖고 항상 수행하며, 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을 따르

는 정도’를 의미한다[1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에 한 정의에서도 

취약계층 아동을 한 종합 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등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성 인식을 1) 지식과 기술, 2)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것이다. 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  지식과 

기술에 한 인식은 취약계층 아동에 한 통합  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

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  지식과 기술은 

1) 문  발달, 2) 조직운 , 3) 서비스 달체계, 4) 

인 계, 5) 개입 지식  기술 등 5가지 역으로 구성

하 다[21]. 각 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

 지식과 기술의 보유정도에 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 볼 것이다[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가치인식은 문가로서 우선

시하는 것, 는 윤리강령 등 행동 지침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윤리강령은 아동복

지 문가로서 UN의 아동권리 약과 어린이 헌장을 

수하며 아동의 건 한 보호와 육성을 한 자세, 의

무, 역할 등 총 12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22]. 그러

나 내용이 다소 추상 이어서 종사자의 가치를 제 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김경희[23]가 사회복

지사의 윤리  책임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원

용하 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윤리  책임, 즉 문

 가치에 한 인식은 서비스 실천과정에서 1) 아동, 

2) 소속기 , 3) 동료, 4) 사회복지 문직, 5) 사회에 

한 책임 등 5가지 역에서 윤리강령의 기 을 충족시

키는 정도에 한 인식으로 정의할 것이다.

3. 직무만족과 영향요인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무환경에 

해 느끼는 정 인 정서  만족상태이다[24-26]. 자

신의 직무에서 경험하는 좋거나 나쁜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직무만족의 개념은 개인이 수행하

는 직무와 련된 태도, 지향, 정서  상태를 주로 지칭

한다[26].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1) 조직구조 특성, 

2) 직무 특성, 3) 개인 특성 등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1][24][26][27]. 이는 분석  필요성에 따른 

구분이며 실제로는 상이한 차원의 요인이 상호작용하

여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 먼  조직구조 근에서

는 주로 객  조직환경 는 직무특성에 심을 기울

인다[26]. 조직규모, 리더십 유형, 조직의 창립년도, 인

자원 리방식( : 보상/승진정책), 의사소통방식 등 

조직구조  특성과 직무만족과의 련성을 탐색하고 

있다[26][28]. 직무특성과 련하여, 직무내용, 직무수행

의 자율성과 다양성, 기술과 능력의 발 가능성, 직무의 

도덕 , 사회  가치 등 다양한 직무속성이 직무만족과 

련을 맺고 있다[29]. 

한편 조직구성원의 개인  특성에 을 맞춘 연구

에서는 연령, 경력, 교육수  등의 객  변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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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 조직과 직무특성에 한 주  인식과 태도의 

향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30]. 조직구성원이 지닌 주

 가치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동기, 욕구, 목 의식 등 주

 가치와 인식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26][30][31].

본 연구의 상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

도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직무와 조직특성을 

심으로 직무만족과의 련성을 밝히고 있다[11][12]. 직

무도 성, 직무 합성, 보상공정성, 고용보장성, 조직평

, 참여가치, 상사와의 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등

이 직무만족과 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그러나 개인의 문  지식, 기술의 수 , 가치지향 등 

문성에 한 인식이 직무만족과 어떠한 련성을 맺

는지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4.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의 문성

은 직무만족 결정요인 의 하나이다[32]. 사회복지사

의 경우 직업을 통해 얻는 소득, 직  등의 수단 인 보

상 뿐만 아니라, 도 감과 승진기회 등이 직무만족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33][34]. 한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일하면서 경험하는 문직으로서

의 성취감이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다[35].

높은 수 의 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는 아동의 문제상황에 한 종합 인 이해와 

개입을 통해 당면한 아동의 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해

결할 수 있다. 문  지식과 기술은 의사결정능력과도 

련된다. 기 내에서 문제해결을 한 업무수행 능력

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상황과 도 에 직면해서도 효과

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스

트 스 상황에 한 효과 인 처, 문제해결을 통한 

성취감과 보람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 의 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는 자신의 직무에 해 높은 수 의 만족을 보일 것

이다.

한 문  가치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이 높을 것이다. 문가로서의 윤리의식, 소득층 아동

의 복리증진에 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아

동의 복지향상을 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직무에 한 

몰입도가 높기 때문이다. 비록 낮은 수 의 보상과 처

우에 한 불만이 있더라도, 아동, 동료, 사회에 한 책

임감이 높을수록 직무에 한 헌신도가 높으며, 이는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성 인식과 직무만족에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문성 인식 수 을 높

이는 것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사회복지 담공무원의 경우, 임 이나 

승진 등의 요인 뿐만 아니라, 공지식, 문성 인식 등 

문성 요인이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37].

보육, 아동교육, 노인요양 분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 문성 인식수 에 따라 직

무만족도가 달라지며, 신념, 윤리성  자율성에 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3]. 등교사의 경우에도 문성 인식 수 과 직

무만족의 계는 정 인 련성을 맺었다. 특히 등교

사 본연의 역할인 학 경 리, 교육 사자, 생활상담

지도 등의 문성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

사 경우에도 문성 인식수 이 높은 요양보호사가 높

은 수 의 직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와같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종

사자의 문성 인식은 직무만족과 정 인 련성을 맺

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상으로 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의 련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 의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

치는 요인에서 직무만족의 내 요인보다는 직무 외

요인에 주로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무조건, 보

수 등이 낮기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직무헌신

과 직무몰입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 

외 요인이 동일하다면, 문가 집단의 직무만족은 자

신의 문 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때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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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아동복지서

비스 실천에 요구되는 문성에 한 인식이 직무만족

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식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1. 문  지식  기술의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 문  가치의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사업을 시행한 서

울, 경기, 강원지역 지역아동센터(1,049개소) 에서 지

역사회복지 의회에 등록된 도시지역센터 469개소 시

설장  생활복지사를 상으로 하 다. 지역별 인구규

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190개 센터 356명의 시설

장  생활복지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

었다.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7부로 63.8%의 회수율을 보 다. 설

문조사가 방학  캠 , 여행 등 장기 외부 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지는 

않았다. 연구에서는 응답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6

부를 제외한 221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1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직무에 해 갖는 내 /외  만족상태로 정의한다. 측

정도구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에 기반한 

이인재[39]의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내 /외  만족척도

를 토 로 하 다. 이에 추가하여 김은경[40], 박상덕

[41]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내 만족(직무자체, 성취감, 도

욕구, 책임감, 인정) 13개 문항, 직무 외 만족(보상, 직

무안정성, 근무환경, 조직, 사회  인식) 14개 문항 등 

총 27개 문항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측정하 다. 응답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도록 구성하 다. 신뢰도 분석결과, 체 직무만족

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26, 하 역인 직무 내

만족은 0.778, 직무 외 만족은 0.742로 나타났다.

3.2 독립변수: 전문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식

을 종합 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기 해 갖추어

야 하는 종사자의 아동복지 지식과 기술, 가치(윤리  

책임)에 한 인식으로 정의하 다. 문성 인식은 1) 

문  지식과 기술, 2) 가치 등 두 가지 하 역으로 

구분하 다. 문  지식과 기술에 한 인식을 측정하

기 하여 김경희[23]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문  지식과 기술 역

은 1) 문  발달(3문항), 2) 조직운 (3문항), 3) 서비

스 달체계(3문항), 4) 기본  인 계 기술(2문항), 

5) 개입지식과 기술(5문항) 등 5개 역 1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응답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항목별 

수가 높을수록 문  지식과 기술에 한 인식이 높

도록 구성하 다.

문  가치 는 윤리  책임의 측정은 김경희[23]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  책임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도구를 지역아동센터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 다. 1) 클라이언트에 한 책임(6문항), 2) 

기 에 한 책임(3문항), 3) 문직에 한 책임(3문

항), 4) 동료에 한 책임(2문항), 5) 사회에 한 책임(4

문항) 등 5개 하 역 27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마찬

가지로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항목별 수가 높을

수록 문  가치에 한 인식이 높도록 구성하 다. 

신뢰도 검사결과, 문성 인식 체 척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880, 문  지식/기술 인식은 0.810, 문

 가치 인식은 0.837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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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사자 개인 및 근무환경의 특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식과 직무만족 간

의 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종사자 개인특

성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을 조사하 다. 먼  종사자

의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남/여), 연령, 최종학력(고

졸, 문 졸, 졸, 학원졸, 기타), 공(사회복지/비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수 (1,2,3 , 기타) 

 취득경로( 문 , 4년제, 사이버 학  학 은행, 

사회복지 학원, 문교육기 , 기타), 직 (시설장, 생

활복지사), 근무경력 등을 조사하 다.

근무환경 특성으로는 기 의 운 주체(종교법인, 사

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시민사회단체, 개인,  

기타), 운 상의 특징(거 센터, 청소년, 다문화, 장애

아, 기타), 센터가 치한 지역(서울, 경기, 강원) 등을 

조사하 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개인  근무환경의 특

성, 문성 인식 수 , 직무만족도를 악하기 해 빈

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 다. 한 문성 인

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회귀분석에서는 문성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서 1) 직

무만족 체, 2) 직무 내 만족, 3) 직무 외 만족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별도로 분석하 다. 마찬가지로 

핵심 독립변수도 1) 문성 인식 체(모델1), 2) 문

 지식/기술(모델2), 3) 문  가치(모델3) 등 세가지 

분석모델을 설정하여 문성 인식의 효과를 세부 으

로 밝히고자 하 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86%가 

여성이었다. 연령은 40 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20

, 30 , 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n=221)

변수 빈도 %

성별 남 31 14.0
여 190 86.0

직위 시설장 91 41.2
생활복지사 130 58.8

연령

20대 62 28.1
30대 47 21.3
40대 81 36.7
50대 29 13.1
무응답 2 0.9

학력

고졸 8 3.6
전문대졸 72 32.6
대졸 108 48.9

대학원졸 31 14.0
기타 2 0.9

근무경력

1년 미만 36 16.3
1년~3년 미만 72 32.6
3년~5년 미만 49 22.2

5년 이상 63 28.5
무응답 1 0.5

전공분야
사회복지전공 132 59.7

타전공 57 25.8
무응답 32 14.5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44 19.9 
사회복지사2급 146 66.1 
사회복지사3급 7 3.2 

없음(다른 자격증) 20 9.0 
무응답 4 1.8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경로

대학(4년제) 졸업 45 20.4
전문대 졸업 53 24.0
학점은행 졸업 82 37.1

전문교육기관 이수 12 5.4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5 2.3
없음(다른 자격증) 20 9.0

무응답 4 1.8

운영상 특징

특수목적: 청소년 34 15.4
특수목적: 다문화 5 2.3
특수목적: 장애 10 4.5

거점형 39 17.6
일반아동 133 60.2

근무지역
강원 68 30.8
경기 118 53.4
서울 35 15.8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종교법인 53 24.0
사회복지법인 18 8.1
사단법인 19 8.6
재단법인 6 2.7

시민사회단체 4 1.8
개인 108 48.9
기타 13 5.9

응답자의 41.2%가 시설장이었으며, 58.8%가 생활복

지사 다. 근무경력은 1년～3년 미만인 경우가 32.6%

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경력자는 28.5%로 상당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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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근무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부분 문  졸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졸업이 48.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

학 련 공자는 59.7%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

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1 은 19.9%를 차지했다. 

정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

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9%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을 취득한 경로는 학 은행  사이버 학 졸업이 

37.1%로 가장 많았다. 지역아동센터 특성과 련하여, 

경기지역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30.8%, 서울 

15.8% 순으로 나타났다. 기  운 주체는 개인이 

48.9%로 가장 많았다. 거 형지역아동센터로 지정받은 

곳이 17.6%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장애아동, 다문화 

아동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수준
2.1 전문성 인식 수준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문성 인식 수 은 5  만  

기 , 약 3.88 으로 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로 문  가치 인식이 4.02 으로 문  지

식과 기술의 인식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성 인식수 은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 교

사를 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수 이다[2]. 한 상

담활동 등 문  지식/기술에 비해, 일에 한 신념 등 

사명감과 윤리  가치에서 높은 수 을 보이는 과 유

사한 결과이다[2]. 

표 2. 전문성 인식의 수준

평균 표 편차
전문성 인식 전체 3.88 0.40 
1.전문적 지식과 기술 3.72 0.50 
  전문적 발달 3.87 1.02 
  조직운영 3.96 0.56 
  서비스 전달체계 3.64 0.55 
  기본적 대인관계 3.89 0.52 
  개입 3.47 0.57 
2.전문적 가치(윤리적 책임) 4.02 0.41 
  클라이언트 3.99 0.56 
  기관 4.13 0.47 
  전문직 4.06 0.46 
  동료 4.18 0.51 
  사회 3.86 0.45 

세부 역별로 살펴보면, 문  지식/기술에서는 조

직운  지식과 기술이 3.9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입 지식과 기술은 3.47 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달체계  개입 측면의 지식과 기술에 한 인식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  가치의 

인식에서는 동료에 한 윤리  책임이 4.18 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기 , 동료, 문직에 한 윤리  책

임에 비해, 클라이언트, 사회에 한 윤리  책임에 

한 인식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2.2 직무만족도의 수준 
[표 3]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직무만족도는 5  기 , 

3.38 으로 간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

구에서 조사한 생활복지사의 직무만족도와 체로 유

사한 수 이다[1][42]. 하 역별로 살펴보면, 직무 내

만족은 3.75 , 직무 외 만족은 3.03 으로 직무환경

요인에 한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직무내 만족에서는 성취

감(3.96 )과 책임(3.94 )에 한 만족이 높게 나타났

다. 직무수행에서 도 , 성취감, 책임과 권한부여 측면

에서 만족도는 높으나, 직무자체가 주는 즐거움, 개인능

력에 상응하는 인정에 한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음

을 알 수 있다.

표 3. 직무만족 수준

평균 표 편차
직무만족 전체 3.38 0.35   
1.직무 내적만족 3.75 0.40 
   직무자체 3.62 0.44 
   성취감 3.96 0.61 
   도전 욕구 3.81 0.55 
   책임 3.94 0.55 
   인정 3.62 0.62 
2.직무 외적만족 3.03 0.42 
   보상 2.33 0.76 
   직무안정성 3.44 0.68 
   근무환경 2.70 0.51 
   조직 3.83 0.55 
   사회적 인식 2.99 0.68 

직무 외 만족에서는 조직에 한 만족이 3.83 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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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기 의 근무환경에 한 만족은 상 으로 낮았

다. 보상에 한 만족은 2.3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보상의 경우 개인의 학력, 능력과 노력에 비해, 

한 수 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 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직무내  요소인 보람에는 만족

하지만, 임 과 업무량에는 불만족하는 결과와 체로 

일치하는 것이다[1][3][42][43].

3.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세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회귀분

석을 수행하 다. 개인  근무환경 특성 에서 문

성 인식과 직무만족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던 연령, 

경력, 최종학력, 직 , 지역 등을 통제한 후, 문성 인

식이 직무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모델1, [표 4]).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성 인식의 하 요인인 문  지식/기술 인식(모델

2)과 문  가치 인식(모델3)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별도로 분석하 다[표 5][표 6].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3.1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성 인식이 직무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

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

다. 분석결과, 첫째,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 다. 통제

변수 에서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이 높은 경우, 직무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경향을 보 다. 한 생활복지사에 비해 

시설장의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내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과 유사하게 경력, 직

가 직무 내 만족과 련을 맺었다. 셋째, 문성 인식

이 높을수록 직무 외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분석모델과 마찬가지로, 최종학력, 직 , 지역

아동센터 치가 직무 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 전문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직무
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

b s.e. b s.e. b s.e.
상수 1.408*** .239 1.371*** .261 1.443*** .315
전문성 인식 .549*** .053 .630*** .058 .473*** .070
연령 -.002 .003 -.001 .003 -.003 .003
경력 .002** .001 .003** .001 .002 .001
학력(고졸)
 전문대졸 -.261* .105 -.158 .115 -.357* .139
 대졸 -.255* .104 -.115 .113 -.385** .137
 대학원졸 -.349** .117 -.171 .128 -.514** .154
 기타 -.046 .221 -.149 .242 .049 .292
직위(시설장)
 생활복지사 .147** .048 .104* .052 .187** .063
지역(강원)
 서울 -.003 .060 -.080 .065 .069 .079
 경기 .014 .044 -.094 .048 .114* .058
R2 0.397 0.464 0.241
F비 13.649*** 17.889*** 6.581***

※ 괄호안의 항목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연령, 경력, 학력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

도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직무 내 만족

도, 직무 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성 인식이 직무 외 만족에 비해, 직무 내 만족에서 

상 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 다. 이는 문성 인식이 

직무 내  측면의 만족에서 상 으로 더 큰 향력을 

갖는다는 을 보여 다.

3.2 전문적 지식/기술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성 인식의 하 역인 문  지식/기술의 인식

이 직무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서 문성 인식 체를 독립변수로 이용한 분석(모

델1)과 반 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첫째, 문

 지식/기술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가설1)을 지지하 다. 통제

변수 에서 경력, 최종학력, 직 가 유의미한 향을 

보 다. 둘째, 문  지식/기술에 한 인식이 높을수

록 직무  내 만족도 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  지식/기술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외 만

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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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문적 지식/기술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델 2

직무
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

b s.e. b s.e. b s.e.

상수 2.136*** .218 2.129*** .235 2.143*** .279
전문적 지식/기술 .356*** .044 .432*** .048 .285*** .057
연령 .000 .003 .001 .003 -.001 .003
경력 .002** .001 .003** .001 .002 .001
학력(고졸)
 전문대졸 -.242** .113 -.142 .121 -.335* .144
 대졸 -.245* .111 -.107 .120 -.373* .142
 대학원졸 -.319* .125 -.145 .135 -.480** .161
 기타 -.117* .238 -.241 .257 -.003 .305
직위(시설장)
 생활복지사 .130* .051 .087 .055 .170* .066
지역(강원)
 서울 .004 .064 -.072 .069 .075 .082
 경기 -.008 .047 -.115* .051 .092 .060
R2 0.306 0.398 .176
F비 9.117*** 13.697*** 4.434***

※ 괄호안의 항목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 p<0.05 ** p<0.01 *** p<0.001  

3.3 전문적 가치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성 인식의  다른 하 역인 문  가치인식

이 직무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  문

 가치에 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연구가설(가설2)을 지지하 다. 경력, 학

력, 직 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 인 분석결과,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 직무 내 만족도, 직무 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 분석에서도 문  지식/기술, 

문  가치인식 모두 직무 외 만족에 비해, 직무 내

만족과 상 으로 높은 련성을 보 다. 이는 직무 

외 만족의 경우 문성 인식보다는 보상수 과 직무

여건 등 환경  요인의 향이 상 으로 크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

표 6. 전문적 가치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3

직무
만족

직무
내 만족

직무
외 만족

b s.e. b s.e. b s.e.
상수 1.658*** .250 1.771*** .280 1.552*** .316
전문적 가치 .464*** .054 .501*** .060 .429*** .068
연령 -.002 .003 -.001 .003 -.004 .003
경력 .002** .001 .003** .001 .002 .001
학력(고졸)
 전문대졸 -.225* .110 -.113 .124 -.330* .140
 대졸 -.227* .109 -.079 .123 -.363** .138
 대학원졸 -.292* .123 -.098 .138 -.472** .155
 기타 .080 .233 -.007 .262 .161 .295
직위(시설장)
  생활복지사 .134** .050 .085 .057 .179** .064
지역(강원)
 서울 -.004 .063 -.080 .071 .067 .080
 경기 -.012 .046 -.128* .051 .096 .058
R2 0.329 0.370 0.224
F비 10.168*** 12.152*** 5.981***

※ 괄호안의 항목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 p<0.05 ** p<0.01 *** p<0.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

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리자와 실무자의 문성과 직무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서울, 경기, 강

원지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22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고유의 목 을 달성하

는데 필요한 문성에 한 인식을 문  지식, 기술, 

가치 등 하 역별로 측정하 다. 따라서 종사자의 직

무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어떠한 역에서 문성이 

부족한지를 진단하고, 문성 향상을 한 구체 인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문성 인식수 은 5  만 에 

평균 3.88 으로 나타나, 간 이상의 수 을 보 다. 

한편 체 직무만족도 수 은 3.38 으로 나타났다. 회

귀분석결과, 문성 인식과 그 하 역인 문  지식

/기술, 문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직무 

내 만족도, 직무 외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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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을 지지하 다.

응답자의 개인  특성 에서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

만족도, 특히 직무 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을수록 업무 숙련도와 기 에 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는 직무 내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별효과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상 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은 직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랫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42], 직무만족도가 

낮은 직원이 이직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직무 외 만족도와의 계에서 두드러졌다. 

학력이 높을수록 문성 인식이 높지만, 자신의 능력과 

기 수 에 비해 근무환경과 보상 등 직무 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시설장의 경우 생활복지사에 비해 직무만족도, 직무 

내 만족도, 직무 외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시설장의 문성 인식 수 은 높지만, 자신이 수

행하는 역할과 책임, 기 수 에 비해 직무 내 /외  

만족도는 생활복지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

을 수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인식

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로그램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 연구결과[7][43]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종사자의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으며, 조직 헌신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결과 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내 만족도 

뿐만 아니라 직무 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증진은 직무에 해 갖

는 안정감, 근무환경에서 기술 용의 용이성, 조직과 사

회  인식에 한 정  기  등 외 요소에 한 만

족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직무몰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문성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경력, 학력, 직  

등이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악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문성 인식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해

서는 종사자의 재직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

를 제공하고, 학력  직 에 합한 실무교육  경력

개발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3]. 

둘째, 문성에서 취약하다고 인식한 역인 클라이

언트 개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역에서 지식, 

기술, 가치에 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2]. 이

를 해서는 기존의 단기 이고 의무 인 실무자 교육

에서 벗어나, 연령, 경력, 직 에 합한 체계 인 보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3]. 한 종사자

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참여자의 욕구를 반 한 다양한 교육 로

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지식  기

술 달 심의 교육이 아닌, 폭넓은 에서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의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층 인 교

육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 고유의 서비스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철 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3][42]. 한 행 

사회복지사 2  이상, 공인된 아동  청소년 련 자격

증 보유자,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  학력수  등 종사

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

육 , 정책  노력은 종합 인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을 

해 비된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문

 수퍼바이 로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3].

셋째,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직무 외 요인

이 직무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문제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다. 경력, 학력, 직  등 종사자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직무 외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은 여 히 주목해야 한다[43]. 특히, 보상에 

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력, 직 가 높을

수록 보상수 을 향상시키고, 노력에 따른 다양한 인센

티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42]. 

재 지역아동센터에 부여되는 역할과 기 가 증가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간 거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

의 설립, 특수아동 상 로그램 개발  용, 특별 

로그램 개설 등이 그 이다[2]. 그러나 증가하는 업무

량에 비해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러한 직무 외 환경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

한다면 능력을 갖춘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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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근무경력이 짧은 종사자로 구성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따라서 향후 지역아동센터 발 을 해서는 정부, 

민간, 지역아동센터 간의 력을 통해, 종사자의 문성

을 향상시키는 교육  노력과 더불어 보상체계를 심

으로 인력수   근무환경 등 직무 내외  요인의 개

선을 한 정책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2][43].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강원 등의 지역에 국한

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 자율성, 업무량, 역할갈등)과 인사 리체

계( : 보수, 승진, 복리후생)와 같은 업무환경요인을 

포함하지 못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련

된 조직구조와 직무특성 요인을 포함한 조사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성 측정이 상자의 

주  인식에 의존하고 있다. 객 인 수 의 문성

을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어떠한 요인이 종사자 개인의 문성 인식을 높게 

는 낮게 평가하도록 하는지, 학부모 등 이해 계자의 

지역아동센터의 문성에 한 인식은 어떠한지, 무엇

이 문성을 높이는 요인인지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문성 향상을 도모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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