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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job engagement of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center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self-administered 

survey of social workers working at social welfare center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alysing 

154 questionnaires. It was found that the calling of social worke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vitality, dedication and commitment. Based on these, this study discusses its implication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enhance the calling of social workers so as to help them raise 

their job engagemen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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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소명의식은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은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와 그에 따른 역할수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명의식은 조직구성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와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

리연구에 큰 함의가 있다. 조직구성원들에게 경제적 보수나 승

진과 같은 외적 동기부여 외에도 조직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해 

지니는 주관적 인식을 보유하도록 해주고 조직의 안정성과 효

과성을 높이며, 이직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직업과 담당직무에 대해서 높은 소

명의식을 가질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의 향상 및 소

속 조직의 발전과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

는 사회복지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와 소명의식의 보유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관련된 

업무태도인 직무열의는 업무처리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고객지향성

을 증가시켜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을 이끌며, 직무성

과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열의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소명의

식과 직무열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직업소명의식

을 보유한다면 그들의 직무열의를 높여줌으로써 이직률도 낮추

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명의식과 직무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권

혁남(2015)[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소명의식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소명의

식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연구되어지지 않은 사회복지사들

의 소명의식과 직무열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

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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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oretical Background

2.1 Sense of the Calling and Work

Engagement

소명의식(Sense of the Calling)은 처음에는 종교적 개념으

로 출발하였지만 종교적 개념이 점점 약화되면서일반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보람을 찾으며 임한다.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4].

이러한 소명의식에 기초하여 직업소명의식은자신 개개인

의 근본적인 본성에 기초한 인식이며,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

을 인식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명의식은 특

정한 업무와 직업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과 재능을 인식하

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소명의

식은업무에 대하여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부

여하여 직업에 대한 높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자세로 정의

하고 있다[5].

직업소명의식은 자신 스스로가 직업에 헌신하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

여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보상이 적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반영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서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다[6].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대

두와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일반적으로 직무탈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열의는조직구성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때 

열정적으로 집중하면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몰입하는 수준으

로 정의하고 있다[7]. 즉 직무열의는부여된 담당업무를 달성

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마음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성과 능동성을 견지하는 태도가 직

무열의로 이해될 수 있다[8].

이러한 직무열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업무처리 시에 나타

나는 고도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능력을 의미하는 활력

(vigor), 담당 직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등을 의미하는 헌신

(dedication), 담당 직무에 대한 집중 등을 의미하는 몰입

(absorption)으로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구분된다[9].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직무열의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

여 소명의식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Advanced research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소명의식과 직무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은주(2007)의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명의식

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김향수·김희경·박연숙(2011)의 선행연구에서는 여러 변수 

중에서 소명의식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11]. 이은경(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소명의

식과 직무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소명의식의 구성요인 중 목적의미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윤소천외(2013)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소명의식이 높을수

록 심리적 자본과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아지는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강경아(2014)는 보호직공무원이 가지는 소명의식은 그들의 

직무만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김신숙․박인아(2014)는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인 급여만족

과 승진만족, 그리고 소명의식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김지선(2014)은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소명실

행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소명실행 및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삶의 만

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김하나(2014)는 소명의식은 소명실행, 내재적 동기, 직무만

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

은 소명실행, 내재적 동기,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장진이․이지연(2014)의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은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직업만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18].

진두찬(2014)은 개인자원인 소명의식은 직무열의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은 직무자율성

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전문성 개발기회와 직무열의

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천세희․이향연․조미숙(2014)은 직업적 소명의식이 증가할수

록 직업적 윤리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적 소명의

식과 윤리적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고자인·강경아(2015)는 소명의식이 높으면 일의 의미와 경

력몰입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명의식은 직무만

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권혁남(2015)은 소명의식은 직무열의의 구성요인인 활력, 

헌신, 몰두의 모든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22]. 박진옥(2015)은 간호사의 소명의식의 수준이 높

을수록 재직의도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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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찬·송은정(2015)은 직무자율성과 직무열의의 관계와 전

문성 개발기회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은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4]. 황서현(2015)의 연구에서는 

호텔직원의 직업소명의식은 자기주도학습과 혁신행동 그리고 

직무성과의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5].

 따라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열정과 재직의도의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

명의식이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Research design

3.1 Setting the Hypothesis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관에 재직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명의식과 직무열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소명의식과 직무열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Measuring the Variables

3.2.1. Sense of the Calling 

소명의식은 Hagmaier & Abele(2012)[26]가 개발한 

MCM(Multidimentional Measure of Calling)의 척도에 대해서 

황국현(2014)의 연구[27]에서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9문항

을 이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

문문항의 내용은나는 일을 통해 공익에 기여한다를 포함하

여 9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설문응

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고 응답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소명

의식에 대한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2.2. Work Engagement

직무열의는 Schaufelie와 그의 동료들(2002)[28]이 개발한 

척도에 대해서 최영준(2016)의 연구[29]에서 내용타당도 검증

을 거친 17문항을 이 연구의 주제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용은 활력은나는 일을 하면서 힘

이 넘치는 것을 느낀다를 포함하여 6문항으로, 헌신은나의 

일은 나를 열심히 하도록 만든다를 포함하여 5문항으로, 몰

두는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일에 매우 몰두해서 한다를 포

함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1

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와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설

문응답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고 응답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대한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Ⅳ. Empirrlcal Analysis

4. 1 Selection and Feature of Sample

이 연구에서는 G광역시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가형-2개, 

나형-8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명의식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배포된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7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활용이 부적합한 21부를 제외한 154부

를 최종적인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표본의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2명으로 33.7%, 여자가 102명으로 66.3%

를 차지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이별로는 20대가 58명으로 37.6%, 30대가 51명으로 33.1%, 

40대 이상이 45명으로 29.3%로 나타났다. 학력별은 전문대졸

이 18명으로 11.7%, 대졸 이상이 136명으로 88.3%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직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35명으

로 22.7%, 5년-10년 미만이 67명으로 43.5%, 10년 이상이 

52명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 Verifying the Hypothesis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회귀모델에 대한 전체 

적합도의 F값은 118.207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수정된 R² 값은 .525로 약 52%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 

4. 2. 1. Sense of the Calling and vigor

표 1.에서와 같이 <가설 1>인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활

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t

값이 4.326이고 β값이 .371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소명의

식은 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유하게 되면 직무열의인 활력의 수준도 높다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활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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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β t p

Sense of the 

Calling

vigor .371 4.326 .000***

dedication .105 3.067 .000***

absorption .159 3.210 .000***

F: 118.207      R2: .525

4. 2. 2. Sense of the Calling and dedication

표 1. 에서와 같이  <가설 2>인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 t값이 3.067이고 β값이 .105로 유의수준 p<0.001에서 헌신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

회복지사들이 담당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으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열의인 헌신의 수준도 높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4. 2. 3. Sense of the Calling and absorption

표 1. 에서와 같이 <가설 3>인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

과 t값이 3.210이고 β값이 .159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직무열의인 몰입의 수준도 높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소명의식은 몰입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1. Test of hypothesi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을 대상으로 하여 소명의식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소명의식은 직무열의의 변수인 활력, 헌신,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명의식

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에 대한 

연구, 즉 소명의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소명의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도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

지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직

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복지서비

스 제공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지이념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높은 소명

의식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

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그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다른 소명

의식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관을 굳건히 정립시켜줄 수 

있는 리더십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들의 소명의식에 따른 직무열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기회가 폭 넓고 다양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G광역시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공간적 범위를 한정시킴으로 인하여, 이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광

범위하게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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