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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직의 리더십과 직무환경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
년 7월 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205명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상태,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환경(직무평가 공정성)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과 실천수행의 관계에서 직무환경이 매개효과를 갖
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실천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
원 성숙도에 따른 적절한 리더십 발휘와 더불어, 직무환경으로서의 직무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논의하
였다.

주제어 : 리더십, 직무환경, 실천수행, 사회복지사,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an organization’s leadership and work environment exerts 
on social worker’s practice performance. The survey fo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ly 4th 
2019 to July 30th, 2019 among employe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We 
analyzed the data from 205 participants who had agreed on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for social worker’s practice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marital status,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work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work environment (fairness of job evaluation)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practice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adequate leadership to be practiced by taking the maturity of the organization members 
into consideration so that social worker’s professional competence in practice performance can 
improve. As for work environment,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the fairness in job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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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
리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산업혁명 역사에서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리성을 누리면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느끼고 있을 상대적 박탈감
이나 소외감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서비스 이
용자들의 서비스 체감 정도는 중요한 사회지표가 되고 
있음도 묵고할 수 없는 사실이다[2]. 특히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실천수행 능력
은 서비스의 최종 결정자인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
소가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은 사회복지조직과 직무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를 말한다[3].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수행을 행
동차원으로 이해하여 ‘맥락수행’과 ‘과업수행’으로 살펴볼 
수 있다[3]. 맥락수행은 조직의 핵심적인 변화 및 유지활
동이 이루어지는 맥락 또는 차원에서 조직의 문화와 분
위기에 공헌하는 행동을 말하고, 과업수행은 조직의 핵심
적 기능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행
동으로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다[4]. 
사회복지사의 맥락수행 연구는 조성우[5]와 조성우⋅엄
명용[6]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후 맥락수행과 과업수행에 
대한 김주현⋅문영주[7]의 연구 등이 있었다. 이밖에 사
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김경희[8]
의 연구에서는 개인변수(연령, 직위, 학력, 자원봉사경험, 
실무경력), 조직변수(직무성과, 윤리적 책임행동, 실천 효
과성 검증능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배[9]의 연구에서는 실천수행과 같은 개념
의 직무수행에 연령, 결혼상태, 전문능력, 조직몰입, 직무
환경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과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조직의 리더십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미 밝혀진 직무환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리더와 구성
원 간 제공하는 것의 특성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

적 리더십으로 구분한다[10,11]. 변혁적 리더십은 감정, 
가치관이나 상징적 행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특
정 사건을 부하의 입장에서 의미 있도록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12],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호혜적 관점
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가치 있는 것을 얻도록 상호 
교환 하는 양상에 초점을 둔다[13].

직무환경은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된 환경 요인으로부
터 영향을 받으며 구성원의 직무행위, 즉 실천행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14].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직무환
경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직 내 환경을 이야기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15]. 기관의 인사제도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근무
조건, 보수, 평가 등 ‘직무평가 공정성’과 직장상사와 동
료의 배려, 현재 고용상태에 대한 만족 등 ‘고용상태 공정
성’에 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16-18].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무환경과
의 관계가 일부 밝혀졌을 뿐이다. 특히 리더십과의 관계
에 대해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조직에서의 리더십과 직
무환경이 이들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리더십, 직무환경, 실천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둘째, 리더십과 직무환경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직무환경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조직의 리더십과 직무환경,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환경의 매
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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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즉, 종합사회복지관, 장애

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사회복지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설
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12명의 응답자 중 응답 누락 
등 결측치(Missing Data)를 제외한 205건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리더십
리더십은 Bass와 Avolio[19]의 MLQ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강옥[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 부서의 장은 업무에 
확신과 자심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 5개 항목
으로 이루어진 ‘카리스마’, ‘우리 부서의 장은 직무와 관
련된 최근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등 5개 문항으
로 이루어진 ‘지적자극’, ‘우리 부서의 장은 나의 장점을 
나 스스로 개발하도록 개인적으로 돕는다’ 등 5개 문항으
로 이루어진 ‘‘개별고려’ 등 3가지 요인 15문항으로 구성
하여 측정하였고, 거래적 리더십은 ‘우리 부서의 장은 우
리들에게 노력하면 그 대가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등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건적 보
상’과 ‘우리 부서의 장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등 5개 문항으로 이루어
진 ‘예외관리’의 2가지 요인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들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강옥[20]의 연구에서 신뢰
도(Cronbach's ⍺)는 카리스마 .867, 지적자극 .708, 개
별고려 .784, 조건적 보상 .697, 예외관리 .71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카리스마 .921, 지적자극 .921, 개별고려 
.921, 조건적 보상 .856, 예외관리 .779로 나타났다.

2.3.2 직무환경
본 연구에서 직무환경은 Smith, Kendail과 Hulin[21], 

이계원[22]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관의 인사제도(채용, 
계약 등)는 공정하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직무
평가 공정성’, ‘나는 현재의 고용상태로 근무하는 것에 대
해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고용상태 공정성’, 총 9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고용상태 공정성의 Cook’s 
distance 극단치 발생과 낮은 Cronbach's ⍺ 계수로 
인해 차별대우와 부당대우에 관한 2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7개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환경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계원[22]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가 직무평가 공정성 .867, 고용
상태 공정성 .84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평가 공
정성 .867, 고용상태 공정성 .594로 나타났다.

2.3.3 실천수행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은 직무수행의 ‘맥락수행’과 ‘과

업수행’의 두 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맥락수행을 측
정하기 위하여 Borman과 Motowidlo[23]의 연구에서 
제시된 척도를 윤정호[4]가 수정⋅보완하고 방혜선[3]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맥락수행 척도는 ‘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등의 7개 문
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맥락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업수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와 Anderson[24]
이 제시한 척도를 윤정호[4]에서 번안하고 방혜선[3]이 
사용한 과업수행 척도를 활용하였다. 과업수행 척도는 
‘내가 맡은 업무는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 등
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과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방혜선[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가 맥락수행 .852, 과업수행 .837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맥락수행 .882, 과업수행 .931이었다.

2.4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2.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실
천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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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97 47.3
Female 108 52.7

Age

20-29 73 35.6
30-39 74 36.1
40-49 48 23.4
More than 50 10 4.9

Eduction
Under college 18 8.8
University 138 67.3
Over Graduate sch. 49 23.9

Marriage Single 106 51.7
Married 99 48.3

Career

1-12 Months 23 11.2
13-36 Months 37 18.0
37-60 Months 31 15.1
61-120 Months 58 28.3
121-180 Months 27 13.2
Over 181 Months 29 14.2

Position
Head 10 4.9
Intermediate 79 38.5
Social Worker 116 56.6

Monthly pay

Less than 199 42 20.5
200-299 97 47.3
300-399 36 17.6
400-499 25 12.2
More than 500 3 1.5

Changing jobs
0 69 33.6
1-3 110 53.7
More than 4 26 12.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둘째, 응답자의 리더십, 직무환경, 실천수행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리더십과 직무환경이 실천수행에 미치
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Baron과 Kenny[25]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환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
요인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는 남성(97명, 47.3%)보다 여성(108명, 52.7%)이 
많았고, 연령대는 30-39세(74명, 36.1%), 20-29세(73
명, 35.6%) 순으로 높았다. 최종학력은 대졸자(138명, 
67.3%)가 가장 많았고, 미혼(106명, 51.7%)이 기혼(99
명, 4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실무경
력은 5년 초과에서 10년 이하(58명, 28.3%)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직위는 일반 사회복지사(116명, 56.6%), 

중간관리자(79명, 38.5%), 기관장급(10명, 4.9%)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200-299만원(97명, 47.3%) 
사이가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이직횟수는 1회-3
회(110명, 53.7%), 없음(69명, 33.6%), 4회 이상(26명, 
12.7%) 순이었다.

3.2 주요변수 신뢰도
본 연구의 주요변수 신뢰도(Cronbach's ⍺)는 리더

십 .922, 직무환경 .880, 실천수행 .934로 매우 높은 수
준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변수에 따른 하위영역별 신뢰도
는 Table 2와 같다.

Va
r. Sub-Variables Q

Num.
Cronbach's ⍺
Part Total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5 .962

.922
Transactional Leadership 10 .674

2.
Task Assessment Fairness 5 .867

.880
Employment Status Fairness 2 .594

3
Contextual Performance 7 .882

.934
Task Performance 6 .931

Variables : 1. Leadership, 2. Work Environment, 3. Practice Performance

Table 2. Reliability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천수행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천수행은 Table 

3과 같다. 연령(F=6.256, p < .01), 최종학력(F=3.888, p 
< .05), 결혼상태(F=7.375, p < .01), 실무경력(F=2.428, 
p < .05), 직위(F=3.791, 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은 연령에서 40대 이
상(3.80)이 20대(3.48)와 30대(3.79)보다 높게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대학원 이상(3.88)이 전문대졸 이하(3.76), 
대학교 졸업(3.6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3.85)이 미혼(3.52)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무경력이 15
년 이상(3.88)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사회복지사(3.57)
보다는 중간관리자(3.80)가 중간관리자보다는 기관장
(4.06)의 점수가 높았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을 통
해 20대와 30대 집단 간, 20대와 40대 이상 집단 간, 대
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 간, 미혼 집단
과 기혼 집단 간 0.05수준에서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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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1 2 3 4 5 6

1 1

2 .407** 1

3 .539** .266** 1

4 .505** .300** .687** 1

5 .444** .276** .348** .260** 1

6 .260** .302** .219** .195** .696** 1

**p<.01
Variables :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2. Transactional Leadership, 
3. Task Assessment Fairness, 4. Employment Status Fairness, 5. 
Contextual Performance, 6. Task Performance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Main Variables

Table 3. Differences of Practice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Category N Mean SD t/F

1
Male 97 3.743 .646

1.271Female 108 3.631 .610

2
20-29ab 73 3.480 .642

6.256**30-39a 74 3.790 .616
More than 40b 58 3.805 .568

3
Under college 18 3.765 .785

3.888*Universitya 138 3.602 .608
Over Graduate sch.a 49 3.883 .585

4
Singlea 106 3.526 .626

7.375**Marrieda 97 3.854 .594
Etc. 2 3.769 .108

5

1-12 Months 23 3.558 .684

2.428*

13-36 Months 37 3.471 .632
37-60 Months 31 3.563 .624
61-120 Months 58 3.809 .649
121-180 Months 27 3.735 .573
Over 181 Months 29 3.885 .500

6

Head 10 4.061 .341

3.791*Intermediate 79 3.804 .588
Social Worker 114 3.575 .653
Etc. 2 3.230 .108

7

Less than 199 42 3.611 .729

1.372200-299 97 3.643 .632
300-399 36 3.694 .580
More than 400 28 3.895 .499

8
0 69 3.609 .631

1.3291-3 110 3.693 .639
More than 4 26 3.843 .561

*p<.05, **p<.01   
Dependent Variable : Practic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1. Gender, 2. Age, 3. Eduction, 4. Marriage, 5. Career, 
6. Position, 7. Monthly pay, 8. Changing jobs
※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하였으며, 평균차이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함(이텔릭체
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있음)

3.4 주요변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 즉,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환경(직무평가 공정성, 고용상태 공
정성), 실천수행(맥락수행, 과업수행)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의 절대값이 0.7이상을 넘는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

들은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실천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학력, 결혼상태, 총경력, 
직위가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고(F = 
3.307, p < .01), 결혼상태(β = .184, p < .01)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보다는 기혼
인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보배[9]의 연구결과에서 사회복지사의 연령이 높고, 미
혼일수록 직무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리더십 즉, 변
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으며(F = 
10.241, p < .001),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변혁적 리더십
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β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β = .294, p < .001)
의 영향력이 거래적 리더십(β = .231, p < .01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높은 조직일수
록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환경 
즉, 직무평가 공정성, 고용상태 공정성이 실천수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
였으며(F = 5.925, p < .001), 직무평가 공정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β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무평가 공정성(β = .230, p < .05)
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 
공정성은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β = .247, p < .001)
는 실천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평가 공정
성과 함께 투입했을 때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
다. 즉 직무평가 공정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복지사
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통합모델에서도 회
귀모형은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F = 8.323, p < 
.001),.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변혁적 리더십(β = .231, p 
< .01), 거래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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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Integrated Model

B β B β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07 .009 .010 .134 .012 .165 .012 .162

Eduction .066 .045 .001 .001 .020 .014 .000 .000

Marriage .231 .184* .135 .107 .098 .078 .107 .085

Career .017 .043 .041 .100 .029 .071 .043 .105

Position -.064 -.050 -.009 -.007 .014 .011 .015 .012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211 .294*** .165 .231**

Transactional Leadership .252 .231** .243 .222**

Work Environment

Task Assessment Fairness .165 .230* .084 .117

Employment Status Fairness .079 .117 .010 .015

R2 .077 .267 .174 .278

Adj R2 .054 .241 .145 .244

F 3.307** 10.241*** 5.925*** 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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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redictors of Practice Performance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pendent Variable : Practice Performance
또한 리더십과 실천수행의 두 변수 관계에서 직무환경

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6과 
같이 Baron과 Kenny[25]가 제시한 3단계 과정에 따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인 리더십이 종속변
수인 실천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직무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직무환경을 동시에 투입할 때, 종속변수인 실천수행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VIF값이 10미만으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결과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효과(.355)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418)보다 작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
를 갖는다[25]. 즉 리더십과 실천수행의 관계에서 직무환
경은 매개효과를 갖는다. 직무환경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 
statistic은 4.221로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
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함에 따라[25] 리더십
과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 관계에서 직무환경 매개효과
를 재확인하였다.

Step Independent 
Var. Dependent Var. β t changed 

R2

1 Leadership Practice 
Performance .418*** 6.548 .174

2 Leadership Work 
Environment .560*** 9.633 .314

3
Leadership

Practice 
Performance

.355*** 4.624
.183Work 

Environment .112 1.455

***p<.001 

Table 6. Three-step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사의 실천수행과 관련된 주요변수로서 조직의 리더십과 
직무환경이 실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
천수행의 차이는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사회복지 실
무경력,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40
대 이상이고,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이고,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이며, 직위가 높은 기관
장의 집단이 실천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방해선[3]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연령이 많은 사회복지
사들이 연령이 낮은 사회복지사들보다 실무경력이 길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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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의 직위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
천수행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거래적 리더
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8,10-11]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가치 있는 것을 얻도록 교환하는 양상의 거래적 리더십
을 펼치기 보다는 감정, 가치관이나 상징적 행태를 중요
하게 고려하면서 특정 사건을 부하의 입장에서 의미 있
도록 만드는 변혁적 리더십에서의 리더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환경 중 직무평
가 공정성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9,18]. 그러나 직장상사의 배려 및 현재 
고용상태에 대한 만족 등 고용상태 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무환경으로서 기관의 인사제
도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근무조건, 보수, 평가 등의 직
무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리더십과 실천수행의 관계에서 직무환경의 매개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직
무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조직 내 대표적인 환경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15] 조직의 
리더십을 통한 직무환경 조성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수
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수행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성숙도에 따른 적
절한 리더십 발휘와 더불어, 직무환경으로서의 직무평가
에 대한 공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리더는 구
성원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학습기회
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준의 보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관련 학술대회나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나 근무조
건, 복리후생제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직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함으
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적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준 높은 사회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ICT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표집 범위가 경
기도 소재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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