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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

가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하 다.연구 상은 라남도 소재의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240부를분석자료로 활용하 다.사회복지사의인구통계

학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복

지사의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 향상 방안으로

첫째,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표 화와 문교육의 지지 강화,둘째,우수지역아동센터의 가산

부여,셋째,동료 지역사회간 네트워크 력 체계 구축을 제언으로 한다.

■ 중심어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wastoanalyzetheeffectthatthesocialsupportforsocialwelfareworkers

whoarethekeypersonnelprovidingtheservicetochildrendirectlyatlocalchildcarecenterwouldhave

onjobsatisfaction.Forthisstudy,thesocialwelfareworkersoflocalchildcarecenterinJeollanam-do

weresurveyed.Atotalof240questionnaireswhichhadbeencollectedwereusedforanalysis.Thisstudy

analyzedtheeffectofsocialsupportonjobsatisfactionbydefiningthedemographiccharacteristicsof

socialwelfareworkersasthecontrolvariables.Theresultsoftheanalysisshowedthatthesocialsupport

hadthegreatestinfluenceonjobsatisfaction.Suchresultssuggestthatthestrongersocialsupportfor

socialwelfareworkerswouldincreasethejobsatisfactionofsocialwelfareworkers.Basedontheresults

oftheanalysis,thefollowingrecommendationsarepresentedwhichcanhelpincreasesocialsupportfor

socialwelfareworkers:First,itisnecessarytostandardizetheworksofsocialwelfareworkersatlocal

childcarecenterandprovidethem withspecializedtrainingandeducation.Second,additionalpoints

shouldbegrantedtoexcellentlocalchildcarecenters.Third,acooperationsystemneedstobeestablished

whichlinksthenetworksofcolleaguesandlocalsocieties.

■ keyword : Local Child Care Center Social Support Job A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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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역아동센터는1980년 경제발 으로인한도시빈

민의증가와핵가족화 상으로 가족부양이 열악한

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민간사회단체 등에 주

도한공부방이모태가되었으며[1],이러한공부방의형

태를 2004년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 아동복지시

설로 규정하게 되었다.지역아동센터가 법 아동복지

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

며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양 확 를 가져왔으며,

지역사회의 빈곤아동들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지역아동센터에서아동들에게직 서비스를

제공함에있어 추 인역할수행을하고있는사회복

지사들은 아동에 한 교육과 생활 반을돌보는매우

포 이며,통합 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즉아동복지 문가로서가정과학교의보완

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듯사회복지사들의역할은지역아동센터의서비

스제공에있어매우 요하다.그러나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된 지10년 가까운 시간이 흘 음

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지사에 한사회 심과 련연구는매우미흡한

실정이다.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타 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비해 호 제도가없는 역차별

에처해있으며,정부의사업추진계획에따라많은업

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따른 과 한 업무스트 스

와 소진이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직무불만족의 수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련한 연구들의 심은 주로 센터

운 과 련하여 재정,행정,정책 측면의 개선 방안

이주를이루고있다.그러나 술한바와같이지역아

동센터사회복지사의직무만족은이용아동들에게제공

되는서비스의질을결정짓는 요한부분이며,직무만

족이높을수록 직무성과가향상되고 자신의 직무와 조

직에더욱헌신하게된다[2].지역아동센터와 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모체인 공부방의 운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3-5],지역아동센

터 로그램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6][7],공부방의 운

동론 에 입각한 연구[8-10],지역아동센터 종사들

의직무인식[11][12] 직무만족[13]지역아동센터종

사자들의 소진과 이직[14]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한사회 지지는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핵심 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와 직무만족의 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들의직무만족의실증 분석과

사회 지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목 은다음과같다.첫째,사회복지사의사회

지지와직무만족간의상 계를분석한다.둘째,사회

복지사의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를분석한다.셋째,사회복지사의사회 지지가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는 복합 인 차원의 개념으로 학자들마

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Cobb(1976)[15]는 ‘자신이

보살핌과사랑을받고있고가치있는존재로 우받고

있으며,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로 책임이 있는 조직망

속에 속해 있음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Kaplanetal.,(1977)[16]은개인의기본 욕구(인

정,존경,원조)가 요한사람들의심리 인지원에의

해 충족되는 정도를 사회 지지라고 정의하 다.

한편,송유미(2005)[17]는사회 지지를사람이어려

움에처했을때친 감을느끼거나 향력을행사할수

있도록 사람이 제공해 주는 물질 ․정신 지원을 의

미하며,조직 내에서는 조직구성원들 간에 상호신뢰하

고존경하며진심으로생각해주고있음을느끼게하며

그결과스트 스에 한충격을감소 는완화시켜주

는 것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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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의 원천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18],첫째,직장동료로부터의지지이다.직장동료는직

장의상사를비롯한직장에서의 계 모두를 포함한다

[19].둘째,가족으로부터의지지이다.가족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계를 포함할 수 있다[20].

셋째는친구로부터의지지이며[21],마지막으로직장․

가족․친구 이외의 지인으로부터의 지지이다[22].

사회 지지는스트 스 소진과 련하여많은연

구가이루어져왔다.사회 지지의일반 인역할과

련하여 크게 주 효과와 완충효과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주 효과는 사회 지지가 지각되는 소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이 소진을 극복하

도록도와주는차원이며,스트 스의높고낮음에상

없이사회 지지가부정 인 향을낮추는역할을한

다는 것이다. 한 완충효과는 사회 지지를 잘 받고

있는사람이일상생활속에서경험하게되는 요한사

건들에 해보다잘 처해나갈수있지만사회 지

지가약한 사람들은좌 감이나 비탄을 많이 경험한다

는 것이다[23].

2. 직무만족  

직무만족(JobSatisfaction)에 한 연구는 Hoppock

이후로 시작되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24].모든 조

직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데,그이유는조직구성원의직무만족여부가조직

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 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직무만족에 한 개념도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

되고 있는데,Lock(1993)[25]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평가하거나직무를통해서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

로써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정 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고있으며,김범 (2001)[26]은 재자신이수행

하고있는직무의내용이나역할 이에따른욕구충

족과그직무의수행을통해얻게되는제반경험을평

가함으로써얻게 되는 유쾌함이나좋은 정서의 상태와

수 , 는정서 감성 방향을말하는것으로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직무만족은 재자신의업무에얼마나만족

하는가하는감정 표 이라고할수있으며[27],조직

의구성원이자신의직무에 해만족하는개개인의심

리 ․가치 기 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직무만족의 요인과 련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방과 후 아동지도 기 에서 근무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사의 직무만족도 연구에서 김은경․박혜경

(2002)[28]은방과후아동지도사들의직무만족요인을

직무자체,근무환경,보상,사회 인정,업무량으로 분

류하고 있으며,박상덕(2005)[29]은 여기에 인간 계를

포함하여 6개의 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직무만족이 재종사하고있는일에 한 반 인감

정 상태라고 할 때,직무 외 인 측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직무만족은 자신의 일에 반 으로 만족하는가,

자신의 일에 친구에게 권할 수 있는가,조만간 새로운

직업을 찾을 계획이 있는가,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해

도 동일한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자신의 직무가 원했

던 일인가와 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0].

직무만족은조직몰입,이직,결근등에지 한 향을

미칠수있다[31].Haynes(1979)[32]는사회복지사의직

무만족요인으로 반 인직무상황에 한만족,직무

의 종류, 여,명백한 직무역할,기 운 ,동료 계,

개인 성장과발 가능성,슈퍼바이 ,근무조건등을

지 하고 있으며,최인섭과 의수(2001)[33]는 직무자

체에 한인식,성취감,도 욕구,책임등의개인 심

리요인과직무환경요인,능력요인,조직내인간 계요

인,근속기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라남도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하 다. 라남도

에는 2012년 12월말 재 39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있으며,444명의사회복지사가근무하고있다

[34].그 「2013년 남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무교

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

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수집된 설문지 28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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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응답45부를제외한240부를분석자료로활

용하 다.

2. 연구도구

2.1 독립변수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계를 통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지원을

의미한다[35].이에본연구에서는송유미(2005)[17],이

병록(2011)[36]의질문지를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의

기 으로 수정․보완 하 으며,사회 지지의 내용은

도움과 조언을 기 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를

측정하기 해서 총 8문항을 선정하 으며,구체 인

문항은①‘나에게어려운일이생기면조언해 지인

이 있다.’,②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지인

이있다.’,③‘나에게어려운일이생기면조언해 친

구가 있다.’,④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친

구가 있다.’,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해

가족이 있다.’,⑥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가족이 있다.’,⑦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해

직장 동료가 있다.’,⑧ ‘나에게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 직장 동료가 있다.’이다.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에 한 응답 문항의 수

는1 에서5 의Likert방식으로 수화하 으며,각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의 수 이 높다는

것을의미한다.사회 지지의신뢰도Cronbah'salpha

값은 .83으로 분석되었다.

2.2 종속변수 

직무만족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개인의 심리 상태로 주 개념이다[37-39].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Brafield

&Rothe(1951)[40]가 개발한 일반 인 직무만족 척도

를바탕으로작성한신원정(1991)[41],이승 (2006)[42]

의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 다.구체 인 문항은 ①

‘나의 직무는 나에게 취미와 같이 재미있다.’,② ‘나의

직무는 내가 싫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재미있다.’,③

‘나는나의직무가유쾌하지못한것으로생각한다.’,④

‘나는 나의 여가시간처럼 나의 업무를 즐긴다.’,⑤ ‘나

는 나의 직무에 해 만족하게 느낀다.’,⑥ ‘때때로 나

는 나의 직무에 싫증이 난다.’,⑦ ‘부분의 시간 나는

마지못해 센터에 나가게 된다.’,⑧ ‘나는 나의 직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흥미가 있다고 느낀다.’,⑨‘나는

부분의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나의업무에더 만족

감을느낀다.’⑩‘나는확실히나의업무를좋아한다.’이

며,3․6․7번문항은부정형문항으로역코딩처리하

다.직무만족도의 각 문항의 수는 1 에서 5 의

Likert방식으로 수화 하 으며,각 문항의 수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직무만족 척

도의 신뢰도 Cronbah'salpha값은 .89로 분석되었다.

2.3 통제변수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보다정확히알아보기 해인구통계학 특성과

직무환경의 특성을 통제하 다.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연령,근무연수,직업수 ,학력수 ,지 ,결혼여

부,종교[43][44]등이 있었으며,특히 사회복지사의 인

구통계학 특성 가운데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련이

있는 변인은 성별,결혼여부,직 [43][45]등으로 보고

되었다.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 로연령,결혼여

부,학력,자격증, 여,아동 수,경력을통제변수로 설

정하 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첫째,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인구통계학 특성을알아보기 한빈도분석,둘째,측

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셋째,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간

상 계를알아보기 한상 계분석,넷째,사회복

지사의 직무만족 차이를 알아보기 한 t-test,분산분

석(ANOVA),다섯째,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직

무만족에미치는 향을알아보기 한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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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1. 연령 1

2. 결혼여부 .66** 1

3. 학력 -.16* -.17** 1

4. 아동수 .10 .01 -.01 1

5. 경력 .16* .07 -.08 .22** 1

6. 자격증 .16* .10 -.21** .07 -.07 1

7. 급여 -.15* -.11 .11 -.03 .12 -.18** 1

8. 사회적 지지 .03 .08 .02 .12 .09 -.03 .03 1

9. 직무만족 .24** .24** -.17** .02 -.05 .21**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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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Ⅳ. 연구결과

1. 사회복지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연령

20대 28 11.7

30대 69 28.8

40대 이상 143 59.6

결혼여부
미혼 48 20

기혼 192 80

학력
전문대학졸업 이하 168 70.0

대학교졸업 이상 72 30.0

아동 수
29인 이하 163 67.9

30인 이상 77 32.1

경력
3년 미만 180 75.0

3년 이상 60 25.0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7 2.9

사회복지사 2급 233 97.1

급여

80만원 이하 10 4.2

81만원 - 100만원 134 55.8

101만원 - 120만원 79 32.9

121만원 - 140만원 17 7.1

합계 240 100

조사 상사회복지사의연령 는40 이상이143명

(59.6%)으로 가장 많았으며,30 ,20 순으로 나타났

다.결혼여부는 기혼이 192명(80%),미혼 48명(20%)이

며,학력은 문 학졸업이하168명(70%), 학교졸

업 이상 72명(30%)으로 문 학 졸업 이하가 많았다.

아동 수는 29인 이하 163명(67.9%),30인 이상 60명

(32.1%)이었으며,경력은3년미만180명(75%),3년이

상 60명(25%)으로 나타났다.자격증은사회복지사 2

233명(97.1%),사회복지사1 7명(2.9%)으로다수가2

자격소지자 다. 여는 81만원-100만원 134명

(55.8%)로 가장 많았으며,101만원-120만원,121만원

-140만원,8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2. 변수 간 상관관계

본연구에서제시한변수간상 계를분석한결과

[표 2]와 같다.

사회복지사의 개인 특성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인 변수는 연령(r=.24,p<.01),결혼여부

(r=.24,p<.01),학력(r=-.17,p<.01),자격증(r=.21,

p<.01)으로분석되었다.즉연령이높을수록,결혼한사

회복지사일수록,자격증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의미한다.한편,학력은높을수록직무만족이낮

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반면,아동수,경력, 여와

직무만족 간에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사회복지사의인구통계학 특성에따른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사회복지사의 연령(F=14.356,p<.001),결

혼여부(t=-3.863,p<.001),학력(t=2.650,p<.001),자격

증(t=-3.253,p<.001)이통계 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

는것으로분석되었다.세부 으로살펴보면,사회복지

사의연령은30 (M=35.39,SD=6.32)가가장높게나타

났으며,결혼여부는 기혼(M=35.25,SD=6.77)일수록 직

무만족이 높았으며, 학력은 문 학졸업 이하

(M=35.18,SD=6.36)가 학교졸업이상보다높은것으

로 분석되었다.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 (M=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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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6.57)이사회복지사1 (M=26.43,SD=7.91)보다높

게 나타났다.

반면,아동수,경력, 여에따른직무만족수 은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차이 분석

변 인 구 분
직무만족

M SD t/F

연령

20대 28.36 4.27

14.356***30대 35.39 6.32

40대 이상 35.16 6.75

결혼여부
미혼 31.16 5.58

-3.863***
기혼 35.25 6.77

학력
전문대학졸업 이하 35.18 6.36

2.650***
대학교졸업 이상 32.69 7.29

아동 수
29인 이하 34.36 6.41

-.238
30인 이상 34.58 7.42

경력
3년 미만 34.62 6.91

.751
3년 이상 33.87 6.22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26.43 7.91

-3.253***
사회복지사 2급 34.67 6.57

급여

80만원 이하 33.90 6.71

.731
81만원 - 100만원 34.57 5.84

101만원 - 120만원 34.75 6.89

121만원 - 140만원 3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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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인구통계학

특성을통제변수로설정하 다.분석결과는[표4]와

같다.

독립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 계 계

수가 0.7이상인 경우는 없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0.1이

상으로 확인되어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연구에서는 계 회귀분석을실시하 으며,2개

의 회귀모델이 제시되었다.모델 1은 사회복지사의 인

구통계학 특성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통제변수

가직무만족에미치는 향을 측하는모델이며,모델

2는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추가로 투입된 모델

이다.모델 1의 F값은 4.361(p<.001),모델 2의 F값은

6.332(p<.001)로나타나사회복지사의직무만족을설명

하는 유의미한 모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1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변량 11.6%

(R2=.01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사회복지

사의 인구통계학 특성 자격증(β=.152,t=2.347,

p<.05)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즉,자격증 수가높을수록직무만족이높

음을 의미한다.

모델2는모델1에사회복지사의사회 지지를추가

로 투입하 으며 직무만족의 변량 18%(r=.18)를 설

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R2의증가량은.064(R2증가량

에 한 F값=17.908,p<.0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모델 1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

된사회복지사의인구통계학 특성 자격증은 여

히 모델 2에서도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모델 1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모델 2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인구통계학 특성을통제한상태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4.232,p<.001).이러

한결과는사회복지사의사회 지지가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통제변수 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자격증(β=.158,p<.05)에

비해사회 지지(β=.256,p<.001)의 향력이더큰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Model1 Model2

B β t B β t
상수 17.8345 2.808** 6.509 1.972*

연령 1.330 .137 1.625 1.479 .153 1.871

결혼여부 2.183 .130 1.568 1.651 .098 1.223

학력 -1.523 -.104 -1.609 -1.671 -.114 -1.827

자격증 6.073 .152 2.347* 6.304 .158 2.524*

급여 .405 .041 .646 .338 .034 .558

아동수 -.016 -.001 -.018 -.464 -0.32 -.518

경력 -1.271 -.082 -1.257 -1.497 -.096 -1.531

사회적 지지 .383 .256 4.232***

F
R
R2

R2 변화량
R2 변화량의 F

Durbin-Watson

4.361***
.341
.116

6.332***
.424
.180
.064

17.908***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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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4186

Ⅴ. 결 론

본연구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

사의사회 지지가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으며,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인구통계학

특성 자격증이직무만족에유의미한 향을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연령,결혼여부,학력, 여,

아동 수,경력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한편,사회복지사의사회 지지

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이 있으며,그 향력이

가장큰것으로확인되었다.이는사회복지사의직무만

족을높이기 해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까지 지역아동센터에 한 연구는 센터의 운 개

선과 련한보조 의증액,근무환경의개선,담당아동

수와 련한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이러한 방

안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사회 지지

에 향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사회복지 련 기

사회복지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사

회 지지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

다[46-48].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사

회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표 화가

요구된다. 재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교육,보호, 식,치료,상담,사례 리 등 다양한 역

의서비스 달에따른업무소진이발생하고있다.따

라서업무의표 화과정과이에따르는 문교육의집

지원을통한 지역아동센터 차원의 지지가 요구된

다.둘째,지역아동센터의사회복지사들은센터의평가

와감사등에따른많은행정업무에시달리고있다.그

러나 이러한 노력에 한 정부 는 기 의 가산 부

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따라서지역아동센터평가

결과등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에게인센티 등의다양

한 가산 부여와 같은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셋째,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는타 사회복지 련 기 에 비

행 상당히 높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

지사들의 네트워크는 무한 실정으로 이들의 사회

공감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동료들

간 는지역사회간의다양한네트워크 력체계의구

축이 요구된다.이러한 실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실무자 의회등의 의체 구성도 사회 지

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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