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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조절역할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수도권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263명의 
사회복지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이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유효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즉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 모두 조직유효성 변수들인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이직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
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조절역할에 대한 이론적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social workers. For this study, date were 
collected from 236 social workers employed 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This study found that 
three job stress variables(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workload)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hereas they positively impacted on their intent to stay, an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buffered the deleterious effects on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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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말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겪고있다. 이로인한가족규모와구성및기능과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의 증가 등으로 사

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는설정이다[1].

이러한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의확충과관련전문가의육성및공급에힘을쏟고있다.

우리나라사회복지시설현황을보면, 2006년도에 3,050개

소의 시설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한종사자가 40,304명 그

리고생활인원은 119,697명이었으나, 10년이지난 2015년

에는 60,738개소의시설에종사자가 515,678명, 그리고생

활인원은 221,16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2].

이렇듯사회복지사를포함한복지시설종사자는과거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은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낮은 보수수준과 과중한 근로시

간, 업무한계의불분명성, 복지수혜자와복지제공자간의

기대불일치와 갈등, 희생과 봉사만 기대하는 사회적 인

식, 복지수혜자들의과도한복지요구와복지수혜대상가

족들의지나친간섭등의문제들로인해복지시설종사자

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이직율의 증

가로나타나고있다[3,4], 이는사회복지전문인력의전문

성저하와전문인력의안정적수급저해를야기하여사

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3,5].

조직구성원들이조직생활에서경험하는이와같은스

트레스요인들은조직유효성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7,8,9,10].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표면적인

서비스 수준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러한 서비스 수

준이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사의 스트

레스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3,11,12,13].

일반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무환경에서는

질적으로우수한서비스나높은수준의조직성과를기대

하기가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사회복지사의직

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

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한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조직연구자들은직무스트레스의부정적인영

향과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완충역할에주목해왔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

는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4,15,16,17].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조직몰입의역할을탐구하고자한다. 그동안

조직몰입에대한거의대부분의연구들은조직몰입의결

정요인이나조직몰입이초래하는결과, 아니면매개변수

로서의 조직몰입의 역할에 주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

나 조직몰입 관련 문헌들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심리적

유대를 가리키는 조직몰입이 직무스트레스-결과 간 관

계를조절할가능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18,19]. 그럼에

도불구하고조직몰입의조절역할에대한경험적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사회복지사들을대상으로직무

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직무스

트레스-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서조직몰입의 조절효과

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

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대한이론적이해를도모하는한편실무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조직생활에서 구성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조직연구

자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

한 부작용이 조직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이다. 스트

레스로인한부정적인정신적, 신체적, 행태적결과는물

론직무성과와생산성저하등조직전반에미치는해로

운영향도매우큰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따라서스트

레스가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

소화하기위해서스트레스의원인과영향에대한이해와

관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20,21,7].

조직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개인의능력한계를벗어날때발생하는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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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불균형혹은부적합상태’를가리킨다[22]. 스트레

스는개인이특정상황이나사물을위협으로간주하지만

그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없다고생각할때유발된다

[23]. 스트레스관련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신체적 · 심리

적 · 행태적측면에서개인에게다양한 문제를야기한다

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리적 · 신체적 측

면에서는생체균형이무너진생리적병리상태를야기하

고, 사회·심리학적관점에서는 개인의지각된요구와지

각된 반응 간의 불균형상태를 보이며, 행태학적 관점에

서는 외부환경의 요구와 개인의 행동 간의 부조화 상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24,25].

개인에게스트레스를야기하는원천은매우다양하며,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천들의 작용으로 일상적인 가정과

사회생활에서나 조직생활에서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본 연구는 조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주된

관심이 있다. 조직에서의 스트레스 유발요인도 매우 다

양한데, Ivancevich and Matterson[26]는 조직에서의 스

트레스유발요인들을개인수준요인, 집단수준요인, 물

리적환경요인, 조직수준요인, 조직외적요인등의다

섯유형으로구분하고있으며, Parker and Decotiis[27]는

대인관계 요인, 직무자체 요인, 조직 내 역할 요인, 경력

개발요인, 조직상의특성요인, 그리고외부조직에대한

책임과헌신요인의 6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있다. 또한

스트레스유발요인들에대한학자들의분류를검토한박

웅열[28]은 스트레스유발요인을물리적환경관련요인,

조직관련요인, 직무관련요인, 역할관련요인, 개인관

련요인, 조직외적관련요인의 6가지유형으로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스트레스의 범주 구분이 학자

들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인개별적스트레스요인들또한적지않은차이를보이

고 있다[29].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연구자들은

개인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직무 관련 스

트레스, 즉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주로

이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하고있다. 본 연구의관심도

직무스트레스에 있으며,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

행하고자한다. 직무스트레스는조직구성원이자신의업

무결과로서경험하는불안감을가리키며, 일반적으로직

무요구와 자원 간의 균형이 상실될 때 발생한다[30,31].

다시 말해서,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에 대한 조직의 요구

와 그 개인의 능력 및 기술, 혹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자

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야기된다[32,33,24].

직무스트레스범주에속하는개별적인스트레스요인

들에대해서학자들간에견해의차이가있다. 그러나대

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의세요인을중요한직무스트레스요인들로간주

하고, 주로이들세요인에초점을맞추어연구하는경향

을 보이고 있다[35,36,37,38,1]. 복지시설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한 최근의 근로여건 실태조사[3,4]도 역할모호성,

역할갈등및업무량의세요인이사회복지사들에게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들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 역할모

호성 및 업무량의 세 요인을 사회복지사들의 중요한 직

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역

할모호성은역할기대가불명확한정도를의미하고, 역할

갈등은 역할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가리키며, 그

리고업무량은역할수행자에대한요구가대처능력을초

과하는 정도를 나타낸다[33,36].

2.2 조직유효성
조직경영자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조

직, 즉 유효한 조직(effective organization)의 구축을 지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이얼마나 잘 되고 있

는가’ 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나타

내는 조직성과의 평가기준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조직유

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39]. 그러나 조직유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둘

러싸고 학자들간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에 대한 접근방식과 평가기준도 매우 다양한 것이 현실

이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주요한 접근방식들을 몇 가지

만 들면, 목표적 접근, 체제자원적 접근, 내부과정적 접

근, 경쟁가치접근등이있다. 목표적접근은조직이설정

한 목표의 달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체제자원적 접근은

조직이높은성과를낼수있도록필요한자원을얼마나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리고 내부과정적 접근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

하고, 경쟁가치접근은 다차원적인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조직성과를 평가하고 있다[40,41].

이들 접근방식에 따라 조직유효성의 의미가 달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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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이한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있

는데, 실제로 조직유효성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평가기

준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조직유효성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Campbell[42]은 조직유효성 평가기준

을크게심리적지표, 경제적지표그리고관리적지표의

세 범주로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지표에는

직무만족, 사기 등이, 경제적 지표에는 생산성, 수익 등이,

그리고 관리적 지표에는 결근율, 이직율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Dalton, Todor, Spendolini,

Fielding and Porter[43]은 조직유효성 평가기준들을 경

제적·재무적 유효성 차원과 심리적·행위적 유효성 차원

의두범주로구분했는데, 전자의예로는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총매출액 등을 그리고 후자의 예로는 구성원들

의사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위, 이직의도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접근방법과 관심의 초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직유효성 평가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

질적인 관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

리측면에서의조직유효성에있으며, 인적자원관리측면

에서의조직유효성지표로는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 이

직의도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1,6,44,45,46,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유효성 지

표로 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 및 이직의도의 세 변수를

검토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직무만족은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정도를 가리키며[48], 조직시민행

위는 조직구성원이 조직효율성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재량적 행동[49]을 의미하고, 이직의도는 조직구

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것을 가리킨다[50].

2.3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간의 관계
직무스트레스-결과간관계(stress-outcome relationship)

를 설명하는 이론들로는 경영관리적 스트레스모형[51],

Gibson과 동료들의 직무스트레스 통합모형[52] NIOSH

의직무스트레스통합모형[53] 등이대표적이다. 이 모형

들은 스트레스-결과 간 관계에 대한 설명방식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

적, 정신적건강과행태, 집단및조직성과에매우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덧

붙여, 국내외의경험적인연구들도직무스트레스가개인

의 건강과 행태, 조직성과와 유효성 등에 중대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1,8,46,54,55,56].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탐구에 있

다. 위에서 언급한 직무스트레스 이론들에 따르면, 사회

복지사들의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의 세 직무

스트레스요인들은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및이직의도

의 세 측면에서 측정된 조직유효성에 해로운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Tuber and Collins[46]와 Stanley[7], Chu-Hsiang, Christopher

and Paul[8]의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역할스트레스와

조직시민행위의 하위 차원들간의 관계를 조사한 Organ

and Ryan[57]과 Jex, Adams, Bachrach and Sorenson[47]

의 연구에서는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그리고 업무량이

이타주의, 예의성 및 스포츠맨십의 세 하위차원과 유의

미한 부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발견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Lee and Ashforth[58]와

Um and Harriso[59]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세 변

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및 업무량이 조직유효성의 세

변수인 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 및 이직의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진만[44]과 이상곤, 함양림

[60]의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변수인 역할모호성, 역할갈

등 및 업무량이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발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조직시민행위간관계를

탐구한임지은[61], 한국주[62]의 연구에서는직무스트레

스 변수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및 업무량이 조직시민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지

은[61]의 연구는직무스트레스가조직시민행위의하위요

인인이타성과동료관계에부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

하고있다. 그리고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를대상으로

연구한 노상은, 곽미정, 김정훈[11]과 이주재[63]의 연구

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관련 이론 및

선행 실증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

효성간의관계에대하여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1. 사회복지사들의직무스트레스는조직유효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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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1.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1.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모호성은 직무만족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2.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갈등은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3.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은 직무만족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시민

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1.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모호성은 조직시민

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2.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갈등은 조직시민행

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3.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은 조직시민행위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1.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모호성은 이직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2.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3.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은 이직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조직연구

자들은이의완충자로서사회적지지의역할에주목해왔

으며, 그동안의연구결과는사회적지지가직무스트레스

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4,15,16,17]. 한편, 사회적 지지와는 별도

로, 조직몰입 관련 문헌들은 조직몰입이 직무스트레스-

결과간관계에서조절역할을수행할가능성을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몰입의 조절효과에 대한

경험적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

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조직

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의 조직몰입의 역할

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조직몰입연구를대표하는학자들은 Porter와 그의동

료들이다[19,60]. 조직몰입에대한그들의정의가가장널

리받아들여지고있는데, 이들에따르면, 조직몰입은 “한

개인이 특정조직과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관여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조직몰입의 조절역할에 대해서 상반되

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직몰입의 완충역

할[65,18]과 역완충역할[66,19]이 그것이다. 우선 조직몰

입의완충효과와관련하여, Kobasa[66]는 조직몰입은조

직구성원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조직의 다양한 문제들로 고

통을 겪는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증대된

불안감과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몰입은 구

성원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겪게되는직무스트레스의해로운영향에효과적으로대

처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19]. Antonovski[67]도

조직몰입은 구성원들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

하는 한편 그들을 사회적 연결망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

시켜주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한다.

위와는 달리, Mathieu and Zajac[18], Burke[68],

Reilly[69]등은 조직몰입이 역완충작용을 한다고 주장한

다. 그들은 조직몰입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오히

려 더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Mathieu and Zajac[18]은

조직몰입수준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과의 동일시

로인해그렇지않은구성원들에비해조직내생활에서

의어려움으로부터더많은어려움을겪는다고시사하고

있다. Lazarus and Folkman[66]도 조직몰입은 조직 내

문제들로인해야기되는위협에대한구성원들의취약성

을 더욱 증대시키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urke[68]와

Reilly[69]도 이와비슷한맥락에서직무스트레스가조직

이추구하는가치및목표의실현을방해하기때문에높

은수준의조직몰입을보이는구성원들은스트레스에오

히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살펴보았듯이, 직무스트레스-조직유효성관계

에서조직몰입의역할과관련하여이처럼서로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입장 모두

직무스트레스- 조직유효성 간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조

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

고있다. 따라서이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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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조

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1.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1.1.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모호성-

직무만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1.2.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갈등-직

무만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1.3.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업무량-직무

만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2.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조직시민행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2.1.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모호성-

조직시민행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2.2.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갈등-조

직시민행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2.3.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업무량-조직

시민행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3. 조직몰입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3.1.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모호성-

이직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3.2.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역할갈등-이

직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2.3.3. 조직몰입은사회복지사들의업무량-이직

의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제까지의논의를요약하면, 본 연구에서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이 정리된다.

[Fig. 1] Causal Model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직원이 30인 이상인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 15곳, 장

애인복지관 15곳, 노인복지관 10곳) 40곳에 근무하는 사

회복지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

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기관을 방문하

여 질문지를 배포한 후에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주간에걸쳐이루

어졌다. 설문지배포는각기관별로 8부씩총 320부를배

포하여 275부를회수되었고, 그 중응답이부실한질문지

12부를 제외한 263부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남자가 41.4%, 여자가 58.6%이며, 연령은 20대가

23.9%, 30대가 53.2%, 40대 이상이 22.9%의분포를보여

주고있다. 학력별분포를보면, 학력은대졸이 88.2%, 대

학원졸이 11.8%이며,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3.7%, 5년

∼10년 미만이 31.2%, 10년 이상이 25.1%이였으며, 소득

은 150만원 미만이 17.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이 42.2%,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24.3%, 250만

원 이상이 17.4%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N)

Percent
ratio(%)

Sex
Man 109 41.4
Female 154 58.6

Age
twenties 63 23.9
thirties 140 53.2
over forties 60 22.9

Education
College Graduate 232 88.2
Graduate School 31 11.8

Tenure
under 5 years 115 43.7
5∼10 years 82 31.2
over 10 years 66 25.1

Income

under 1.5 million Won 44 17.1
1.5∼2 million Won 111 42.2
2∼2.5 million Won 63 24.3
onver 2.5 million Won 45 17.4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2.2 변수의 측정
변수들의 측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을 유

도하기위해서측정도구들을단순화하였으며, 각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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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측정속성이 우수한 4개 내

외의문항들을선정하여변수들을측정하였다. 직무스트

레스요인들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량의세변수는

Rizzo, House and Lirtzman[70]이 개발한척도에서각각

4문항씩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조절변수인 조직몰입은

Meyer와그의동료들[71]이개발한5문항척도를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유효성변수 중에서 직무만족은 Brayfield

and Rothe[72]이 개발한 척도에서 5문항을 선정하여 측

정하였고, 조직시민행위는 Organ[49]이 개발한조직시민

행위척도에서이개념의핵심요소인이타주의측정문항

4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직의도는 Price and

Mueller[50]가 개발한 4문항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

항들에대한응답은 ‘정말그렇다(5점)’에서 ‘전혀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식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

들에대한응답의합의평균을계산하여각변수의척도

값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모든 변수들의 값은 1에서 5의

범위를 갖는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0.0 통계패키지를활용하였으며, 가설의검정을위한분

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을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및 월소득 5개의

인구학적변수들을통제변수로사용하였으며, 연령, 근속

연수 및 월소득 변수는 연속변수로 전환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으며, 성별은 남자=1, 여자=0의 값을 갖는 가변

수로 그리고 학력은대학원졸=1, 대졸=0의값을갖는가

변수로 전환시켜서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위계적회귀분석은 4단계에걸쳐서이루어졌다. 첫단

계에서는우선조직유효성변수인직무만족, 조직시민행

위, 이직의도의세변수각각에대하여 5개의통제변수들

을 회귀시켰다. 둘째단계에서는 5개의 통제변수에 덧붙

여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을 회귀시켰다. 조직몰

입의조절효과를검정하기위해서셋째단계에서는조직

몰입 변수를 세 개의 조직유효성 변수 각각에 회귀시켰

고, 넷째 단계에서는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와 조직

몰입 변수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상호작용항들

을회귀방정식에추가하였다. 그리고조절효과검증과정

에서다중공선성문제를피하기위해서회귀방정식에들

어가는모든이론적변수들을평균값이 0이되도록센터

링(centering)하였으며, 센터링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상

호작용항을 만들었다[73].

4. 연구결과
4.1 타당도와 신뢰도
4.1.1 타당도 
변수들의측정에사용된척도들의타당성을검토하기

위하여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관련하여요

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법 그리고 요인수 결정기

준으로는 카이저규칙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법으

로는 직각회전방법인 배리맥스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에포함된 3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 조절변수인조직몰

입변수그리고 3개의조직유효성변수들의측정에사용

된 총 30개의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을 보면 고유값이 1.0이 넘는 요인이 7개

추출되었으며, 이 7개의 요인들이 설명하는총 누적분산

비율은 66.854%로 나타났다. 측정문항들의 요인부하량

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변수인 역할모호성, 역할갈

등, 업무량, 조절변수인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유효성 변

수인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 이직의도의총 7개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문항들은 모두 .5이상의 높은요인부하량

으로 해당요인에 적절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

들은 모두 적절한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신뢰도
본연구에서는신뢰도를측정하는방법으로Cronbach's

ɑ를사용하였다. 본연구에변수의측정에사용된측정도
구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

다. 이 표에제시되어있듯이, 신뢰도계수가역할모호성

은 .880, 역할갈등은 .816, 업무량은 .756, 조직몰입은 .840,

직무만족은 .846, 조직시민행위는 .764, 이직의도는 .827

으로나타나고있다. 즉모든척도들의신뢰도계수가 .7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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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의 문항수와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Item Range Mean SD
Cronbach's


Role Ambiguity 4 2.011 .677 .880
Role Conflict 4 2.510 .682 .816
Workload 4 3.582 .777 .756

Organizational
Commitment

5 3.410 .678 .840

Job Satisfaction 5 3.353 .671 .846
OCB 4 3.599 .544 .764

Intent to leave 4 2.507 .749 .827

<Table 3> Reliabiliti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cales

4.2 상관분석 결과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 <Table 4>에제시되어있다. 우선직무스트레스변수

들과 조직유효성 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역할모호성 역

할갈등및업무량의세변수모두직무만족및조직시민

행위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을 맺고 있는 반면에, 이직의

도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맺고 있다. 한편 조절변수

인조직몰입변수는직무만족및조직시민행위와는유의

미한 정의 상관을 맺고 있는 반면에 이직의도와는 유의

미한 부의 상관을 맺고 있다.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Role Ambiguity1 .826 .037 -.146 -.138 -.001 .125 -.058
Role Ambiguity2 .896 .084 -.131 -.096 -.105 .121 -.009
Role Ambiguity3 .832 .066 -.147 -.103 -.165 .170 .008
Role Ambiguity4 .716 .177 -.033 -.055 -.060 .311 .055
Role Conflict1 .166 -.084 -.114 -.229 .024 .606 .211
Role Conflict2 .152 .087 -.112 -.027 -.114 .823 .094
Role Conflict3 .197 .199 -.174 -.099 -.062 .797 .057
Role Conflict4 .162 .183 -.010 -.042 -.049 .760 .078
Workload1 .061 .020 -.053 -.014 .046 .187 .837
Workload2 -.028 -.131 .150 .021 .164 -.031 .766
Workload3 -.124 .029 .113 -.002 -.067 .082 .561
Workload4 .104 .044 -.054 .032 .118 .103 .798

Organizational Commitment1 .027 -.010 .519 .274 .455 -.029 .110
Organizational Commitment2 -.150 -.210 .827 .136 .102 -.159 .049
Organizational Commitment3 -.200 -.271 .788 .194 .133 -.106 .094
Organizational Commitment4 -.196 -.180 .705 .311 .102 -.195 .083
Organizational Commitment5 -.083 -.333 .573 .192 .303 .040 -.008

Job Satisfaction1 -.102 -.294 .179 .693 .173 -.181 .059
Job Satisfaction2 -.101 -.106 .144 .684 .318 -.096 .145
Job Satisfaction3 -.129 -.362 .160 .698 .222 .012 .063
Job Satisfaction4 -.107 -.300 .306 .622 .079 -.149 -.115
Job Satisfaction5 -.132 -.307 .316 .558 .100 -.151 -.147

OCB1 -.187 -.130 -.003 .245 .576 -.128 .079
OCB2 -.127 .010 .050 .337 .667 .128 -.015
OCB3 .032 -.079 .177 .012 .791 -.089 .047
OCB4 -.082 -.146 .130 .065 .807 -.101 .104

Intent to leave1 .192 .704 -.292 -.260 -.109 .126 .089
Intent to leave2 .149 .720 -.298 -.219 -.099 .044 .070
Intent to leave3 .132 .799 -.144 -.188 -.075 .128 -.072
Intent to leave4 -.059 .693 .017 -.161 -.039 .142 -.071
Elgen value 8.887 3.287 2.238 1.785 1.489 1.278 1.093
% Variance 29.632 10.956 7.461 5.948 4.962 4.260 3.643
Cumulative % 29.623 40.597 48.049 53.989 58.951 63.211 66.854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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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1) Role
Ambiguity
2)Role Conflict .445**

3) Workload -.269** -.181**

4) Organizational
Commitment

-.375** -.329** -.377**

5) Job
Satisfaction

-.367** -.368** -.455** .673**

6) OCB -.251** -.183** -.299** .458** .450**

7) Intent to leave .309** .335** .297** -.563** -.68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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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4.3 가설검정 결과
4.1.1 조직유효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 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

분석방법(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하였

고,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월소득의 5개의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위계적회귀분

석을한결과가 <Table 5>의 <1단계>와 <2단계>에제

시되어있다. 이 표에서 <1단계>는각종속변수에 5개의

통제변수들을 회귀한 결과이고, <2단계>는 통제변수들

에 덧붙여 3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을 추가하여 종속

변수에 회귀한 결과이다.

우선 <Table 5>에서직무만족에대한 <1단계>와 <2

단계>분석결과를보면, <1단계>에서 5개의통제변수가

직무만족 변이의 4.0%를 설명하고 있으며, .05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개별회귀계수들의유의도를살펴보면, 근속

연수(β=-.024, p<.05)변수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월소득(β=.001, p<.01)변수가 직

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변수

에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을 추가로 회귀한 <2단

계> 분석결과를 보면,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30.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유의미하다. 직무만족에대한개별직

무스트레스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할모호성(β

=-.193, p<.01), 역할갈등(β=-.202, p<.01), 및 업무량(β

=-.348, p<.01)의 세 변수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5개의 통제변수가

조직시민행위 변이의 2.6%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05

수준에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세개의직무스트레스변수들을추가로회귀한 <2단계>

분석결과를 보면,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이 조직

시민행위 변이의 11.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개

별직무스트레스변수들의영향을살펴보면, 역할모호성

(β=-.163, p<.01), 역할갈등(β=-.121, p<.05), 및 업무량(β

=-.155, p<.01)의세변수모두조직시민행위에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5개의 통제변수가 이

직의도변이를 4.0%를설명하고있으며, 이는 .05 수준에

서 유의미하다. 개별 회귀계수들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월소득(β=-.001, p<.01)변수가조직시민행위에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제변수에 세 개의 직무스트

레스변수들을추가로회귀한 <2단계>분석결과를보면,

세 개의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이 이직의도 변이의 17.4%

를추가적으로설명하고있으며, 이는 .01 수준에서유의

미하다. 이직의도에 대한 개별 직무스트레스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역할모호성(β=.172, p<.05), 역할갈등

(β=.227, p<.01), 및 업무량(β=.233, p<.01)의 세 변수 모

두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2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직몰입변수가직무스트레스와조직유효성간의관

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Table 5>의 <3단

계>와 <4단계>에제시되어있다. 이 표에서 <3단계>는

<Table 5>에 제시된 <2단계> 모형에 조직몰입 변수를

추가하여회귀분석한결과이고, <4단계>는세개의직무

스트레스 변수들과 조직몰입 간의 곱으로 만들어진 3개

의 상호작용항들을 <3단계>에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

과이다.

우선 <Table 5>에서직무만족에대한조절효과분석

결과인 <3단계>및 <4단계>를보면, <3단계>에서조직

몰입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직무만족의 변이가 19.8%를

추가로 설명되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직무만

족에 대한 조직몰입의 영향을 살펴보면, 조직몰입(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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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p<.01)은 .01 수준에서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3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가된 <4단계>

를 보면, 상호작용항들이 직무만족 변이의 3.7%를 추가

로설명하며, 이는 .01 수준에서유의미하다. 이것은조절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상

호작용항들을 살펴보면, 역할모호성*조직몰입(β=.163,

p<.05)과 업무량*조직몰입(β=.202, p<.01)의 두 상호작용

항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시민행위에 대한 조절효과의 분석결과

인 <3단계>및 <4단계>를보면, <3단계>에서조직몰입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조직시민행위의 변이가 11.3%를

추가로 설명되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조직몰입(β=.306, p<.01)은 .01 수준에서조직시민행위에

유의미한정의영향을미친다. 3개의 상호작용항들이 추

가된 <4단계>를보면, 상호작용항들이조직시민행위변

이의 2.6%를추가로설명하며, 이는 .05 수준에서유의미

하다. 이것은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체적으로개별상호작용항들을살펴보면, 역할모호성*조

직몰입(β=.194, p<.01)과역할갈등*조직몰입(β=.162, p<.05)

두 상호작용항이 조직시민행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조절효과의 분석결과인

<3단계>및 <4단계>를보면, <3단계>에서조직몰입변

수가추가되었을때이직의도변이가 16.5%를추가로설

명되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직의도

(β=.515, p<.01)는 .01 수준에서유의미한부의영향을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3개의상호작용항들이추가된 <4

Variables
Dependent=Job Satisfaction Dependent=OCB Dependent=Intent to leave
B Beta t B Beta t B Beta t

step
1

control variables
Constant 3.294 　 11.265 3.214 　 13.479 2.043 　 6.265
Sex1) -.050 -.024 -.357 .134 .078 1.164 -.009 -.004 -.058
Age -.003 -.026 -.247 .007 .085 .818 .022 .183 1.760*

Education2) -.077 -.055 -.691 -.100 -.089 -1.106 .146 .094 1.175
Tenure -.024 -.167 -2.119* -.013 -.113 -1.420 .012 .074 .935
Income .001 .249 2.628** .000 .120 1.256 -.001 -.253 -2.664**

 
.040*
F=2.215

.026
F=1.397

.040*
F=2.216

step
2

Job Stress
Role Ambiguity -.193 -.194 -3.251** -.163 -.203 -3.034** .172 .155 2.380*
Role Conflict -.202 -.205 -3.482** -.121 -.152 -2.223* .227 .207 3.207**
Workload -.348 -.366 -6.576** -.155 -.221 -3.658** .233 .220 3.616**

 
.302**
F=16.469

.117**
F=5.318

.174**
F=8.608

step
3

Moderating
variables
Organizational
Commitment

.515 .520 10.424** .306 .381 6.191** -.524 -.474 -8.182

 
.198**
F=108.665

.113**
F=38.331

.165**
F=66.947

step
4

interaction terms
Ambiguity*
Commitment

.163 .116 1.774* .194 .171 2.659** -.199 -.128 -1.794*

Conflict*Commitment -.128 -.089 -1.388 .162 .139 2.177* -.077 -.048 -.706
Workload*
Commitment

.202 .165 2.700** -.011 -.012 -.203 -.182 -.133 -2.067*

 
.037**
F=4.289

.026*
F=3.038

.030*
F=3.063

 
.576**
F=24.980

.282**
F=8.195

.408**
F=12.930

1)male=1, female=0, 2)graduate=1, college=0
* p<.05, ** p<.01

<Table 5>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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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보면, 상호작용항들이 이직의도 변이의 3.0%를

추가로 설명하며, 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것은

조절효과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개별

상호작용항들을 살펴보면, 역할모호성*조직몰입(β=-.199,

p<.05)과 업무량*조직몰입(β=-.182, p<.05)두 상호작용

항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조절효과의 분석결과인

<3단계>및 <4단계>를보면, <3단계>에서조직몰입변

수가추가되었을때이직의도변이가 16.5%를추가로설

명되며, 이는 .01 수준에서유의미하다. 그리고 이직의도

(β=.515, p<.01)는 .01 수준에서유의미한부의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상호작용

항들이추가된 <4단계>를보면, 상호작용항들이이직

의도변이의 3.0%를추가로설명하며, 이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다. 이것은조절효과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

다. 구체적으로개별상호작용항들을살펴보면, 역할모호

성*조직몰입(β=-.199, p<.05)과 업무량*조직몰입(β

=-.182, p<.05)두 상호작용항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

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스트레스-조직유효성 간의 관

계에서조직몰입의조절역할을탐구하는데그목적이있

었다. 이를 위해서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263명의 사

회복지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

는구조화된질문지를사용하였으며, 위계적회귀분석방

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근거하여본연구는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들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 모두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이직의도

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

으로역할모호성, 역할갈등및업무량이사회복지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1.1과 가설1.2는 지지되었으며, 또한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및 업무량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에 정적

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가설 1.3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 연구문헌들의 주장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1,6,40,56,54,55].

둘째, 조직몰입의 조절역할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되

는 완충효과 입장과 역완충효과 입장이 있다. 본 연구결

과는조직몰입수준이높을수록역할모호성및업무량이

직무만족에미치는해로운영향, 역할모호성과역할갈등

이 조직시민행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그리고 역할모

호성과업무량이이직의도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감소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변수들인 직무만족, 조직시

민행위및이직의도간의관계에서조직몰입이조절역할

을 할 것이라는 가설2.1, 가설2.2, 가설2.3은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이러한결과는조직몰입이직무스트레스가조

직유효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완충효

과주장[16,61]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조직몰입

에대한선행연구들은조직몰입을주로결과변수나매개

변수, 혹은독립변수로탐구해왔으며, 조직몰입의조절역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조절변수로서의 조직몰입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과 직무만

족, 업무량과조직시민행위, 그리고역할갈등과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의 조직몰입의 조절역할을 발견하지 못하

였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존재여부가직무스트레스변수와조직유효성변수의특

성에따라서달리나타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한편 조직몰입의

조절역할에대한정교한이론적작업화가수행될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사회복지시설의서비스의질적향상과

이를 통한 조직유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사회복지사들의

관리를위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준다. 우선, 직무스

트레스의 세 차원인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직무만족

과조직시민행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반면에이직의

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업무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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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절차나업무완수에필요한정보가결여되어있을

때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발생하고, 업무량은역할수행자에게요구하는대처능

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유효성에 대한 직

무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규정이나 업무분장의 점검 및 그에 근거한 직무재설계,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구성원들간의

원활한의사소통체계의구축등방법을통해서직무스트

레스 유발요인들을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편, 조직몰입이비록부분적이긴하지만직무스트레

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위의 증대나 이직의도의 감소에도 직접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들은 일

반조직들과는 상이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복지요구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

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시설관리자들은사회복지사들

의처한근무환경과근로조건의제반문제점들을정확하

게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애착과헌신을높이려는노력을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향후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사항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측정지표로직무만족, 조직시민행위및이직

이도의 세 인적자원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세 변수들 이외에도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사기,

잔류의도, 조직성과 등의 다른 정성적인 조직유효성 측

정지표들도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정성적인조직유효성측정지표들

만 사용했는데, 정량적인 조직유효성 지표들도 있다. 따

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 측정지표로서 이러한

변수들의사용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사회복지사들이겪는직무스트레스의

영향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직무스트레스는사회복

지사들이 조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레스를포함한다양한유형의조직스트레스의영향을탐

구할필요가있으며, 아울러다양한유형의스트레스-결

과간관계에서조직몰입의조절역할을추가적으로검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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