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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협업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809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자율성과 협업, 그리고 직업만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전문적 자율성은 직업만족에 매개변인 없이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전문적 자율성은 협
업을 매개로 직업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만족을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자율성을 높이고, 협업을 촉진하는 제반 환경조성을 통해 궁극적으
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중심어 :∣전문적 자율성∣직업만족∣협업∣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mong 809 social workers in I city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ollabora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orkers. Moreover, the study 
has been assessed with resources and data to reliably attain the results. Accordingly, the data findings 
for the research was used with SPSS 25, to examine its frequency, correlation, regression,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Firstly,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autonomy, collaboration, and job 
satisfaction. Second, professional autonomy has directly influenced the social workers without the 
mediator variable on their job satisfaction. Lastly, the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autonomy had also 
shown decisive effects on the job satisfaction level.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need a sustainable strategy and advanced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autonomy to enhance and 
reform our current social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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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서비스는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

적 재량으로 표현되는 전문적 자율성을 통해 실천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런데 한국사회
의 사회복지 현장은 정부의 제도적 요소들이 일선 현장
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본래의 목적이
나 조직 본연의 소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실천의 책임성
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가 전개되어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적 사회복지 
또는 잔여적 사회복지 형태에 속한다. 해방 이후 극히 
짧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환경이 사회복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
로 냉전하에서의 반공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모토로 
하는 발전주의를 국시로 생각해왔다[2]. 이에 한국의 사
회복지는 사회적 진보에 의해 변화되었다기 보다는 정
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확장
되거나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3]. 즉 한국사회복지
의 역사적 전개는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리고 보
수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어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 정
책은 비공식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고, 개인의 
계약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4] 사
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은 사후대응의 성격을 갖는
다[5].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는 자산조사에 기초
한 선별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
한 지출구조를 갖는 낙후된 유형으로 분류된다[6]. 

이 같은 잔여적 사회복지에서 문제의 책임은 개인과 
가족이 떠맡고 마지막 상황에서야 보완적 기능으로 사
회복지가 수행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는 시민사회 안에 권리적 측면의 제도로서 자리매김하
고 있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탈락한 시민들을 지원하
는 보완적·대체적·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 자체의 고유한 위상이나 자율성을 
갖기 힘든 지위에 서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회복
지사는 사회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제체제를 구현하
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제한된 급여를 몇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를 지도점
검을 받아야 하는 메신저의 역할에 머물게 되며 한편에
서는 지역사회 공무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로 귀결
되는 것이다[7]. 

살펴본 바의 한국사회복지의 철학과 구조에서 사회
복지현장은 언제나 재원이 부족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 의
존적인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복지사는 하나의 의견그룹에 불과할 뿐, 
자율적인 권한부여와 실천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업
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
산집행과 평가자로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관계
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을 상하관계의 통제와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
이 실천의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
경을 만들게 되고, 결국 사회복지사는 직업에 대한 만
족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의 확보는 실천의 
성과뿐만 아니라 직업에서의 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11]. 관련
하여 업무환경의 경직성은 직무몰입의 동기를 저하시
키며[12], 역할과 직무의 모호성은 직업만족을 통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3]. 직업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문
적 자율성과 소명의식,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등이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는데, 이 가운데 전문적 태도가 직업에서의 만족에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전문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현실에서 실천가들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 
단순 직업인으로 복무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
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시킬 수 있다[14]. 

한편 사회복지실천에서 협업은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공동으로 찾는 동시에 실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할 수 
있다. 이에 다학제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협업은 실천의 성과를 담보하는 주요 변인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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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의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산물로 보
고되고 있다[15-17]. 

이상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협업 및 직업만족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자율성은 직업만족과 관계가 있으
며, 협업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사
회복지사의 직업만족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효과적이
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체계를 마
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
전문적 자율성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을 갖고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데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
가 자율성을 갖고 능동적이고 독자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어려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율성과 자율적인 재량을 갖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8][19].

무엇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에 의존된 구조는 
사업선정의 방식, 평가지표와 과정 등의 제도적 요인들
은 규제와 통제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20-22]. 이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이해보다는 정부의 요구사항에 우선적으로 대
응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자율성의 침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관료화 등을 가져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적 자율성은 전문가의 특권이자 전문가의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적 자율성

의 제한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직업만족은 직무자체, 임금, 상관 등 직무와 관
련된 요소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일련의 태도[23], 직업활
동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잘 만족시켜주
는 지에 대해 개인이 직업을 평가하거나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정적 상태
이며, 직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욕구 충
족의 정도[24][25]로 정의되고 있다. 정리하면 직업만
족은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 등의 종합적인 상태
로 직업활동에서의 과업, 조건, 동료관계, 승진, 물리적 
환경 등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감정반응이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직업만족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직업만
족을 직무만족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데 직업만족은 주어진 직무를 넘어서 직업활동 자체에 
관련된 일의 가치, 적성, 장래성 등이 포함[26]되어 형
성되는 산물로서 본인의 일이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제공해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다[27][28]. 
이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신념, 가치 등에 기초한 사
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은 직업만족과 보다 근본적
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설될 수 있다. 

직업만족을 결정짓는 직무관련요인으로는 자율성
[29]과 직무환경, 임금, 직무조화, 감독 등의 요인이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되고 있다[30]. 이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훌륭한 급여, 공정한 상사, 도전적인 일, 직
무수행과정에서의 자유, 직무수행 중 상사의 지나친 간
섭배제 등이 만족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31]. 또한 사
회복지 전문성 중 자율성에 대한 신념만이 직업에서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자율
성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3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자율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직업인
으로서의 만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복지 전문성의 증진, 서비스에 대한 내실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인정과 신뢰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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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실천과 협업
협업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며 상호작용하는 공동의 
과정으로 정의된다[34-4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은 그간 지적되
어 온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민관 거
버넌스, 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조를 마련하여 위계적
인 방식이 아니라 협력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중재 방
법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해결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협업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신뢰성과 상호의존성, 정보공
유, 공유된 목표와 책임 역할 등이 협업의 요인으로 주
목되고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7]. 이처럼 협업은 사회복지사가 효과
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며, 팀으로써 강한 유대감
을 제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41]. 

이상의 맥락에서 협업은 사회복지실천의 효과를 담
보하는 주요 변인인 동시에 직업만족에도 영향을 미치
는 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협업을 매개변인으
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42]에 따라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은 협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협업은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은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의 
관계에서 협업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모형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율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협업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의 모집단은 2019년 현재 I시 소재 사회복지시

설 528개소 종사자 3,400명이다. 528개 시설의 모집
단을 대상으로 비비례층화표집을 통해 225개소의 
1,693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는 2019년 5월
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809명이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 전문적 자율성
전문적 자율성의 측정도구는 Hall(1968)의 연구[43]

를 바탕으로 Anderson(1977)이 완성한 전문적 정체성 
척도 가운데 하위척도로 구성된 전문적 자율성[44]을 
사용하였다. 총 3문항이며 5점 척도이고 원척도의 
Cronbach’s 는 .755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703이다. 

2.2 매개변수 : 협업
협업의 측정도구는 진창남(2012)의 척도[45]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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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관계성과 소통, 신뢰와 정
보공유 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6문
항이며 5점 척도로 원척도의 Cronbach’s 는 .911이
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86이다. 

2.3 종속변수 : 직업만족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에서 사용한 직업만족과 관련된 총 19개의 항목
[46]을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4 통제변인 : 성, 연령, 경력, 학력, 보수만족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사회복지사들의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
별, 연령, 경력, 학력 그리고 보수만족(절대적 수준에서
의 만족도: ‘직무와 업무를 고려해서 적당하다’,  상대적 
수준에서의 만족도: ‘다른 유사직군 종사자들과 비교하
여 적당하다’)를 모형검증에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25.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회귀분석

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 및 백
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기
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가설인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협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의하여 3단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협업의 매개효과 검증은 Sobel의 
z-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무응답 제외)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38 29.4

여성 571 70.6

학력

고졸이하 37 4.6

전문대졸 213 26.6

4년제졸 445 55.6

대학원졸 105 13.1

항목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년) 24-65 40.61 10.66

경력(개월) 1-409 84.98 64.02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아래

의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전문적 자율성은 평균 
10.29, 직업만족은 60.77, 협업은 18.58로 중앙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전문적 
자율성 협업 직업

만족
전문적
자율성 3 18 10.29 2.49 -

협업 6 30 18.58 3.60 .143** -

직업
만족 37 90 60.77 8.82 .192** .422** -

** p<.01

한편, 변인들의 상관관계에서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
만족(r=.192, p<.01), 협업과 직업만족(r=.422, p <.01)
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전문
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업이 높을수록 직업만
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적 자율성은 
협업과 유의한 정적상관(r=.142, p <.01)로 나타나 전문
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협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과 
더 큰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37]. 

이에 따라 협업변인은 전문적 자율성(r=.143)과의 상
관보다 직업만족(r=.422)이 더 큰 상관이 있으므로 매
개변인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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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협
업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방법에 따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단계는 협업에 전문적 자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이다. 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R2=.063으로 약 6.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4.769, p<.001). 이
밖에 통제변인에서 절대적 수준에서의 보수만족도가 
높을수록(p<.05) 협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직업만족에 전문적 자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회귀모형은 R2=.189로 약 18.9%의 설명력을 보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16.000, p<.001). 
이밖에 통제변인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p<.01), 절대
적 수준의 보수만족도가 높을수록(p<.01), 상대적 수준
의 보수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직업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는 전문적 자율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협업이 직
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R2=.307로 약 30.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다(F=26.822, p<.001). 이
때, 매개변인인 협업을 포함하여 독립변인인 전문적 자
율성 역시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쳤다(p<.001). 이는 협
업이 직업만족을 완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
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통제변인에서 남성
에 비해 여성이(p<.01), 절대적 수준의 보수만족도가 
높을수록(p<.01), 상대적 수준의 보수만족도가 높을수
록(p<.001) 직업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단계별 영향분석

구분 변수명

모델 1
DV: 협업

모델 2
DV: 직업만족

모델 3
MV: 협업

DV: 직업만족
표준화
계수 t 값 표준화

계수 t 값 표준화
계수 t 값

- 상수항 - 13.893*** - 18.080*** - 12.104***

통제
변인

성별1) -.023 -.608 .110 2.979** .115 3.346**

연령 .034 .727 .075 1.664 .052 1.236

경력 -.052 -1.140 -.032 -.710 -.005 -.117

학
력
2)

고졸 -.011 -.262 -.008 -.205 -.002 -.049

2년제졸 .016 .266 -.019 -.331 -.020 -.375

4년제졸 .027 .445 .000 .008 -.004 -.073
보
수
만
족

절대적 
수준 .120 2.150* .200 3.712*** .144 2.832**

상대적 
수준 .071 1.263 .189 3.469** .173 3.384**

독립
변인

전문적
자율성 .172 4.388*** .192 5.101*** .136 3.815***

매개
변인 협업 - - - - .357 10.221***

R2

F 값
.063

4.769***(df=9)
.189

16.000***(df=9)
.307

26.822***(df=10)
*p<.05, ** p<.01, *** p<.001
1)2)성별과 학력은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음.
 (준거집단: 성별의 경우 남성, 학력의 경우 고졸)

4. 협업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협업에 영향을 미치고 협업이 직업만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은전문
적 자율성과 직업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obel 
z-test를 실시하였으며, 협업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업이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Sobel z-test 검증

경로 a(SEa) b(SEb) Zab

전문적 자율성→협업→직업만족 
(협업의 매개효과) .248(.056) .878(.086) 4.063***

*** p<.001
5)매개효과 검증에 필요한 비표준화계수의 B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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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직업만족
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영향 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I지역의 사회복지사 
809명을 대상으로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 및 협업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자율성
과 협업 그리고 직업만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에 대한 협업의 직접적
인 매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과 관련한 요인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전문적 자율성은 직업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적 자율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협업의 수준이 높은 경우 직업만족이 
높았다. 이는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과의 관계에서 
협업의 매개효과로, 협업이 직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완충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들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새롭게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보
수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의 전
문적 자율성 보장을 통한 실천활동이 직업만족에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직업만족을 직접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마
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자율
성을 개인 또는 기관 역량이나 자유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과 시스템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잔여적 사회
복지에 위치지어지는 한국적 실천의 토양에서 사회복
지사의 전문적 자율성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틀과 시스

템의 실제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 또는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철학과 실천에서 맥락변
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협업은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만족의 영향관계
에서 매개변수로 확인되어 협업이 매개될 때, 전문적 
자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협
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앞서 언급
한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마
련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
업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 향상에 실질적
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협업과 사회복지사의 직업만족과의 관계
를 밝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관계를 검증한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
구에서의 협업은 관련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협력, 접
촉, 공유 등에 국한되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다루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전문적 자율성과 직업
만족 간의 관계에서 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
히 다양한 형태의 협업 가운데 앞의 제언과 같은 맥락
에서 보편적 사회복지로의 토대를 갖춘 강한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협업
이 필수적이다. 즉, 현재의 사회복지토양을 바꾸는 맥락
변화의 실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급한 바
의 지역주민간 협업을 비롯하여, 기관 내 또는 기간 외 
동료와의 협업, 민관협업 등 다양한 협업의 유형을 세
분화하여 유형별로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
지현장에 미치는 장기산물을 분석하고, 협업이 실질적
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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