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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
며, 조직지원인식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 과중,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조직에 보다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요인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P시와 U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해,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직지원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몰입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organizational fairness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Social welfare officials have tried to find out what factors can be more adapted to the organization 
and immerse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as overwork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re becoming a 
problem. As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72 social 
welfare officials in P and U citie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organizational fairnes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dministrativ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organizational 
adaptation and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were presented.
Key Words : social welfare officials, organizational justice,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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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제공에 있어 핵심인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지가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대
응하고자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관
리와 수요의 대응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내 지
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저소득, 빈부 격차 등)들과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고령화 가속, 재난, 환경 및 인권 
문제 등)들에 대한 복지 욕구를 대응하기 급급해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은 오히려 폭증하는 업무 및 대민 스트레스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경
기도 용인, 성남, 충남 논산, 울산 중구)이 이슈가 되었는
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자살하였
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체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박만
원 외[1]; 주재현 외[2]). 실제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자살충동, 이직경험 등에 관한 연구
와 자료를 살펴보면, 박승택[3], 한국사회복지사협회[4], 
강길현[5] 등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우울, 자살충동, 이직경험 등이 심각하다는 것
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의 열악함, 승진체계
의 불충분, 충분하지 못한 보수체계, 과중한 업무부담 및 
자율성 부족[6]등에 대한 원인은 대체로 개인적,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는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의 목적을 저해하고, 효
과성을 낮출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이 속한 조직에 초점을 맞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
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자신들의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조직에 대한 보상, 
평가, 의사결정 등이 얼마나 공정한지 인식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즉, 조직이 공정하면 공정할수록 조직의 효율
성과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업무, 태도 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는 다양한데, 특히, Masalch & Leiter[7]은 
사회복지조직의 공정성 부재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며 복지 대상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Weinbach[8]는 효율성 못지않
게 형평성과 공정성이 사회복지조직에도 강조되어야 한

다고 말하였다[9].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속한 조직
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직들은 정부 및 공무원 조직으로 사회의 다양한 조
직들 중 대체로 위계적 구조와 타율적인 업무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조직구성원들
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 및 절차, 업무 프로세스, 구
조 등을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직몰입도가 높다고 말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다소 다른 양상을 가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본 연구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겪고 있는 
문제(업무과중, 스트레스, 우울 등)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고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공정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어떤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에는 차이가 있
는가?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
원인식, 조직몰입의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의 관계
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
섯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P시와 U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조직지원인식을 어떤 매개
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조
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의 운
영, 임금, 구조 등 전반적인 조직 내 제도에 대해 공정하
다 생각하는 정도로써 조직의 성과나 효과성을 대표하는 
다른 변수(조직몰입, 직무열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이다.

조직공정성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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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존재한다. 먼저, 
분배공정성은 Homans[10]에 도입되고 Adams[11]의 
형평이론에서 정교화된 것으로[9],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
상의 크기 즉 임금, 승진 등의 보상이 얼마나 적절하고 
고르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절차공정
성은 분배공정성의 보상이라는 결과이기보다는 임금, 승
진 등의 결정에 다다르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
명하고, 정확하며, 대표적인지 등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 있어서 상
호작용, 의사소통에 대해 초점을 맞춘 공정성으로 조직절
차의 시행에 있어 상사와 부하 간의 의사소통에서 발생
하는 압력, 압박 등이 아닌 공정한 대우 등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또한, 조직몰입은 조직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에서 활
발히 활용되는 개념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이룬다는 효과
성의 측면에서 조직구성원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얼마나 
애착감, 소속감, 노력 등을 가지고 조직의 업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는 가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몰입
의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Meyer & Allen[12]의 정의가 
있는데, 조직의 비전,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조직과 업
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헌신정도라고 규정한다[14]. 기
존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조직몰입은 대체로 5가지 정
도로(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근속몰입, 가치몰입 등) 구
분(Angle & Perry[14]; Meyer & Allen[15])한다.

이러한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을 다룬 다양한 연구에
서는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업무태도, 조직몰입 등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분배공정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 영향과 이직률을 낮춘다는 연구[16], 조직공정성은 
임금만족과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 등에도 긍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종욱·류철[17]; 최
소연[18]; 최승호[19]).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적 관료제 
조직인 정부의 공무원 조직에 속해 각종 정부의 지침 등
으로 인해 타율적이며, 위계적인 형태의 조직에 속해있
다. 즉, 공무원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 분배구조, 관
료제 구조 등으로 인해서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등과는 다른 양상이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1. 조직공정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2 조직지원인식과 조직공정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의 

기여와 안녕 등에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일
반적인 믿음으로[20], Eisenberger et al[21]이 조직이 
조직구성원의 공로에 가치를 부여하고, 복지에 관심을 가
진다고 믿는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믿음이라고 정의하
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Kottke & 
Sharafinski[22]는 조직이라는 구조나 환경보다는 직접
적으로 구성원의 업무, 태도,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지원인식으로 개념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조직지원인식은 특히,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설명되는
데, 하나의 객체가 다른 하나의 객체에 호의를 제공받는
다고 인식하면 제공받은 호의를 되갚으려는 의무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유희경 외[23]; 노수정[24]). 즉, 조직구
성원이 느끼는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의 호의적인 대우들
(보상, 승진, 복지 등)에 대한 믿음이자, 호의적인 대우에 
따라 이를 되갚으려는 의무감(기여도, 노력, 몰입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이 
조직구성원에게 지속적인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결
정하고, 공정한 절차와 분배가 이뤄진다면, 조직구성원은 
오히려 조직이 원활하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
호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Hutchison 
& Garstak[25]; Schroth & Shah[26]; 고영진·임정훈
[27]). 아울러,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임
금, 복지, 승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조직지원인식
은 결국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애착감,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도 다양한 선행연구
에서 보고되고 있다. 노수정[24]의 연구는 호텔조리사의 
조직공정성 인식(절차,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직시
민행동 사이에서 조직지원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은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이 모두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2. 조직공정성은 조직지원인식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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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조직지원인식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서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조
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이며, 이에 조직지원인식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기존의 선행연구(Hutchison & Garstak[25]; 
Schroth & Shah[26]; 서재현[16]; 고종욱·류철[17]; 최
소연[18]; 최승호[19]; 고영진·임정훈[27]; 노수정[24])들
은 조직공정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배공정성, 절차공정
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하여 각각의 변수를 가지고 조직
몰입이나, 직무열의 등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별성을 가지고 
이러한 세분화된 공정성 변수를 조직공정성이란 하나의 
통합된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 있어서 변수는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누어 영향력을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의 영향력들을 다루다
보면, 전체적인 영향력을 간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하나의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측
면에서와 이를 세분화한 부분에서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환경,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분화시켜 영향력을 
보기보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전체적인 조
직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통합된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3.2 연구대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조직지

원인식의 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으
로는 경기도의 P시와 U시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172명이다. P시와 U시의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11
일까지 총 21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185부
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으로 표
기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2부를 활용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 male 58(33.7)

female 114(66.3)

age
20-29 26(15.1)
30-39 88(51.2)
40-49 43(25.0)
50≤ 15(8.7)

working area P si 88(51.2)
U si 84(48.8)

working period
(years)

1-4 61(35.5)
5-9 60(34.9)
10≤ 51(29.7)

job grade
6≤ 24(13.9)
7 64(37.2)
8 53(30.8)
9 31(18.0)

working department metropolitan government 80(46.5)
street level 92(53.5)

social worker 
qualification

1 77(44.8)
2 74(43.0)

non 21(12.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172) 

3.3 연구도구 
3.3.1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imon과 Lam[28], 

정우열과 이수창[29]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공정성 
변인을 토대로 김성훈[30]이 제작한 조직공정성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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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1]. 이 척도는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
작용공정성의 3개 하위요인과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공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조직공정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2와 
같다. 

3.3.2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hore와 Shore 

[31], 정우열과 이수창[29]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지
원인식 변인을 토대로 김성훈[30]이 제작한 조직지원인
식 척도를 사용하였다[1]. 이 척도는 재량적 보상 지원, 
관리자 구성원 몰입, 구성원 역할 조직 신뢰의 3개 하위
요인과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지원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지원인
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s
(sub-variables) Number Cronbach's α

OJ1) 13 .94
(d)2) 5 .89
(p)3) 4 .87
(i)4) 4 .85
OS5) 11 .93
(d)6) 3 .80
(m)7) 4 .88
(r)8) 4 .83
OC9)9)9) 5 .85

1) organizational justice
2) distributive
3) procedural
4) interactional
5) organizational support
6) discretionary compensation support
7) mamager-members commitment
8) role of members organizational trust
9) organizational commitment 

Table 2. Reliability of variables     (N=172)

3.3.3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Allen과 Meyer[31]가 

개발한 조직몰입 척도를 권슬기[32]가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2]. 이 척도는 5점 리커트식으로 평정되며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몰입 척도
의 신뢰도 계수는 Table 2와 같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
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계수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증, F검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다섯째, 연구문제 3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연구문에 4
를 위하여 단계적 선택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일곱째, 연구문제 5를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33]의 매개효과 검증절차1)를 실시하
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공정성,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의 차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
성,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조직공정성은 직급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p<.05), scheffe 검증 결과 특정 집단 간
의 차이는 없었다. 조직지원인식은 근속년수(p<.01)와 직
급(p<.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scheffe 검증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속년수
가 1-4년인 경우 5-9년, 10년 이상 보다, 직급이 9급인 
경우가 8,7,6급 이상 보다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았
다.또한 조직몰입의 수준은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5), scheffe 검증 결과 직급이 9급인 경우가 
8,7,6급 이상 보다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았다. 

반면, 성별, 연령, 근무지역, 근속년수, 근무부서와 사
회복지사 자격증에 따른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과 조
직몰입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Baron과 Kenny[33]는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3개의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독립, 매개, 종속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매개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해야한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가설의 경우에도 3단계를 적용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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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variables) M SD

OJ 2.93 .56
(d) 2.93 .61
(p) 2.88 .62
(i) 2.99 .63
OS 3.10 .61
(d) 3.12 .66
(m) 3.06 .67
(r) 3.12 .66
OC 3.25 .61

Table 4. Level of organizational justice(OJ), organizational 
support(O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OC)

(N=172)

4.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
    식과 조직몰입의 수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의 수준은 Table 4와 같다. 

전체 평균은 조직몰이 3.25(SD=.61)로 가장 높았고, 
조직지원인식 3.10 (SD=.61), 조직공정성 2.93(SD=.56)

순이었다. 하위 요인들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조직몰입이 
3.25 (SD=.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직지원인식 
중 재량적 보상지원과 구성원역할 조직신뢰 요인이 평균 
3.12(SD=.66)이었고,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 요인이 
평균 2.88(SD=.62)로 가장 낮았다. 5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조직공정성 전체와 하위요인들은 모두 보통 수준 이
하로 나타났다. 

4.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
    식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은 
.64∼.76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구체
적으로 조직공정성은 조직지원인식(r= .76, p<.001), 조
직몰입(r=.64, p<.001)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몰입(r=.74, p<.001)간에도 정적상관이 있었
다. 즉,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아지고,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Characte-
ristics Categories n(%) OJ t/F(scheffe) OS t/F(scheffe) OC t/F(scheffe)M SD M SD M SD
sex male 58(33.7) 2.94 .56 .20 3.13 .54 .58 3.27 .55 .22female 114(66.3) 2.92 .56 3.07 .64 3.24 .63

age
20-29 26(15.1) 3.01 .58

1.54
3.09 .67

1.44
3.15 .74

1.4330-39 88(51.2) 2.90 .55 3.07 .62 3.20 .59
40-49 43(25.0) 2.87 .51 3.05 .54 3.34 .60
50≤ 15(8.7) 3.19 .68 3.41 .56 3.47 .43

working area P si 88(51.2) 2.93 .54 -.01 3.09 .57 -.24 3.30 .57 1.08U si 84(48.8) 2.94 .59 3.11 .65 3.20 .65
working 
period
(years)

1-4(a) 61(35.5) 3.05 .54
2.27

3.28 .64
5.53**(a>b,c)

3.35 .64
2.745-9(b) 60(34.9) 2.84 .63 2.92 .69 3.11 .65

10≤(c) 51(29.7) 2.91 .48 3.09 .38 3.31 .47

job grade
6≤(a) 24(13.9) 3.12 .44

3.94*

3.19 .44
5.54**(a,b,c<d

3.35 .52
3.35*(a,b,c<d)7(b) 64(37.2) 2.86 .55 3.02 .54 3.25 .52

8(c) 53(30.8) 2.81 .60 2.93 .70 3.08 .71
9(d) 31(18.0) 3.15 .51 3.45 .56 3.48 .57

working 
department

metropolitan 
government 80(46.5) 2.92 .59 -.38 3.08 .64 -.41 3.19 .66 -1.24
street level 92(53.5) 2.95 .53 3.11 .59 3.30 .59

social worker 
qualification

1 77(44.8) 2.99 .47
.80

3.17 .52
.95

3.35 .52
2.392 74(43.0) 2.88 .59 3.03 .63 3.21 .63

non 21(12.2) 2.91 .76 3.07 .81 3.05 .78
*p<.05, **p<.01

Table 3. Differences of organizational justice(OJ), organizational supportO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OC)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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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r. OJ OJ
(d)

OJ
(p)

OJ
(i) OS OS

(d)
OS
(m)

OS
(r) OC

OJ 1.00
OJ
(d) .92*** 1.00
OJ
(p) .90*** .75*** 1.00
OJ
(i) .88*** .70*** .71*** 1.00
OS .76*** .66*** .69*** .71*** 1.00
OS
(d) .64*** .55*** .56*** .62*** .88*** 1.00
OS
(m) .74*** .67*** .69*** .66*** .94*** .76*** 1.00
OS
(r) .70*** .60*** .63*** .66*** .93*** .72*** .82*** 1.00
OC .64*** .56*** .58*** .58*** .74*** .62*** .71*** .70*** 1.00

 ***p<.001

Table 5.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72)

하위요인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조직공정성은 조직지
원인식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들과 .64∼.76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식할
수록 재량적 보상지원과 관리자와 구성원의 몰입, 구성원
의 역할 조직신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하위요인들과 
.66∼76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조직
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
호작용공정성의 인식과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의 
하위요인들과 .56∼.74의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배
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인식과 재량적 보
상지원, 관리자와 구성원의 몰입, 구성원의 역할 조직신
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
    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의 하
위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과 조
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의 하위요인인 재량적 보상 지
원, 관리자 구성원 몰입, 구성원 역할 조직 신뢰 요인 중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선택방식(stepwise)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변수 중 조직공정성과 조직
지원인식의 2개 변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07.45, p<.001).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인식의 설
명력은 56%정도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조직지원인식이 
55%로 조직몰입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고, 조직공정성이 
첨가됩으로써 1%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56%의 설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DV1) IV2) B β t R2
(R2ch) F

OC
(const) 4.13

107.45***OS .27 .60 7.72*** .55
OJ .07 .18 2.27* .56

(.01)
Durbin-Watson= 1.936

*p<.05, ***p<.001
1) dependent variable
2 independent variable

Table 6.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OJ) and 
organizational support(O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OC)      (N=172)

4.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를 실시한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조직공정성
은 매개변인인 조직지원인식에 대해 58%의 설명력을 가
지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6, 
p<.001). 다음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조직공정성은 종속
변인인 조직몰입에 대해 41%의 영향력을 가지고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4, p<.001). 

step IV DV B β t R2 F
1 OJ OS .70 .76 15.17*** .58 230.08***

2 OJ OC .27 .64 10.75*** .41 115.58***

3 OJ OC .07 .18 2.27*
.56 107.45***

OS .27 .60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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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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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조직공정성과 매개
변인인 조직지원인식은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은 조직지원인식을 부분매개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Fig. 2. Mediation model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
한 결과(Table 8), 간접효과크기는 .19(z=6.9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athway of Mediated Effect Indirect Effect z
OJ→OS→OC .19 6.94***

***p<.001

Table 8. Result of Sobel test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

성이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이에 조직지원인식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 P시와 U시에서 근무하
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7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
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느끼는 
조직공정성의 수준은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3
점보다 낮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
적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조직공정성은 조직지원인
식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부
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에는 다소 조직의 분위기와 구조가 위계적 조직에 타율

적인 업무구조 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양상을 가질 가능
성이 존재할 수도 있었으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Hutchison & Garstak[25]; 
Schroth & Shah[26]; 서재현[16]; 고종욱·류철[17]; 최
소연[18]; 최승호[19]; 고영진·임정훈[27]; 노수정[24])들
과의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타나,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의 경우에도 조직이 보다 공정할수록, 조직지원인식
이 있을수록 보다 더 조직에 몰입한다고 할 수 있다. 아
울러, 본 연구는 조직공정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에 따라 
기존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의 영향력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연구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스
트레스, 우울, 자살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사점
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도 조직공정성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느끼는 조직공정성의 수준은 보통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조직 내 분배, 절차, 상호작용공정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
요하면서도 조직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
식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
스와 보상 및 승진체계 규정은 정부의 일반공무원과 유
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업무와 전문성은 일반공무원과 다소 다른 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정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와 보상 및 승진체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에 있어
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조직몰입인 조직에 대한 애착, 소속감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속한 행정복지센
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 

Hypothesis Whether 
to adopt

1 Organizational fairness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doption

2 Organizational fairness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Adoption

3 Organizational support will have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doption

4
Organizational support will have a positive (+)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fair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doption

Table 9. Hypothesis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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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기제들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위계적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및 경직된 보상 및 승진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의 분위기 및 구조와는 다
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고, 실
제 취약계층 등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문제
와 업무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조직공정성
에 대해 보통 이하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 규정
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어려움
이 있는 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는 센터 내에서 
전반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몰
입을 높일 수 있는 공정성 제고 노력을 시행하면서, 개개
인에게는 지원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이뤄져
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
상을 경기도 U시와 P시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
의 보편성에 다소 무리가 있어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표본의 지역 대상을 증가하여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Baron과 Kenny[33]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와 Sobel test를 실시했지만, 각 변수
의 측정오차, 내·외생 잠재변수의 통제를 하지 못했다. 이
는 향후 AMOS의 구조방정식 및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측정오차 및 내·외생 잠재변
수의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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