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자립생활운동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장애인들의 시

민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1962년 버클

리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자립생활운동의 아버지

로 불리는 Edward Roberts는 자립생활 운동을 ‘차별

과 분리에 대항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능력과 권리에 대한 확인’ 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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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국 108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직무소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

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을 경

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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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mpowerment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burnout of workers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workers in 108 centers. Finding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ed. First, we found that self-efficacy as well as empowerment had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Second, we found that empowerment had negative effect on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And finally, we foun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between self-efficacy and 

job burnout of workers in cente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pecific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reduce job burnout of workers in independent living support center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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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장애인복지정책 및 연구에 방행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이해되어 자립생활운동은 재화서비스와 

대비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기본 철학이 되었다[1]. 자

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변자적 기

능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동료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주택서비스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

들이다[2]. 이처럼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업무부담의 과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소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서해정 외(2014)는 전국

의 162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

하였는데, 소장은 평균 188만원, 국장은 평균 176만원, 

팀장은 평균 154만원, 행정인력과 동료상담가는 각각 

134만원으로 나타났다[3]. 이는 센터 종사자의 근무여건

과 처우가 매우 열악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소진은 종사자 개인의 우울감을 높여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4],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서비스의 질과 전문직의 효율성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종사자의 태만, 

결근,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5]. 특히 처우가 좋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

자의 경우에는 소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진은 개인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생기

는 것으로[6],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

트레스에 대한 불안과 긴장 등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개인이 지닌 통제감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

는 역할을 한다[7].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저하되면 조

직의 구성원들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에 대처하기 힘들어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

적으로 소진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탈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8]. 소진은 또한 임파워먼트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임파워먼트가 높

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업무에 대한 피로

감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직무소진을 상대적으

로 적게 느낄 수 있다. 조복순(2020)은 임파워먼트가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9]. 임파워먼

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감이 있을 경

우 높아질 수 있는데, 즉,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권승숙, 송선희

(2012)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상의 논증을 토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의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

다. 사실 장애인자립생활과 자립생활센터의 중요한 역

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

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를 매

개변인으로 투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따른 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임파워먼

트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 

먼저 직무소진의 개념을 살펴보면, 직무소진이란 고

객중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

나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의 증상을 뜻

한다[1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어떠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

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살펴

보았다. 남길우(2014)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학 전공여

부, 직장소재지, 소명의식, 자율성, 직무요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혜경, 정재엽

(2016)은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하부요인 중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관계갈등, 직무불안정의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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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소진도 증가함을 밝혔다[13]. 김우호(2017)

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연소득, 근무경력, 직무요구, 직무자원,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직무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손인봉, 김동기, 김승태(2013)

의 연구가 있다[15]. 

2.2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간의 관계 

우선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살펴보면, 임파워먼트란 

개인, 관계, 환경의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인

지상태이며, 이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 일에 대한 

영향력, 일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작, 통제능력, 일을 

수행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16]. 이러한 임파워

먼트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경우 높아질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선행연구들[17,18]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임

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불안이나 공

포는 감소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어[13], 상

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되며, 직무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직무를 수행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

에 개인 스스로 직무소진을 예방하고 낮추는 내적기제

가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8]. 이상의 논증을 토대로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

을 함을 짐작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여러 연구들

[8,14,20]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소진은 임파워먼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높은 사람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또 비

록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고 극복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임파워먼트가 낮은 사람에 비해 직무

소진의 정도가 낮을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는 직무소

진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임파워먼트가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9, 21]에 의해서도 입증된 바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고, 임파워먼트와 직무소진 사

이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직무

소진 사이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임파워먼트라는 변인이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자기효능감, 임파워

먼트, 직무소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

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

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다음의 Fig. 1에 제시하였다. 

Job Burnout

Control Variable : Gender, Age, Disability Status, 

Health Status, Length of Service 

Sellf-efficacy

Empowerment

Fig. 1. Research Model1)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

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서베이 조사에 앞서서 6개소의 기관에 서면자문

을 받았으며, 내용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조사

(pre-test)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하였

1)독립변수와 5개의 통제변수 사이에 공분산처리를 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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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정작업을 거친 뒤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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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의 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

월 29일까지였다. 회수된 248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

로 응답한 1부를 제외한 총 247부의 설문지 중에서 성

별에 응답하지 않은 1명, 장애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10

명을 제외한 236명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직무소진에 각각 

응답하지 않은 8명, 연령에 응답하지 않은 9명, 건강상

태에 응답하지 않은 10명, 그리고 재직일수에 응답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EM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3.3 변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직무소진으로, 

Wharton(1993)과  Maslach(1982)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

인(감정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으로 되어 있으며,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각 지표들을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Cronbach’s a = .787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매개변수

는 임파워먼트로, Thomas., & Velthous(1990) 가 정

의한 임파워먼트 4개의 하위개념을 Spreitzer(1995)가 

검증한 도구를 김혜진(2004)의 연구에서 사회복지관에 

맞도록 수정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

향력)으로 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

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을 합산한 값

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

석결과, Cronbach’s a = .918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

립변수는 자기효능감으로 Sherer et al.(1982)이 개발

한 척도로 10개의 영역별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을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뜻한다.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Cronbach’s a = .894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장애여부, 

건강상태, 재직일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

성=0으로 더미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장애인자

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연령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여부는 장애 있음=1, 장애 없음=0을 부

여하였으며, 건강상태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1, “건

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

다”=4, “매우 건강하다”=5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재직일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의 재직일수를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

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해서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성은 62.3%로 남성(37.7%)

에 비해 1.65배 많았으며, 장애 있음은 55.9%로 장애 

없음(44.1%)에 비해 1.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은 평균 40.96(표준편차 10.98)세로, 재직일수는 평

균 53.96(표준편차 46.39)개월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평균 3.29(표준편차 0.87)로 나타나,  종사

자의 건강상태가 보통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으로 자기효능감은 평균 28.51(표준편차 3.81), 임파워

먼트는 평균 36.07(표준편차 6.22)로 확인되었으며, 마

지막으로 직무소진은 평균 22.48(표준편차 6.13)로 드

러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Variable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89(37.7)

Female 147(62.3)

Disability 

Status

Disabled 132(55.9)

Non-disabled 104(44.1)

Age 40.96(10.98)

Health Status 3.29(0.87)

Length of Service 53.96(46.39)

Self-Efficacy 28.51(3.81)

Empowerment 36.07(6.22)

Job Burnout 22.4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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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

(r=.615)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직무

소진(r=-.432)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는 직무소진

(r=-.513)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major variables

1 2 3

1 1   

2      1

3     1

  

1. Self-Efficacy 2. Empowerment 3. Job Burnout

4.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다음의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직무소진(B = -.263, p 

<.05)과 임파워먼트(B = .878, p<.001)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각각 유의하였으며, 임파워먼트는 직무소진(B = 

-.407, p <.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정

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임파워먼트는 높아짐을 뜻한다. 

또,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의 정도는 낮아짐

을 뜻한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임파워먼트(B = .752, p 

<.05)와 직무소진(B = -1.378, p <.001)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재직일수(B = .029, p 

<.001)는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

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지는 반면

에 직무소진의 정도는 낮아지며, 그리고 재직일수가 많

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Path Analysis

B  SE C.R

Self-Efficacy→

Job Burnout
-.263 -.163 .111  

Self-Efficacy→  

Empowerment
.878 .537 .085 

Empowerment→

Job Burnout
-.407 -.413 .070  

Gender→

Empowerment
.283 .022 .651   

Gender→

Job Burnout
-.112 -.009 .704  

Age→

Empowerment
.054 .094 .033   

Age→

Job Burnout
.041 .073 .036   

Disability Status→

Empowerment
-.339 -.027 .727  

Disability Status→

Job Burnout
-.831 -.067 .786  

Health Status→

Empowerment
.752 .105 .382   

Health Status→

Job Burnout
-1.378 -.195 .416  

Length of Service 

→Empowerment
.029 .215 .008   

Length of Service

→Job Burnout
.006 .048 .009 

     

Control Variable : Gender, Age, Disability 

Status, Health Status, Length of Service

Fig. 2. Path Analysis

4.4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의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이르는 총효과가 -.620, 직접

효과가 -.263, 간접효과가 -.357로 나타났다. 이때 자

기효능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자

기효능감과 직무소진 사이에서 임파워먼트가 부분 매

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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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먼트가 높아지게 되며, 이를 토대로 직무소진이 낮

아짐을 뜻한다. 

Table 4. Findings on the mediating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1→2→3      

     

1. Self-Efficacy  2. Empowerment  3. Job Burnout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소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자기효

능감, 임파워먼트,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

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을 

보고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17,18]의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한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짐을 밝

힌 여러 선행 연구들[8,14,20]의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임파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파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함을 

보고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9,21]의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

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자

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

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An(2017)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인하여 소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종사자 개인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진을 경감

시킬 수 있다. 

5.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

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

무소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자기효능감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효

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즉, 장애인자

립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사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상

사의 격려와 지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

는 직무소진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중

요한 선행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종사자의 임파워

먼트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Jang., & 

Kim(2015)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인의 업무를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의사소통과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종사자 개인

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과 보수교육을 계획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다. 

셋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임파워먼트가 부

분 매개효과를 보인 결과에 의거하여, 종사자들이 자기

효능감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되는 직무소진의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낮은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자립생

활센터에서는 종사자들의 개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

고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구조적인 수퍼비전 체계의 확

립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Oh & Choi(2011)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임파워먼트와 긍정심리치료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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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같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파워먼트는 주체적

인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상

자를 인식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자

기효능감, 임파워먼트 그리고 직무소진의 경우에 각각

의 지표들을 합산한 값인 관측변수를 이용하였는데, 향

후 연구에서는 측정오류를 반영한 잠재변수를 활용하

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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