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맞벌이 가족, 가족의 역기능, 

가족해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는 양육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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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3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31명과 이용 아동 216명의 응답을 활용하

여 아동 요인(level 1)과 생활복지사 요인(level 2)을 산정한 다층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용만족도 전체 변량의 34.3%가 지역아동센터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요인

(level 1)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이, 생활복지사 요인(level 2)에서는 성별, 나이, 잡 크래프팅이 아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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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job-crafting of social worker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s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 This study used a multi-level analysis 

model that calculated the child factor (level 1) and the social worker factor (level 2) by utilizing 

the responses of 31 social workers and 216 children used at 31 community children's cente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34.3% of the total variation in child 

satisfaction was due to differences by community children's cente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hours used per day in the child factor (level 1), and gender, age, and job-crafting in 

the life worker factor (level 2) affect the satisfaction of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level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ren's center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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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

체계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9년 말 기준 총 4,217개소, 이용 아동수는 108,971

명으로 조사되었다[1].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한 제도적 개선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2].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만

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만족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용만족도가 아동의 자

존감 향상 및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으며

[3,4],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5].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가 아동의 삶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

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만족도 연구들과 이용 아동의 

특성,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교사의 지지에 따른 만족도

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8].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

터 이용 아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복지

사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지역아동센

터 특성상 생활복지사는 아동들과 직접적인 상호관계

를 통해 돌봄, 상담, 학습, 아동의 권리 등 여러 방면에

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동

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에 주목하고자 한다. 잡 크래프팅은 본인의 업무와 관

련하여 작업방법, 업무환경 등을 스스로 변화시켜 일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0]. 선

행연구에 따르면 잡 크래프팅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업

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필요

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자신의 

업무환경을 변화시켜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성과 등이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잡 크래프팅은 과업(Task), 인지(Cognitive), 관계

(Relational) 크래프팅으로 구성되며[14], 지역아동센

터에서 아동에게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복지사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과업 크래프팅은 자발적으로 업무의 양이나 질을 변

화시키는 과정으로 생활복지사가 대상 아동의 발달수

준이나 흥미 여부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

여 개별 아동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돌봄 및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 

등에 투자하게 된다. 인지 크래프팅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생활복지사가 자신

의 업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함

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긍정적 동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크래프팅은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

용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생활복지사가 직장 동료 또

는 협회 활동 등을 통해 상호 조언과 지식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15].

이처럼 잡 크래프팅은 생활복지사가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

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과의 연관성을 검증하

고 생활복지사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용만족도는 어떠

한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과업, 인지, 관계 

크래프팅은 어떠한가?

셋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아

동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지역아동

센터에 속해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층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층구조 자료 

분석에 적합한 다층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생활복지사 

수준(level 2)에서 측정한 잡 크래프팅이 아동 수준

(level 1)에서 측정한 이용 만족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

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상정한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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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와 이용 

아동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를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의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를 유지하고 관련 변수로 이용 만족도, 잡 크래프팅, 통

제변수 등 총 10개로 지정하여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172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

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5일

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생활복지사 31명과 이

용 아동 21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종속변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만족도

와 프로그램 만족도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용

만족도는 ‘센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와 같은 

전반적 만족도, ‘계속 센터를 이용할 것이다.’와 같은 이

용 의도, ‘친구에게 센터를 추천할 것이다.’와 같은 추천 

의도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생활복지사와의 상담 

관계, 외부 프로그램(공연, 생태체험, 캠프 등), 학습 프

로그램(학습지도, 독서활동 등) 만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는 .852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

였다. 

2.2.2 독립변수: 잡 크래프팅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잡 크래프팅은 Lee[14]가 개

발한 잡 크래프팅 척도를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

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업무수행

에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와 같은 과

업 크래프팅 8문항, ‘나의 업무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

각한다’와 같은 인지 크래프팅 7문항,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을 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다’와 같은 관계 크

래프팅 4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

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잡 크래프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잡 크래프팅 19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94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에 stata14를 활용하

였다. 사용된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용 만족도, 잡 크래프팅에 

대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자료의 

다층분석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예측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Null Model을 점검하였다. 셋째, 연구목적인 생

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이용아동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 특성을 1레벨로, 생활

복지사 특성을 2레벨로 설정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아동과 생활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녀 균등하게 나타났

으며, 평균 나이는 11.68세로 나타났다. 하루 이용 시

간은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39.4%(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1.2%(197명)가 매일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80.5%(25

명)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5.26세(SD=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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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경력은 5년 이하가 51.6%(16명)으로 가장 높았

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은 70.1%(22명)가 2급으로 나타

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87.1%(27명)가 중간 이상으

로 인식했으며. 주관적 경제 상태는 83.9%(26명)가 중

간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16)

Variable Categories N(%)

Level 1 (N=216)

Gender
Male 107(49.5)

Female 109(50.5)

Age

M11.68

sd 1.79

8-10 57(26.4)

11-13 129(59.7)

14 < 30(13.9)

Use time a day

M 4.06

SD .91

< 2 hours 7(3.2)

3 hours 55(25.5)

4 hours 69(31.9)

5 hours < 85(39.4)

Use day a week

M 4.88

SD .43

1-3 days 6(2.8)

4 days 13(6.0)

5 days 197(91.2)

Level 2 (N=31)

Gender
Male 6(19.4)

Female 25(80.6)

Age

M 45.26

SD 10.46

> 30 5(16.1)

31-50 14(45.2)

51 < 12(38.7)

Career

M 72.97

SD 62.61

>5 years 16(51.6)

6-10 10(32.3)

11 years< 5(16.1)

License
1st 9(29.0)

2nd 22(70.1)

Health condition

M 3.42

SD .92

low 4(12.9)

medium 12(38.7)

high 15(48.4)

Economic condition

M 2.74

SD .82

low 11(35.5)

medium 15(48.4)

high 5(16.1)

3.2 만족도 및 잡 크래프팅 정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와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은 Table 2와 같다.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

프팅은 4.0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인지 크래

프팅은 4.16(SD=.48), 과업 크래프팅은 3.99(SD=.65), 

관계 크래프팅은 3.85(SD=.55)의 순이었다. 즉, 생활복

지사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잡 크래프팅을 하고 있

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인지 크래프팅을 가장 많이 하고, 

관계 크래프팅을 가장 낮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4.38점으로 모두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를 자세

히 살펴보면 satisfaction 1은 전반적 만족도, sat-

isfaction 2는 이용만족도, satisfaction 5는 외부 활

동 프로그램 만족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sat-

isfaction 3은 추천 의도 만족도, satisfaction 4는 생

활복지사 관계만족도, satisfaction 6은 학습 만족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Mean SD Min Max N

Job Crafting 4.06 .44 3.05 5.00

31
Task 3.99 .65 2.63 5.00

Cognitive 4.16 .48 2.71 5.00

Relational 3.85 .55 2.50 5.00

Satisfaction Total 4.38 .60 2.33 5.00

216

Satisfaction 1 4.48 .67 2.00 5.00

Satisfaction 2 4.54 .67 2.00 5.00

Satisfaction 3 4.21 .88 1.00 5.00

Satisfaction 4 4.22 .87 1.00 5.00

Satisfaction 5 4.59 .68 2.00 5.00

Satisfaction 6 4.25 .94 1.00 5.00

3.3 잡 크래프팅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아동의 만족도가 지역아동센터별로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층모형의 Null Model 결과

이다. 만족도의 전체 변량에서 지역아동센터 별 무선효

과 변량 비율인 ICC(Intraclass Correlation)는 .343

으로 나타나 동일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간의 만족도

는 상당부분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총 분

산 중 기관 수준이 아동의 만족도의 34.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층구조의 자료를 고려한 

다층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Null Model

Satisfaction

B s.e.

Constant 2.895*** .619

Level 1 Variance .450 .023

Level 2 Variance .325 .055

Log Likelihood -155.72

LR test 55.59***

ICC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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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개인 특성을 1수준에, 생활복지사의 특성을 2수

준에 산정하고 다층모형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level 1 에서는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vel 2 에서는 남성 생활복지

사에 비해 여성 생활복지사일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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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복지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 독립변수인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높을수록 

이용 아동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 level Model

Variable
Satisfaction

B s.e.

Fix Effect

Constant 1.996** .640

Level 1

(Male) Female .109 .063

Age -.017 .019

Use time a day .187*** .048

Level 2

(Male) Female -.388** .122

Age .011* .005

(1st) License 2nd .108 .106

Health condition .035 .065

Economic condition -.049 .066

Job Crafting .378*** .103

Random Effect

Level 1 Variance .442 .023

Level 2 Variance .151 .051

Model Fit

Log Likelihood -138.514

Wald x2 72.40***

LR test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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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크래프팅의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축약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잡 크래프팅 하

위 변인 중 인지 크래프팅이 높을수록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Job crafting. Multi level Model

Variable
Satisfaction

B s.e.

Fix Effect

Constant 1.825** .678

Level 2

Task Crafting .075 .132

Cognitive Crafting .306* .138

Relational Crafting .021 .115

Model Fit

Level 1 Variance .440 .023

Level 2 Variance .147 .051

Model Fit

Log Likelihood -137.606

Wald x2 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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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생활복지사다. 설문에 참여한 31개 지역아

동센터 생활복지사 31명과 아동 216명의 응답을 활용

하였다. 연구방법은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 요인

(Level 1)과 생활복지사 요인(Level 2)을 산정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아동의 만

족도는 4.38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5,16]. 하위 변수

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이용, 외부 프로그램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생활복지사와 직접 관련된 관계 만족

도, 학습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생활복지사와 역량과 비교적 상관없는 영역

에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생활복지사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소

수의 생활복지사가 여러 아동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복지사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결과이다[2].

둘째,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전체와 하위 요인은 

4점 전후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중에서 인

지 크래프팅이 가장 높았고, 과업 크래프팅, 관계 크패

프팅 순이었다. 정리하면,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수

준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인지 크래프팅을 많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n과 Lee[17] 연구의 유

치원 교사의 잡 크래프팅 수준과 비슷한 결과이나 유치

원 교사는 관계 크래프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전체 변량의 34.3%가 지역아

동센터 별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아동의 만족도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은 이용시간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시

간이 길어짐으로써 생활복지사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생활복지사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이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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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센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태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아동에게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복지

사 잡 크래프팅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인

지 크래프팅만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7]. 즉, 생활복지사가 잡 크래프팅을 통해 이용 아

동에게 여러 기회 및 확장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이용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으며[18], 이로 인한 이직 등으로 인해 이용아

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

문에 생활복지사의 잡 그래프팅 활성화 및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잡 크래프팅 중 과업 크래프팅과 관계 크래프

팅이 이용 만족도에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 인원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생활복지사가 맡은 아동이 여러 학년으

로 이루어져 자율성을 가지고 개별 아동에게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여 생활복지사의 학년 

배정 및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특히, 관계 크래프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협회 차원에서 지원

이 필요하다. 협회 차원에서 역량이 높은 생활복지사와 

초임 생활복지사와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협

력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역량을 공유하도록 관계적 환

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전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제한 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생

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 외에 다양한 역할을 세밀하게 

분류해서 아동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함의

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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