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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소진은 사회복지사의 문성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

고,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은 사회복지조직의 성과 제고에 한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

는 사회복지조직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임 워먼트가 소진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민간부문 사회복지사 265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은 간값 이상, 소진은 간값 이하의 수 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임 워먼트는 소진과 부(-)의, 경력몰입과는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 워먼트의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은 소진과는 부(-)의, 그리고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진을 방하고 경력몰입을 높이기 한 조직  개인차원의 

략과 함의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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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sence of empowerment has been offered as one explanation for the growing burnout 

of social worker. Numerous studies have linked empowerment to employee's behaviors and 

attitu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owerment on the burnout 

and career commitment of social worker. For the research, empowerment was consisted of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And burnout was consisted of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feelings of inefficacy. This study was analyzed 265 social 

workers by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ocial Workers have 

high correlation to empowerment on the burnout(-) and career commitment(+). Especially, 

meaning and self-determination have a negative effects on the burnou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career commitment. This study finally discusses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mpowerment strategies on the results.

■ keyword :∣Empowerment∣Burnout∣Career Commitment∣
 

    

수번호 : #120208-001 

수일자 : 2012년 02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5월 07일

교신 자 : 강종수, e-mail : jskang@kangwon.ac.kr

I. 서 론 

사회복지조직의 핵심 인 활동은 클라이언트와 사회

복지사의 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사의 활동

에 의해서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에 기 해 볼 때,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

(empowerment)는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참으

로 요한 향을 미친다[1][2].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시설평가부터 최근의 노인장기요양보

험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기  간의 경쟁

은 물론 리기업까지 가세한 격한 시장화의 추세 속

에서 사회복지조직에게 임 워먼트는 더욱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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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이 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에 응할 수 있으려면 리자 혹은 슈퍼바이 의 조언

이나 허락 없이도 능동 으로 상황에 극 으로 응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며, 임

워먼트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개

념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문제해결  문제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환경에 한 그들 스스로의 

통제권을 갖게 하기 해 개입활동을 개하는 조직인 

사회복지기 을 상으로 해서 그 구성원인 사회복지

사의 임 워먼트를 연구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임 워

먼트 고양의 측면[3]과 기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측

면[4][5]에서 매우 요한 과제라고 단된다.

한 만성 인 재원부족의 한계를 안고 새로운 사회

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 을 발 이

고 신 인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

는 사회복지조직의 리자가 이와 같은 조직 내외 인 

도 에 직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임 워된 

조직으로 조직 신을 추구하는 길이다. 임 워된 조직

은 조직구조가 환경변화에 탄력 이고 직원의 사기와 

직무만족도가 높아 조직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서비스

의 질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5].

이러한 이유로 최근 사회복지실천 장에서 기존의 

문제 심 혹은 의료 심 근에서 강 을 바탕으

로 한 임 워먼트 모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임

워먼트 모델은 기본 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자원과 기회를 극 화하는데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

회환경을 이러한 인간의 욕구 충족에 유리하도록 조성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근본 목 과도 조화롭다. 사회복

지실천의 기본 인 가치 제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독

특성 인정이고, 임 워먼트 모델에 입각한 실천은 클라

이언트의 문제나 약  악에 주안하기 보다는 강 과 

잔존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계발하여 더욱 극 화하는 

방향으로 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인 

가치 실 에도 더욱 합하다[6]. 

한편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휴먼서비스 종사자의 

문성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을 

하시키는 심각한 문제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 바로 소진(burnout)이다. 소진은 직업상 스트 스에 

한 장기 이고 복합  반응이자 결과를 지칭하는 용

어로서, 특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심리

사 등 사람을 상으로 돌 을 제공하는 다양한 휴먼서

비스 문직에서 발생하는 업무 련 증후군을 지칭한

다. 소진은 단순한 업무 과다 혹은 업무 스트 스를 넘

어 업무와 련하여 다양한 스트 스에 노출되고 이러

한 스트 스를 배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 을 때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로 악된다[7][8].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휴먼서비스종사자들은 기에 가

졌던 기 감, 보람, 희망이 차 퇴색되는 과정에서 희

생과 사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과도한 업무스트

스를 이겨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9]. 그 결과 소진을 경험하게 되며 마침내 직장을 떠나

게 되는 경로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한 한국사회복지사 회의 

근로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42.6%가 이직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임 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 의미성도 높아지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자기결정성 

 조직에 한 향력이 높아져 사회복지 문직에 

한 경력몰입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의 임 워먼트 연구들은 자아존 감, 개인의 지각된 통

제 소재, 직  등의 개인특성 변수[11-13], 기능 다양성, 

과업 요성, 역할모호, 역할갈등, 역할과  등의 직무특

성 변수[14][15], 그리고 의사결정의 참여, 직원 개발, 보

상, 리더십 등의 조직특성 변수[12][14][16][17] 등을 

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그러나 정작 임 워먼트가 소진

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경력몰입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등의 효과에 해서는 연구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조직

에서의 임 워먼트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사회복지

문직에 한 경력몰입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으로써, 소진을 이거나 방하기 한 조직차원과 

사회복지사 개인차원의 략과 아울러 계속하여 보다 

더 사회복지 문직에 해 경력몰입 할 수 있는 실천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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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임파워먼트
사회복지 실천 장에서는 임 워먼트 모델이 사회복

지실천의 근본 목 과 가치에 잘 부합되기 때문에 각

받고 있다[18]. 사회복지 분야에서 임 워먼트에 한 

논의는 두 가지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의 기본 권력 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과 수혜 받는 사람간의 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통 으로 수동 이고 무기력하며 의존

인 경향의 클라이언트가 아닌 극 , 능동 , 활력 있

는 사람으로 임 워 시킴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

복지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교류하게 만드는데 

임 워먼트의 궁극 인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사의 동기부여

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임 워먼트가 필요하다고 보

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

지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 리자의 감독 하에서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한 임 워먼트는 사

회복지조직 구성원에 한 임 워먼트와 직 으로 

연결된다.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정

에 어떻게 참여하고, 조직 내의 권력 계에서 어떤 역

할을 수행하는가와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9][20]. 

본 연구는 후자의 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  권력 계에서 소외되어온 사람 는 집단에

게 “권력을 부여함(empowering)"으로써 그들에게 새

로운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임 워먼

트는 단순히 권한 임 는 권한부여, 권능강화, 권력주

체화, 세력화, 역량강화의 정도를 넘어 상당히 복잡하고 

멀티 벨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21]. 기존 이론과 연

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 으로 계 (relational) 개

념과 동기부여 (motivational) 개념으로 근하고 있

는데, 계  개념으로의 임 워먼트는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는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을 의

미하고[22-24], 따라서 권력기반과 의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에 을 두고 사회복지사들의 권한을 증

가시키거나 기 장의 권한을 감소시키는 략에 심

을 기울인다. Thomas and Velthouse[13]은 내  과업

동기 라는 개념을 인지  요소로 도입하고 사회  학습

이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해 느

끼는 인지 구조는 조직이 매개요인, 환경요인, 해석스타

일, 보편  평가에 의해 향을 받아 조직구성원은 자

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의미를 인정하고,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스스로 직무

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조직의 다

른 부분에도 향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임

워된다고 보았다. 가장 흔히 인용되는 Spreitzer[12] 역

시 이와 유사하게 의미성(meaning), 수행능력

(compet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향력

(impact)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임 워먼트를 개념화 

하 다. 

그리고 동기부여  개념으로의 임 워먼트는 일에 

있어서 행동 이며 정신 인 투자의 느낌을 구성하는 

개인의 인지를 포함하는 것으로[12][13][25], 단순히 권

한을 부여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무력감을 야기하는 

심리  변수를 제거하여 직무수행을 가능  하는 의지

를 갖고 동기가 부여되고 자기효능감에 한 확신을 고

양시키는 것으로 인식하 다[26].   

2. 소진
소진은 Maslach[27]가 그동안 소진에 한 연구들이 

공통 으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소진에 한 다차원

 이론(multidimensional theory of burnout)을 만들면

서 과학 인 연구 상이 되기 시작하 다. 소진은 작업

련 스트 스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 인 심리경험으

로, Maslach[27]는 직장에서 스트 스를 가져오는 요인

들에 해 오래 진행된 반응을 포함하는데 특히 직원과 

일간의 부조화 는 부 합에 기인한 만성 인 긴장상

태를 포함하는 심리 인 증상으로 개념화 하 다. 

그동안 소진연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된 상이 과

다한 업무에 응하여 자주 발견되는 정서 인 탈진

(emotional exhaustion), 일로부터 오는 감정 인 스트

스를 극복하기 해 일로부터 감정 인 거리를 두고

자 하는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는 냉소 인 경

향(cynicism),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업무성취의 

효과 감소(feelings of inefficacy)를 소진의 세 가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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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악하고 있다. 

정서  고갈은 스트 스반응으로 가장 명확하게 나

타나는 상이다. 그러나 정서  고갈만으로 소진을 

단하는 기 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정서  고갈은 스트

스 차원은 잘 반 하지만 사람들의 일과 련된 요

한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정서  고갈은 사람

으로 하여  과다한 업무에 처하는 기제로 일로부터 

정서 으로나 인지 으로 거리를 두게 한다. 이러한 

상이 비인간화인데, 휴먼서비스기 에서는 직원이 의

도 으로 자신들을 독특하고 열의에 찬 사람이라는 특

성을 무시하고 서비스수혜자와의 사리에 거리를 둠으

로써 수혜자들의 요구에 한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

려고 한다. 정서 으로 탈진되고 비인간화를 경험하는 

직원은 자신의 업무에 한 성취감을 느끼기가 힘들게 

된다. 업무의 성취감 감소는 정서  고갈이나 비인간화

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27-29].

Maslach and Jackson[30]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소진개념을 측정도구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개발하 고, 이 MBI는 이후 소진연

구자들이 가장 범 하게 사용하는 측정도구이다. 우

리나라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질  연

구에서 소진을 표 하는 6가지 범주를 비 이 큰 순으

로 나타내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 ‘힘든 느낌’,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 ‘고갈된 느낌’, ‘고비라는 느낌’, ‘정체

된 느낌’으로 나타나 Maslach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나타났다[31]. 

임 워먼트와 소진 간의 계를 살펴보면, 임 워먼

트를 통해 임 워된 조직구성원 일수록 업무를 수행하

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상부의 지시 

없이도 능동 으로 활동하다 보면 무력감과 좌 감을 

방할 수 있고, 그 다면 정서  고갈이나 성취감 감

소를 방하여 결과 으로 소진 역시 여  수 있을 

것이다. 한 자율성이 증 되고 특히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요하다고 인식될수록 일에 한 사명감과 

의에 보다 충실해 질 수 있으므로 역시 소진이 어들 

것이다. 즉 임 워 되지 못할수록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조직몰입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

먼서비스직종 에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소수

의 연구들만 수행되었고[31-34], 사회복지직을 상으

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분의 선행 연구에

서 임 워먼트는 소진 특히 정서  고갈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31-34].   

3. 경력몰입
경력(career)이란 개인이 일하면서 하게 되는 일생 

동안의 활동  계되는 행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

력몰입(career commitment)이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35], 는 자신의 직종 

는 직업에 한 일반  태도[36]이므로, 결국 자신의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동일시하며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7]. 경력몰입은 자신의 경력과 친 한 감정

 동화를 느끼는 경력 정체성 차원과, 자신의 경력개

발 욕구를 분명히 하고 경력목표를 세우는 경력계획, 

경력개발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려움으로 인한 

경력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경력탄력성으로 구분되기

도 한다[38]. 그러므로 경력몰입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한 기 가 높고 요구가 

많아지게 되며, 따라서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에 

한 기 감이 충족될 때 더욱 동기부여 된다.

이러한 경력몰입은 직무몰입이나 조직몰입과는 어느 

정도 구별된다. 직무몰입은 객 인 과업요구에 한 

것이므로 단기  성격을 갖는 반면에 경력몰입은 여러 

직무들이 련될 수 있으므로 장기 이며 개인이 갖는 

주  내지 내재 인 직업에 한 것이다. 한 조직

몰입은 제도 이거나 제도의 목표에 한 몰입임에 반

해 경력몰입은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목표와 련

된 것이다[37]. 경력몰입이 높으면 경력변경의도뿐만 

아니라 이직의도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며[39][40], 

자신의 직종에 계속 남아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작

업과 보상에 해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의 계를 살펴보면, 직

으로 양자 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

만 사회복지직에서 종사하면서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고 충분할 정도의 업무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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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면서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임

워 될수록 사회복지 문직에 한 경력몰입 역시 높

아질 것이다. 조직  직무특성을 심으로 한 선행연

구 역시 과업자율성과 직무 요성 그리고 과업정체성

이 경력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1-43], 

는 직무도 성 역시 경력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42][43][4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임 워먼트가 사회복

지사의 소진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이론  논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Spreitzer[12]  Thomas and 

Velthouse[13]의 심리  임 워먼트에 기 한 의미성, 

수행능력, 자기결정성, 향력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조

직에서의 임 워먼트가 구성원의 소진과 경력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단 는 개인이므로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자격

등 , 재직기간의 개인특성변수는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소진

임파워먼트

의미성
수행능력
자기결정성
영향력

통제변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자격등급
재직기간

소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경력몰입

정서적 경력몰입
규범적 경력몰입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참가자를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배

포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표집의 특성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민간의 103개 유형의 사

회복지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과 직

이 참여하 다. 2010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부산과 

경남, 강원지역을 상으로 교육장에서 사 에 충분히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이에 동의하는 교육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총 372부가 회수되었으나 

 기 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을 제외한 26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1년 미만을 제외한 이유는 많은 조

직연구에서 재직 기간 1년 미만은 임 워먼트와 소진 

등이  기 에서의 향 이외에 개인  요인에 더 큰 

향을 받을 수 있고 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으로 제외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도구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임 워먼트는 Spreitzer[12]가 개

발한 척도를 사회복지사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네 하 구성요인 별로 각 3문항

씩 총 12문항으로 역문항 없이 구성되어 있다. 

소진은 Maslash and Jackson[30]의 MBI(Maslash 

Burnout Inventory)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MBI는 직장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해 가장 리 쓰이

는 도구로서,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

[2][28]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척

도는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 그리

고 정서  고갈이라는 세 가지 하 구성요인으로 개념

화 되어 있고, 다만 성취감 감소요인은 역 수 처리하

다. 각 하 요인별로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경력몰입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문직에 한 태

도 혹은 사회복지 문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를 의미하고, 측정도구는 Blau[37]의 척도를 바탕

으로 역시 강종수[46]가 개발한 다 몰입 매트릭스 기

본문항 에서 경력몰입척도를 사용하 다. 

이들 척도는 모두 ‘  그 지 않다’(1 )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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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수 요인 재량 추출제곱합 % 분산 KMO Bartlett Cronbach's α
임파워먼트 12

.86 244.49***
(df=66)

.91
  의미성 3 .83~.87 2.69 22.48 .90
  수행능력 3 .80~.87 2.60 21.70 .91
  자기결정성 3 .71~.83 2.26 18.84 .84
  영향력 3 .67~.89 2.40 20.01 .87
소진 9

.76 802.54***
(df=36)

.79
  정서적 고갈 3 .79~.90 2.75 30.65 .86
  비인간화 3 .64~.85 1.47 16.41 .70
  성취감 감소 3 .75~.79 1.95 21.70 .70
경력몰입 5

.86 1267.06***
(df=10)

.92
  정서적 경력몰입 3 .67~.90 2.41 48.30 .89
  규범적 경력몰입 2 .84~.87 1.79 39.51 .89
***p<.001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 고, 복

합지표화(composite index) 하여 수가 높을수록 임

워먼트  소진, 경력몰입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도구를 요인분석 하여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

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 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으로, 회

방식은 직각회 인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 으

며, 고유치(eigenvalue)는 1, 요인 재량은 .40 이상의 

기 을 용하 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변수들은 

상된 구성개념에 해 일 으로 나타났다. 임 워먼

트는 요인 재량이 요인에 따라 최소 .67에서 최  .89

까지 나타났으며, 소진 역시 .64～.90, 경력몰입은 .6

7～.90으로 나타났다. KMO 표본 합도와 Bartlett 구

형검정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뢰도는 

임 워먼트 체가 Cronbach's α=.91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별로는 의미성은 α=.90, 수행능력은 α=.91, 자기

결정성은 α=.84, 향력은 α=.87로 나타났다. 이외에 소

진은 α=.79, 경력몰입은 α=.92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

이, 성별로는 여성이 182명(68.7%)으로 남성 83명

(31.3%)에 비해 많으며, 연령 별로는 30 가 92명

(34.7%), 20  70명(26.4%), 40  63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별로는 기혼이 156(58.9%)이 미혼

보다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졸이 146명(55,1%)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  졸업과 그 

이하가 65명(24.6%)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 별로는 

2․3 이 162명(61.1%)로 1 보다 많았으며, 재직 기간

별로는 1년 이상 3년 이하가 105명(39.6%)로 3년 이상 

8년 미만과 동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년 이상 15년 

이하가 35명(13.2%)이고,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9명

(7.2%)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5)

변수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결측값

성별 남성 83 31.3 -여성 182 68.7

연령
20대 70 26.4

1(.4)30대 92 34.7
40대 63 23.8

50대․이상 39 14.7
결혼
여부

미혼 109 41.4 -기혼 156 58.9

학력
전문대졸·이하 65 24.6

2(.8)대졸 146 55.1
대학원 재학․이상 52 19.6

자격
등급

1급 101 38.1 2(.8)2․3급 162 61.1

재직
기간

2년 미만 105 39.6
1(.4)2년 이상~5년 미만 105 39.6

5년 이상~10년 미만 35 13.2
11년 이상 1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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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임파워먼트 1
   ② 의미성 .74*** 1
   ③ 수행능력 .79*** .52*** 1
   ④ 자기결정성 .83*** .42*** .61*** 1
   ⑤ 영향력 .81*** .43*** .44*** .62*** 1
 ⑥ 소진 -.45*** -.35*** -.29*** -.39*** -.39*** 1
   ⑦ 정서적 고갈 -.23*** -.08 -.09 -.25*** -.27*** .76*** 1
   ⑧ 비인간화 -.54*** -.51*** -.47*** -.38*** -.38*** .39*** .02 1
   ⑨ 성취감 감소 -.32*** -.28*** -.19** -.28*** -.25*** .74*** .26*** .25*** 1
 ⑩ 경력몰입 .54*** .53*** .33*** .41*** .43*** -.47*** -.28*** -.45*** -.31*** 1
   ⑪ 정서적 경력몰입 .52*** .49*** .32*** .40*** .45*** -.45*** -.27*** -.48*** -.29*** .97*** 1
   ⑫ 규범적 경력몰입 .51*** .52*** .29*** .39*** .44*** -.44*** -.27*** -.38*** -.32*** .92*** .80***
*p<.05, **p<.01, ***p<.001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임 워먼트 수   사회복지사

들의 소진과 경력몰입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이들 이들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 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 워먼트 수 은 체로 5  리커트

척도의 간값 보다 높은 3.85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   수 평균
표
편차

최소
값

최 값 왜도 첨도

 임파워먼트 3.85 .63 1 5 .12 -.53
   의미성 4.27 .75 1 5 .96 .88
   수행능력 3.90 .73 1.67 5 .19 -.31
   자기결정성 3.72 .78 1 5 -.31 -.28
   영향력 3.51 .91 1 5 -.10 -.72
 소진 2.83 .59 1.11 4.44 -.28 -.24
   정서적 고갈 3.39 .97 1 5 -.45 -.40
   비인간화 2.48 .62 1 4.67 .25 .65
   성취감 감소 2.64 .81 1 5 .06 .15
 경력몰입 3.86 .84 1 5 -.55 -.18
   정서적 경력몰입 3.73 .93 1 5 -.54 .39
   규범적 경력몰입 4.06 .81 1 5 -.75 -.38

그러나 하 구성요인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

미성이 4.27로 가장 높고 반면에 자기결정성과 향력

은 각각 3.72, 3.51로 상 으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났

다. 소진의 정도는 간값 보다 낮은 2.83으로 나타났

고, 그러나 하 요인별로는 정서  고갈은 3.39로 나타

났지만 비인간화는 2.48, 성취감 감소는 2.64로 나타나 

심각한 수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몰입

의 정도는 3.86으로 나타나 역시 간값 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고, 특히 규범  몰입은 4.06으로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임 워먼트, 소진  경력몰입간의 상 계를 살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 워먼트와 소진 간

에는 체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부(-)의 상 계를 

보이고,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 간에는 역시 유의한 수

에서 정(+)의 계를 보이고 있다. 각 변인과 하 요

인들 간의 계에서도 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임 워먼트가 높을수록 소진이 어들고, 반

로 경력몰입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소진과 

경력몰입간의 계에서도 부(-)의 상 계를 보여 소

진이 높아질수록 경력몰입 역시 낮아진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임 워먼트는 소진과 경력몰입과 

상 계를 가지므로 임 워먼트는 소진과 경력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해 볼 수 있다.  

4.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소진, 경
력몰입의 차이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임 워먼트, 소진  경력

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임 워먼트는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재직 기간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학력은 문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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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임 워먼트 소진 경력몰입

평균(SD) t/F 평균(SD) t/F 평균(SD) t/F

성별 남성 3.97(.64) 2.16 2.79(.56) -.79 3.90(.87) .49여성 3.79(.62) 2.85(.60) 3.84(.83)

연령
20대 3.68(.59)

3.69**
3.00(.64)

5.78***
3.54(.81)

7.08***30대 3.85(.59) 2.90(.54) 3.84(.86)
40대 3.87(.64) 2.74(.54) 4.01(.71)

50대·이상 4.10(.72) 2.56(.57) 4.24(.90)
결혼여부 미혼 3.72(.61) -2.70** 2.95(.58) 2.77** 3.66(.86) -3.29***기혼 3.93(.63) 2.75(.56) 4.00(.81)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3.95(.61)

3.51*
2.69(.62)

1.93
3.98(.80)

3.67**대졸 3.77(.64) 2.91(.59) 3.75(.85)
대학원 재학·졸업 3.87(.62) 2.81(.56) 3.91(.86)

자격등급 1급 3.84(.63) -.29 2.89(.63) 1.42 3.96(.84) .012․3급 3.86(.63) 2.79(.56) 3.84(.85)

재직기간
2년 미만 3.79(.61)

4.95***
2.85(.57)

.12
3.85(.80)

2.19*2년 이상～5년 미만 3.76(.67) 2.84(.60) 3.76(.87)
5년 이상～10년 미만 4.15(.50) 2.78(.62) 4.13(.83)

11년 이상 4.13(.52) 2.81(.57) 4.08(.81)
*p<.05, **p<.01, ***p<.001

표 5.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소진, 경력몰입의 차이

정도인 경우, 그리고 재직기간은 오래될수록 임 워먼

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진의 경우 연

령, 혼인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을수록, 

미혼자일수록 소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력몰입은 연령, 혼인 여부, 학력, 재직기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력이 

높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학력은 졸에 비해 문 나 

학원 졸업이, 그리고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경력몰

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임파워먼트가 소진 및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임 워먼트가 소진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인구사회  특성변인과 임 워먼트의 세 

하 특성을 단계 으로 투입하는 계  다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 다. 인구

사회  특성변인  성별과 혼인여부, 자격등 은 가변

수(dummy variable) 처리하 고, 회귀분석모형은 인구

사회  특성변인만 투입한 모델 1과, 여기에 임 워먼

트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로 나 어 모형설명력의 증

감을 분석하 다. 

임 워먼트가 소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  특성변인에서는 

연령만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7**), 

체 인 모형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 이다(R
2=.08). 

인구사회모형에 임 워먼트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

델 2에서는 인구사회  특성변인에서는 연령과 재직기

간이, 임 워먼트 변인에서는 의미성(β=-.17**)과 자기

결정성(β=-.27**)이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R
2=.27). 즉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이 

을수록, 그리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소진되기 쉬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직기간이 많을수록 소

진 정도가 높고 한 연령이 을수록 일에 한 열정

과 희망으로 모든 노력을 집 해 결과 으로 소진 수  

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 워먼트 특성에서는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간의 회귀식의 향력을 분석해 보면, 

임 워먼트 변인을 추가한 모델 2가 인구사회  특성

변인만 투입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하게 증가

하여 사회복지사의 소진에는 개인  특성보다는 사회

복지조직에서의 임 워먼트가 보다 큰 향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 워먼트 하 요인이 소진의 세 하  요인 

즉 정서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감소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 정서  고갈에는 자기결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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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소진( 체) 요인1
(정서  고갈)

요인2
(비인간화)

요인3
(성취감 감소)Model 1 Model 2

β t VIF β t VIF β t β t β t

인구사회적 
특성

(상수) 9.94*** 13.29*** 7.61*** 11.50*** 8.75***
성별(남) .01 .22 1.08 -.03 -.58 1.10 .04 .73 -.05 -1.09 -.07 -1.16
연령 -.27 -3.48*** 1.67 -.24 -3.39*** 1.73 -.19 -2.56** -.06 -.93 -.16 -2.19*

결혼여부(미혼) -.05 -.76 1.46 -.03 -.58 1.49 -.13 -1.93 .05 .84 .07 1.06
재직기간 .09 1.43 1.30 .18 2.94** 1.35 .14 2.09* -.01 -.21 .15 2.29*

자격등급(1급) .00 .00 1.22 -.02 -.42 1.24 .01 .11 .02 .49 -.08 -1.26
교육수준 .06 1.03 1.11 .01 .14 1.14 .01 .19 .09 1.70** .00 .01

임파워먼트
의미감 -.17 -2.63** 1.54 .03 .50 -.32 -4.74*** -.19 -2.73**
수행능력 .02 .28 1.92 .09 1.18 -.23 -3.26*** .06 .78
자기결정성 -.27 -3.42*** 2.23 -.25 -2.97** -.03 -.38 -.23 -2.78**
영향력 -.12 -1.67 1.90 -.10 -1.33 -.12 -1.80* -.06 -.76

R2 (Adj. R2) .08 (.06) .27 (.24) .16 (.12) .35 (.32) .16 (.13)
△R2 - .19 - - -

Durbin-Watson - 2.13 1.98 2.19 1.96
F 3.74** 9.50*** 4.83*** 13.33*** 4.76***

*p<.05, **p<.01, ***p<.001
주: 성별 0=여, 결혼여부 0=기혼, 자격등급 0=2·3급

표 6. 소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경력몰입( 체) 요인1
(정서  경력몰입)

요인2
(규범  경력몰입)Model 1 Model 2 Model 3

β t VIF β t VIF β t VIF β t β t

인구사회적 
특성

(상수) 9.18*** 1.88 4.78*** 4.14*** 4.90***
성별(남) -.01 -.10 1.06 .02 .47 1.09 .01 .26 1.11 .01 .19 .01 .33
연령 .25 3.29*** 1.68 .19 3.06** 1.73 .14 2.25* 1.80 .14 2.20* .12 1.98*

결혼여부(미혼) .08 1.14 1.46 .07 1.31 1.49 .07 1.24 1.52 .07 1.16 .06 1.12
재직기간 .00 -.01 1.30 -.09 -1.63 1.35 -.06 -1.16 1.39 -.06 -1.15 -.05 -.96

자격등급(1급) -.10 -1.55 1.21 -.06 -1.25 1.23 -.06 -1.26 1.25 -.06 -1.17 -.06 -1.17
교육수준 -.09 -1.15 1.11 -.06 -1.23 1.13 -.04 -.85 1.15 -.01 -.27 -.08 -1.66

임파워먼트
의미감 .40 6.71*** 1.54 .33 5.41*** 1.71 .29 4.63*** .36 5.64***
수행능력 .10 1.53 1.92 .13 2.03* 2.07 .11 1.72 .15 -2.13*
자기결정성 .22 3.12*** 2.23 .16 2.30* 2.35 .15 2.11* .16 2.16*
영향력 .12 1.91 1.90 .08 1.21 1.94 .07 1.10 .08 1.16

소진
정서적 고갈 -.16 -2.93** 1.29 -.16 -2.97** -.12 -2.25*
성취감 감소 -.22 -3.68*** 1.60 -.25 -4.20*** -.12 -2.05*
비인간화 -.06 -1.08 1.26 -.03 .63 -.09 -1.63

R2 (Adj. R2) .10 (.08) .40 (.37) .45(.42) .42(.39) .40(.36)
△R2 - .30 .05 - -

Durbin-Watson - 1.85 1.93 1.83 1.81
F 4.76*** 16.70*** 15.56*** 13.95*** 12.61***

*p<.05, **p<.01, ***p<.001
주: 성별 0=여, 결혼여부 0=기혼, 자격등급 0=2·3급

표 7.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향을 미치고, 비인간화에는 자기결정성을 제외한 의

미성, 수행능력, 향력이 모두 향을 미치고, 성취감 

감소에는 의미감과 자기결정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설명력으로는 비인격화 요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 모든 모형에서 다 공선성은 문제

되지 않는 수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임 워먼트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인구사회  특성변인과 임

워먼트의 세 하 특성, 그리고 소진의 효과를 통제하기 

해 소진의 세 하 특성을 단계 으로 투입하는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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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인에서는 역시 연령(β=.25**)만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설명력은 매우 낮은 수 이다

(R
2=.10). 임 워먼트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

는 인구사회  특성변인에서는 연령이, 임 워먼트 변

인에서는 의미성(β=.40***)과 자기결정성(β=.22***)이 유

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
2=.40). 

즉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경력몰입도가 

높고, 임 워먼트 특성에서는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이 

강할수록 경력몰입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모

형설명력 분석에서도 임 워먼트 변인을 추가한 모델 2

의 설명력이 하게 증가하여 사회복지사의 경력몰

입에는 역시 개인  특성보다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임 워먼트가 보다 큰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진의 세 하 요인까지 모두 투입한 모

델 3에서는 인구사회  특성변인에서는 여 히 연령이, 

임 워먼트에서는 의미성(β=.33***)과 자기결정성(β

=.16*)이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소진 변인에서는 정서  고갈(β=-.16**)과 성취

감 감소(β=-.22***)가 역시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
2=.45). 따라서 소진 변인을 추

가하더라도 임 워먼트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력몰입의 두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정서  경력몰입과 규범  경력몰입 모두에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이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규범  경력몰입에는 임 워

먼트 변인의 수행능력도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설명력은 비슷한 수 을 보이

고 있으며, 모든 모형에서 다 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수 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소진은 사회복지사의 문성과 그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

고,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은 사회복지조직의 성과 제

고에 한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임 워

먼트가 소진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재직기간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265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를 분석

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임 워먼트 수   사회

복지사들의 소진과 경력몰입의 수 에 해서는 살펴

보면, 임 워먼트는 간값 보다 높은 수 을 보여 주

고 있으나 하 요인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미성은 높지만 자기결정성과 향력은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어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매우 요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상 으로 고 한 자신의 

행동이 조직의 다른 부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

식 역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임 워먼

트 수 을 높이기 해서는 문직인 사회복지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폭 임하여 업무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 매우 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김소정[47]

의 연구에서 조직의 집권화가 일선종사자의 문직 자

율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떨어뜨

려 결과 으로 조직성과는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경력몰입 역시 높게 나타났고, 

특히 규범  경력몰입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임 워먼

트에서 의미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복지 문

직에 한 경력몰입에서도 사회복지직에서의 만족감이

나 지 , 보상 등에 계없이 스스로 사회복지직에 남

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진은 간값보다 낮은 수 이

고 다만 정서  고갈은 높은 반면에 비인간화와 성취감 

감소의 정도는 낮다. 

둘째, 임 워먼트와 소진 간에는 부(-)의 상 계가,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 간에는 정(+)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 워먼트가 높을수록 소

진이 어들고, 반 로 경력몰입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한 소진과 경력몰입간의 계에서도 부(-)의 

상 계를 보여 소진이 높아질수록 경력몰입 역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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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 할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임 워먼트, 소진  

경력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 워먼트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학력은 문  

졸 정도인 경우, 그리고 재직기간은 오래될수록 임 워

먼트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진은 연령이 

을수록, 미혼자일수록 소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 으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임 워먼트는 성별이나 학력에 

있어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직 와 재직기간

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2]. 소진의 경우 역시 체

로 연령이 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소진되기 쉬

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와 

체로 일치한다[28][30][48-50]. 다만 성별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진되기 쉬운 결과를 보이고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경력몰입은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학력은 

졸에 비해 문 나 학원 졸업이, 그리고 재직기간이 

오래된 집단이 그 지 못한 집단 보다 경력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경력이 오래되고 

직 이 높아질수록 임 워먼트와 경력몰입은 높아지

고, 소진은 상 으로 나이가 어리고 재직기간이 많을

수록 나타나는 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결혼여부와 

교육수  그리고 재직기간은 집단 간에 차이는 있지만, 

회귀분석 결과 경력몰입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임 워먼트가 소진에 미치는 향에서는 의미

성과 자기결정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직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직에서의 

업무가 매우 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진은 어든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 방을 한 요한 함의를 제공하

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의 다양한 소진 방을 한 제

도나 개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에게는 일에 한 사명감과 의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한 조직차원에서의 방과 최

소화를 한 개입 략으로는 자기결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상부의 지시

에 의해 피동 으로 활동하다보면 스스로 무력감과 좌

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소진에 

이르게 되므로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 특히 임 워먼트가 소진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면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면 정서  고갈

을 여  수 있고, 의미성과 수행능력, 향력 모두는 

비인간화를 감소시켜  수 있으며, 의미감과 자기결정

성은 성취감 감소를 여  수 있다. 따라서 소진을 

방하기 해서는 조직차원에서는 업무처리에서의 자율

성을 높여 의사결정 권한을 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사회복지사 스스로는 외재  보상이나 압력이 

아니라 일에 한 사명감과 의에 보다 충실화 하면서 

이를 내재 으로 동기화함으로써 일을 통한 재미와 즐

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 워먼트가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 역시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소진 역시 경력몰입에는 부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 워먼트와 소진은 경력몰

입의 하 요인에서도 정서  경력몰입과 규범  경력

몰입 모두에 동일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 워먼트를 

높여주면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여  수 있으며 한 

사회복지 문직에 한 경력몰입 역시 높여  수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조직

구조를 통해 분권화를 실 하여 권한과 책임이 조직구

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의사결정 

할 권리를 인정하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동기를 부

여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한 능력감과 통제감을 갖는 유능한 

사회복지사 양성을 해 기존의 법정보수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자기계발을 한 다양한 경력 리 내지 경력개

발계획의 도입과 실천이 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학습

조직 등의 집단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사소통과 자기계발이 강조되는 조직문화를 

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수

집이 조사 상자의 주  인식에 기 한 정량  조사

이며, 자료 수집이 일부 시도에 한정되고 횡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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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한 임 워먼트가 소진

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살펴보아 소진

이나 경력몰입에 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제

외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과 방

법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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