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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15명을 대상으로 편의모집(purposive sampling)하

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규명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결과 먼저 심리적 임파워먼트은 직무만족에 대해 각각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에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은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권한에서도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역량 역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검증결과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4개의 가설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검증결과를 통한 연구의 함의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파워먼트가 조직에 유용한 관리기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

해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효율적인 조직효과성,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

기 위해 임파워먼트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회복지사

Ⅰ. 서론

오늘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국민의 

경제소득과 삶의 질의 향상, 고령화 사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의 향상 등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몰입 

및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 내 업무내용과 성격의 변

화를 진취적으로 주도하려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세와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Crant, 2000).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

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가운데 조직효과성을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희경, 2007). 조직구성원들의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Sabiston 등, 1995). 즉 임파워된 조직구성

원들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한 업무의 활력과 함께 업무에 몰

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파워된 조직구성원들은 업무에 

헌신적이며 자신의 경력을 증대시키며,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접근을 시도하며, 변화에 

대에 적극적이며, 창의적이고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은 상황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며, 강한 동기유발로 인한 타인까지도 

임파워시키거나 동기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Laschinger 등, 1996). 임파워된 개개인은 업무를 성공으로 수

행하기를 희망하며, 도적적인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으

며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긍심(self-esteem),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창희, 
2000).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긍정적인 감정과 조직에 

몰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임파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 사이의 

권한이나 권력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조직의 유효성 중

에서 특히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Kanter(1986a),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변수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정해주, 
1998), 임파워먼트가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희경, 2000). 한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및 직

무만족, 고객만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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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Sparrower, 1994; Spteitzer, Kizilos & Nason, 1997).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매개효과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력과 역할은 아주 의

미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이들 관

계의 매개변수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문헌적 

고찰과 함께 이를 실증분석하며, 나아가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조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

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2.1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에 대해 갖는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직무만족과 함께 조

직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Angle and Perry, 1986), ‘개인의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시 및 

관여(involvement)의 강도’(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로 ‘조직의 목표수행에 대한 역할과 조직의 가치관에 대

한 감정적 애착’(Buchanan, 1974)으로 보고되고 있다. 
Mowday, Porter 및 Steers(1982)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개인의 입

장에서는 조직에 몰입함으로써 조직으로부터 개별적 배려가 

주어지는데, 즉 외적보상(external reward)과 함께 심리적 안녕

감을 얻게 되며,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

입은 결근, 이직, 또는 조직의 번영과 발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조직몰

입의 구성요인 중 Allen & Meyer(1991)의 정서적 몰입, 계속

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개념화한 분류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이유에 있어서는 최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상기 세 가지 차원의 

몰입개념이 주로 이용되고 있기에, 따라서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에 용이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치기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와 관련한 조직의 목표

에 더욱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는‘권한부여, 권력 위임, 
능력을 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Lawler, 1992),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개인이 자신의 삶 또는 중요한 측면에 파워를 

가진 듯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Congr & Kanungo, 1988; Thomas & Velthouse, 1990; Spreitzer, 
1996).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를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preitzer(1995, 1996)
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충족시키는 조직 문

화는 구성원의 직무동기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직무 수행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그는 실증 연구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네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의미성(meaning)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정도로 개인이 

자신의 이상 및 역할에서의 요구 및 가치와 자신의 행동 간

의 일치 정도와 연관된다. 유능성(competence)은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의 정도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

이다. 영향력(impact)은 개인이 업무에서 전략적, 결과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

진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효과적

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이 소속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력

(self-determination) 행위 수행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자

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주도하며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과업을 주도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 차원의 요인들을 과업 

역할에 대한 수동적인 지향성이 아닌 능동적인 지향성을 반

영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한편 종사자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즉 업무특성, 대

인관계특성, 기관특성 등에서 주관적으로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iter & Harvie, 1997; Huberty & Huebner, 1988; Edwards, 
2002 재인용). 또한 Liden er al.(1994)은 조직적 여러 상황 요

인과 조직 유효성 사이에 존재하는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복지사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겠으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2 직무만족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은 조직의 유효성을 규명하는데 사용되

고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보고되

고 있으며, 또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로 인해 개념의 일

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Hoppock(1935)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에 만족

하게 만드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상황의 조합이라 하였다. 
그 후 Locke(1976)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이를 통해서 얻

게 되는 경험을 평해서 나타내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ocke(1976)는 직무만족의 주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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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로 분류하

였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직무자체 내용, 적절한 임금, 사회

적 인정, 승진 기회, 휴식 공간 확층과 같은 후생복지, 신뢰

와 현조관계를 유지하는 동료, 공정하고 유익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상사나 기관 등으로 분류하면서 환경적 요인과 직

무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eatty(1981)는 Locke
의 정의를 이용하여 직문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 개인별로 직무 평가에서 얻은 

유쾌한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정종훈

⋅송현진(2010)은 인간과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조직의 구조

적, 관리적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직무만족 요인에 대

한 개인적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여호근(2006)은 직

무만족은 직무내용, 승진기회, 급여, 직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경영성과에 주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종사원들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지닐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

다.

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매개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

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세 주요 변수들에 집중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적

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주요 변수들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에서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에 연구범위

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하

는 이유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상당수 존재

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이에 매개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변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없음에 있다. 즉 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

을 주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에 관심을 가지

는 것이 아니라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초점을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가설 

가운데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2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안된 조직몰입과 심

리적 임파워먼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결성(parsimony)의 원칙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

파워먼트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변수인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실시한다. 그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인 조직몰입이 직

무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매개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3.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간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직구성원이 많이 경험할수록 직무와 

관련한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Spreitzer, 1995), 호텔종업원의 직무만족은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결정요소로서 업무에 대해 지각된 의미감이 클수록 

더 높아지며,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각된 자기권

한이 클수록 더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황윤용⋅정지철, 
2005). 한편 권한이 부여된 조직구성원은 직무만족, 충성도, 
성과 및 동료간의 유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Fulford & Enz, 1995), 조직구성원 사이의 권한이나 권력을 

배분하는 것(empowering)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cutt & Stone, 1998; 박대환⋅남중

현⋅이용기, 2002). 또한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에서(이승길, 2003; 박한용, 2006)도 임파워먼

트와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임파워먼트의 구성요

소인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권, 영향성이 직무만족도와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기분석 결과에서도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영향성 모두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파워먼트

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

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기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간의 관계

Thomas와 Velthous(1990)는 임파워먼트를 직무과정에서 자신

의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주어진 임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직무에 대한 의미감, 
능동적으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등 내적 직무동기

(intrinsic work motivation)를 조직구성원에 부여하는 과정이 

강화되어 개인은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미성이 높아질 때 조

직몰입이 강화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Kanter(1986b)는 임파워

된 개인은 조직몰입도가 증가한다는 양자 간의 정(+)의 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Zimmerman(1990)의 연구에서는 임파

워먼트와 정서적 몰입 및 유지적 몰입간의 관계에서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조직몰입과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원기⋅천명섭, 2007).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험적

으로도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Bhatnagar, 2005; Eby et al., 
1999). 한편 차윤석(1992)의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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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 직무만족보다 조직몰입의 구성요소인 정서적 몰입

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적 몰입 간에는 부(-)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영희(2005)의 임파워먼트가 직무

만족,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

와 조직몰입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조직몰입이 심리적 임

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과정 또는 직무수행결과에 따른 적

절한 대우가 자신의 기준에 부합할 때 조직의 목적에 몰입하

며 이러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이라는 동기를 형성함으로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간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김진석(2009)의 평생교육담당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직무만

족이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모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준(2004)의 사회복지사의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무욕

구 요인(의사결정참여, 보상, 공적 전달체계, 자율성, 성취성, 
업무내용, 자체, 역할 모호성) 중 성취성과 의사결정이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화

(2011)의 평생교육사들의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하위요인과는 직무, 보수, 상사, 동

료, 근무시설, 이직의도, 승진 등 모든 요인과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한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많지만 반면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를테면 공공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두 변인간에 .375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는(Balfour & Wechsler, 
1990) 반면, 공공부분 전문집단에서 조사한 결과 .66이란 높

은 상관관계가 두 변인간에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3.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는 심리적 임파어먼트로서 많은 선

행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

면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독립변수가 되는 경우와 종속변수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심리적 임파워

먼트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를 많은 선행연구들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연

구한 결과들은 대부분 직무몰입과 직무만족간에는 어떠한 매

개적 기능으로 인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원기⋅천명섭(2007)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임파

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분석에서 4개의 가

설내용의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주인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또한 매개변수인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독립변수인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종속변수

인 조직몰입과 주인의식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직몰입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하여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 의미성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 개

할 것이다.
가설 2-2 : 역량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 자기권한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Ⅳ.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4.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규명과 조직몰입

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각각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직무만족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에는 의미감, 
역량, 자기권한이며 이는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통제변수

로는 설별, 연령, 고용형태, 월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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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로 280명을 대상으로 편의모집

(purposive sampling)하여 조사하였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우편 및 직접방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223부 중 표

기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21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인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52.1%가 여성이고 남성은 

47.9%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6.5%, 
30대가 34.9%, 40대가 22.3%, 50대가 12.6%, 60대 이상이 

3.9%이었다. 결혼유무에 대해 기혼자가 78.6%, 미혼자가 

21.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7%, 전문대졸이 

14.9%, 대졸 이상이 81.4%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

직이 35.4%, 비정규직 59.4, 파트타임 4.2%, 기타 4.2%이었다. 
재직기간은 2년 미만 20.0%, 3년~5년 34.4%, 6년~7년 24.2%, 
8~10년 15.8%, 11년 이상 5.6%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급소지자 53.3%, 2급소지자, 3급 3.3%이었다. 월소득은 80만
원~110만원 미만이 6.1%, 110만원~140만원 미만 34.0%, 140
만원~170만원 미만 50.2%, 170만원~200만원 미만 7.9%, 200
만원 이상 1.9%이었다. 

4.3 주요 변수의 측정과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4.3.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직몰입의 측정도구는 조직몰입의 측

정도구는 특정조직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인 동일시나 관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Allen & Meyer(1991)의 분류에 

의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분류를 김형준

(2004), 노영애(2006), 이재용(2010) 등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총 9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며‘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인정에 

대한Cronbach   계수는 정서적 몰입이 .826으로 신뢰도가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속적 몰입 .770이며, 규범적 몰입

이 .684이다.

4.3.2 매개변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자신감, 의미감, 영향력, 결정권을 지각함으로서 내재적 과업

동기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다(Spreitzer, 1995). 본 연구

에서는 Spreitzer(1995)의 척도를 중심으로 여관구(2009)가 수

정 보완하여 구성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Likert 유형의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통해 평가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항 수는 의미감 3문항, 역량 3문항, 

자기권한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었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의미감=.905, 역량=.889, 자기권한=.951으로 전체 

Cronbach   계수의값은.970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3 종속변수

직무만족은 Weiss et al.(1967)의 MSO(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MSO는 내재적 만족

(internal satisfaction)의 12문항의 합으로 측정되며, 외재적 만

족(external satisfaction)은 6문항의 합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

서의 측정도구는 박아이린(2005)이 번안하고 번안에 대한 타

당성을 검증한 직무만족도 검사(K-MSQ)를 사용하여 전반적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에 대한 Cronbach   계수의 값은 .964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4 변수간의 상관관계

<표 1>는 가설검증을 위한 선행단계로 연구변수들과 통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 계

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 역량, 
자기권한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상

관분석을 통해서 조직몰입의 세 가지요인과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네 가지 요인 및 직무만족은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표 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 연령
고용
형태

월소득
자기
권한

의미감 역량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직무
만족

성별
1.000

연령
-.126 1.000

(*)

고용
형태

-.065 .142 1.000

(**)

월소득
-.077 .004 .078 1.000

자기
권한

-.050 .036 .064 -.066 1.000

의미감
-.088 .027 .051 -.036 .898 1.000

(***)

역량
-.051 .025 .020 -.038 .881 .839 1.000

(***) (***)

정서적
몰입

.000 .024 .051 -.072 .777 .840 .758 1.000

(***) (***) (***)

계속적 
몰입

-.005 .071 .006 -.071 .737 .796 .694 .850 1.000

(***) (***) (***) (***)

규범적 
몰입

.012 -.066 .011 -.087 .731 .805 .696 .849 .820 1.000

(***) (***) (***) (***) (***)

직무
만족

-.027 .044 .066 -.072 .854 .879 .815 .823 .788 .767 1.000

(***) (***) (***) (***) (***)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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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설검증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된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1 가설 1의 검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권한, 의미감, 역량은 직무만

족에 대해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재산(2002)의 연구에서 조직의 구성원이 임파

워먼트가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

<표 2> 가설 1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무만족

통제변수 :

성별 .024 .064 .023

연령 .013 .010 .015

고용형태 .012 .023 .053

월소득 -.012 -.029 -.034

연구변수 :

자기권한 .528***

의미감 .578***

역량 .542***

 .730*** .777*** .669***

* p < 0.10, ** p < 0.05, *** p < 0.01

5.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

입과 직무만족 간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자기권한, 

의미감, 역량의 매개작용에 관한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와 Kenny(1986)는 매개작용을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하고 각 매개작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즉 (1) 1단계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2) 2단계에서 독

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3) 3단
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4) 매개변수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은 조건 (2)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

다. 감소한 경우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5.2.1 가설 2-1의 검증

<표 3>는 가설 2-1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

다. 먼저 1단계인 회귀식 1에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각각 자기권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이 있는 것(=1.295, p<0.01; =1.208, p<0.01; =1.085, 
p<0.01)으로 나타나 매개회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었다. 2단

계인 회귀식 2에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각각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

=0.847, p<0.01; =0.796, p<0.01; =0.703, p<0.01)으로 나타

나 매개회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었다. 3단계인 회귀식 3에

서 자기권한이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0.326, p<0.01; =0.365, p<0.01; =0.381, p<0.01)
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

지막으로 회귀식 3에서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서적 몰입, 계

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영향이 회귀식 2에 비해 감소(

=0.847에서 =0.425, =0.796에서 =0.355, =0.703에서 

=0.290)하고 있어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자기권한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몰입 및 직무만

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석기현, 2003; 조윤진, 2011)와도 일치하고 있

다. 

<표 3> 가설 2-1에 대한 3단계 매개회기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자기권한 직무만족 직무만족

통제변수 :

성별 -.092 -.083 -.081 -.020 -.016 -.016 .008 .014 .016

연령 -.001 -.035 .058 .012 -.010 .050** .010 .0006 .026

고용형태 .029 .095 .063 .018 .061 .041 .008 .026 .016

월소득 -.023 -.030 -.014 -.015 -.020 -.011 -.007 -.008 -.004

연구변수 :

정서적 몰입 1.295*** .847*** .425***

계속적 몰입 1.208*** .796*** .355***

규범적 몰입 1.085*** .703*** .290***

자기권한 .326*** .365*** .381***

 .609*** .549*** .543*** .684*** .625*** .599*** .793*** .78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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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 2-2에 대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의미감 직무만족 직무만족

통제변수 :

성별 -.152** -.143* -.141* -.020 -.016 -.016 .041 .048 .054

연령 .001 -.033 .062* .012 -.010 .050** .010 .003 .018

고용형태 -.001 .066 .033 .018 .061 .041 .018 .031 .024

월소득 .017 .009 .027 -.015 -.020 -.011 -.022 -.024 -.023

연구변수 :

정서적 몰입 1.323*** .847*** .299***

계속적 몰입 1.231*** .796*** .242***

규범적 몰입 1.129*** .703*** .156***

의미감 .414*** .450*** .484***

 .716*** .641*** .660*** .684*** .625*** .599*** .797*** .794*** .783***

<표 5> 가설 2-3에 대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역량 직무만족 직무만족

통제변수 :

성별 -.084 -.076 -.074 -.020 -.016 -.016 .002 .010 .011

연령 -.003 -.032 .049 .012 -.010 .050** .011 -.001 .031

고용형태 -.043 .016 -.011 .018 .061 .041 .030 .055 .044

월소득 .014 .005 .019 -.015 -.020 -.011 -.019 -.021 -.017

연구변수 :

정서적 몰입 1.179*** .847*** .505***

계속적 몰입 1.058*** .796*** .437***

규범적 몰입 .961*** .703*** .362***

역량 .290*** .340*** .355***

 .582*** .485*** .490*** .684*** .625*** .599*** .763*** .759*** .743***

5.2.2 가설 2-2의 검증

<표 4>는 가설 2-2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인 회귀식 1에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

적 몰입은 각각 의미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

는 것(=1.323, p<0.01; =1.231, p<0.01; =1.129, p<0.01)으
로 나타나 매개회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었다. 2단계인 회귀

식 2에서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각각 직무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0.847, 

p<0.01; =0.796, p<0.01; =0.703, p<0.01)으로 나타나 매개회

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었다. 3단계인 회귀식 3에서 의미감

이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

=0.414, p<0.01; =0.450, p<0.01; =0.484, p<0.01)으로 나타났

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회

귀식 3에서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

범적 몰입의 영향이 회귀식 2에 비해 감소(=0.847에서 

=0.299, =0.796에서 =0.242, =0.703에서 =0.156)하고 있

어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의미감이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2은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rown & Peterson(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5.2.3 가설 2-3의 검증

<표 5>는 가설 2-3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인 회귀식 1에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

적 몰입은 각각 역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1.179, p<0.01; =1.058, p<0.01; =0.961, p<0.01)으로 

나타나 매개회귀분석 조건(1)이 충족되었다. 2단계인 회귀식 

2에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각각 직무만

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0.847, 

p<0.01; =0.796, p<0.01; =0.703, p<0.01)으로 나타나 매개회

귀분석 조건(2)가 충족되었다.
3단계인 회귀식 3에서 역량이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0.290, p<0.01; =0.340, p<0.01; 
=0.355, p<0.01)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회귀분석 조건(3) 또한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회귀식 3에서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

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의 영향이 회귀식 2에 

비해 감소(=0.847에서 =0.505, =0.796에서 =0.437, 

=0.703에서 =0.362)하고 있어 조건 (4)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역량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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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조직구

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매개효

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화하고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설문은 Likert 5점과 7점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지료를 분석하기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처리하

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문

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를 분석하고 각 측정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개념에 대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몰입의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

적 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

미성, 역량, 자기권한이 매개효과가 있었는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대해 각각 정(+)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진

다는 점이다. 즉 사회복지사의 자기권한, 의미감, 역량이 높을

수록,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강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면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의미성은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

권한에서도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 직무만

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

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범적 몰

입이 의미성, 역량, 자기권한에 영향을 미치고 의미성, 역량, 
자기권한이 다시 직무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역량 역시 정서적 몰입, 계속적 몰입, 규

범적 몰입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처럼 검증결과 제시한 4개의 가설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그리

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발전에 기여하

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세 가지 차원 모두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직

무몰입의 세 가지 하위차원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대체

적으로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큰 시사점을 둘 수 있다. 또한 임파워

먼트가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임파

워먼트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검증결과를 통한 연구의 함의는 우선 사회복지사의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파워먼트가 조직에 유용한 관리기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파워먼트의 모든 구성요소가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따

라서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면 직무몰입과 직

무만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의 의미성, 역량, 
자기권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세 가

지 차원 모두가 직무몰입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

를 통해 직무몰입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

상시키면 직무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임파워먼트의 세 차원 모두가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를 통해 직무몰입도과 

직무만족도의 매개에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임파어먼트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갖

추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자

신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통제하며 더나가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활동을 통해 의미감을 느낄 때 자긍

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직무에 몰두하여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기에 효율적인 조직효과성,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 임파워먼트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는 

자기보고식(self-report)이기에 개인적 특성에 따른 공통방법분

산(common method variance)의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방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의 특성들이 직무만족의 

증가나 감소를 일으키는 인과 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시점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상태만을 측정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정한 직

무만족의 개념은 적용상의 이유로 인하여 심리적 효과성의 

대표인 직무만족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측

면과 관리적 측면의 지표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일반화하

기는 어렵다. 넷째, 조사대상이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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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Nam, Hee Soo*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in the form of purposive sampling among 215 social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and living facil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this study,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The higher the level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s, social workers tend to have a higher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mediating effect supports a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continuance/normative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self-authority appears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continuance/normative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Finally, competence also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The result supports the significant effect of the four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social workers’ psychological empower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used by an organization as an effective managemen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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