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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이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전문적 능력과 행복
감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203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
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은 사회복지사의 행복감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능력향상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
시하였다.

■ 중심어 :∣사회복지사∣전문적 능력∣행복감∣조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happiness, and then analyzed the effect of professional competence on 
the happiness of social wor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urvey for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We analyzed the data from 203 participants who agreed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The data analyses showed that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was found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happi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was found to have a meaningful effect on happiness. 
Thir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competence and the happiness of social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professional competence affects the happiness of social workers and also recommends 
practical plans that can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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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복지환경의 다변화는 사회복지실천 영역

의 확장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실
천대상의 변화로 나타난다[1][2]. 더욱이 사회복지실천
의 지식기반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현
장의 중심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전문적 지식
과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받고 있다[3-7]. 사회복지
사는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대상적 실천기법, 지식, 
윤리적 기초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다[6].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가
치지향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의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전문직이다[8][9]. 

특히 사회복지사가 갖는 전문적 능력은 클라이언트
의 문제와 욕구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규정하는지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8]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은 사
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10]. 전
문적 능력이란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로 자신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보유와 활용 정도’를 말한다
[11].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들은 사회복지사가 
관여하는 클라이언트체계 수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
에 사회복지는 전문적 능력을 미시적 접근에서부터 거
시적 접근까지의 통합적 접근능력으로 보고 있다[12]. 
또한 Fortun(1994)은 전문적 능력을 사회복지의 실천
기술인 전문적 발달과 정책, 행정적 측면과 대인관계, 
클라이언트의 체계에 대한 개입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실천능력으로 정의하였다[13]. Hepworth 등(1997)은 
실천에서 전문적인 능력은 특정한 전문적 역할을 기술
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 그리고 태
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8].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성과는 사회복지사인 전문가가 갖추고 있는 전
문적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3][10]. 또한 사
회복지사 개개인의 역량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좌우
한다는 점[14],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경
험하고 느끼게 되는 감정 즉, 조직몰입감이나 직무에 
대한 만족감 등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15]. 이러한 사회복지

사의 전문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사회복지사
의 전문적 능력이 직무만족이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주로 보여주고 있
다[4][15]. 

그러나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은 클라이언트 당사자의 
행복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윤리적 갈등,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을 경험하게 된
다[16]. 이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
회복지사의 행복감 저하로 이어진다[16]. 특히 사회복
지 관련 종사자의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윤리적 책임이 높기 때문에[17] 소
진(burnout)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소진과 
낮은 행복감은 사회복지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과정과 결과 즉 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대상
자의 행복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14][17][18]. 행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논
의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행복이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37].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투입을 중심으로 보는지 결
과를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 또 행복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에 따라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
가에 따라 측정하려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의선, 최정민(2019)의 연구에서와 같
이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여 사회복지사
의 행복감을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며,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직장과 직무를 가치 있게 인
식하여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36]. 사회복지사의 행
복감에 대한 연구는 문승연과 최인숙(2011)의 연구에
서 시작되었다[19]. 이들은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분
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수행 과정
에서 경험하는 것이 일반 직업군들과는 분명히 다르며,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를 것이라고 보
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
지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19]. 사회복지사의 직업인으로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향 및 태도, 자기성장, 물리적 환
경, 일, 타인과의 관계를 꼽았으며, 사회복지사는 사회
복지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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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19].
또한 신경희(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적 능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전
문적 능력이 간접영향으로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10]. 여기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
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20][21],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 개인의 역할을 다하며 조
직 그 자체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을 갖는 것’으로 정의
된다[15][22][23]. 조직몰입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
의 조직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조직
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중
요한 지표이다[22]. 따라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이직률 및 근
무태도 등을 결정하는 잠재변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22] 사회복지사의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조직몰입과 관련한 사회복지분
야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인들이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지만[22],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요
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15]. 현재까지 사
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연선(2011)의 연구에서
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4], 고수정
(2005)의 연구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사 모두
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두 영역 사회복지사의 전
문성 요인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특히 임동호, 김대석(2014)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헌
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같은 선
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전문직업적 정체성, 그리고 전문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적 능력이 이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
직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능력이 사

회복지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몰입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설계를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은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은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조직몰입은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
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직몰입

전문적 능력    행복감

그림 1. 연구설계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참여에 동
의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7월 약 1개월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은 총 205부로, 이중 응답 누락 등의 
결측치(Missing Data)를 제외한 203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측정도구
2.1 전문적 능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은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련한 것으로 김경희(2001)
가 개발한 도구[27]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적 능력을 ‘전문적 발달을 위한 지식과 기술’과 ‘조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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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의 지
식과 기술’과 ‘기본적 대인관계 기술’, ‘개입을 위한 지식
과 기술’ 등 5가지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사의 전문적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
뢰도는 .8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9로 나타났다.

2.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에 동일시되어 조직에 감정적 애착

을 갖고 조직구성원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태도로 보고자 한다[28][29].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심
의선(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몰입의 문항 중 정
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설명하는 문항들[29]을 활
용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하는 마음, 
관여, 감정적 애착을 말하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
남에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이러한 몰입이 
높으면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줄어든다고 보았다[20][29]. 심의선(2019)의 연구[29]
에서 사용한 세 가지 하위요인 중 규범적 몰입은 요인
별 신뢰도 분석과정에서 신뢰도가 .60이하로 낮게 나타
남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본 연
구에서는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의 척도를 활용하
였다. 척도는 각각 5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에서 정서적 몰입 
1개 문항을 극단치로 제거하고 이직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문항과 해석이 애매한 역 문항들을 제외한 6개의 
문항을 최종 조직몰입척도로 사용하였다. 심의선
(201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62이었으며[29], 본 
연구에서는 .923으로 나타났다.

2.3 행복감
행복감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

는 흐뭇한 상태로[29],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감 측정을 위해 문승연, 김춘희, 박희수(2013)가 
개발한 척도[18]를 사용하였다. 이 행복감 척도는 사회
복지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후 개
발된 척도로 ‘개인의 마음과 태도’ 및 ‘사회적 관계’, 그
리고 ‘물리적 여건’과 ‘안정된 삶’ 등 4가지 하위요인 총 

23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승연, 김춘희, 박희수(2013)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62이었으며[18], 본 연구에서는 .958로 나
타났다.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행복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3단계 검
증 절차[30]에 따라 전문적 능력이 사회복지사의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에

서는 여자가 107명(52.7%)으로 남자 96명( 4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는 30-39세 74명
(36.5%), 20-29세 71명(35.0%), 40세 이상 58명
(28.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 이하가 
154명(75.9%)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49명(24.1%)에 
비해 많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106명(52.2%)으로 기
혼 97명(47.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실무경력은 61-120개월(5년 초과, 10년 이하)가 58명
(28.6%)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사회복지사가 
114명(56.2%), 중간관리자 이상이 89명(43.8%) 순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는 200-299만원 사이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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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직횟수는 1회에서 3회
가 109명(53.7%), 없음이 68명(33.5%), 4회 이상이 26
명(1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96 47.3
여자 107 52.7

연령대
20-29세 71 35.0
30-39세 74 36.5
40세 이상 58 28.6

학력
대졸 이하 154 75.9

대학원 졸업 이상 49 24.1

결혼상태
미혼 106 52.2
기혼 97 47.8

실무경력

1-12개월 23 11.3
13-36개월 35 17.2
37-60개월 31 15.3
61-120개월 58 28.6
121-180개월 27 13.3
181개월 이상 29 14.3

직위
중간관리자 이상 89 43.8

사회복지사 114 56.2

월평균 급여

199만원 이하 41 20.2
200-299만원 96 47.3
300-399만원 36 17.7
400만원 이상 28 14.8

이직횟수
없음 68 33.5

1-3회 109 53.7
4회 이상 26 12.8

2. 주요변수의 신뢰도
본 연구의 주요변수 신뢰도(Cronbach's ⍺)는 [표 

2]와 같이 전문적 능력 .939, 조직몰입 .923, 행복감 
.958로 나타났으며, 모두 0.9 이상의 매우 양호한 신뢰
도를 보였다. 

표 2. 신뢰도

구분 변수명 항목 수 신뢰도계수
(Cronbach's ⍺)

독립변수 전문적 능력 15 .939

종속변수 조직몰입 6 .923

매개변수 행복감 23 .95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는[표 

3]과 같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차이        (N=203)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F

성별
남자 96 3.66 .66

.590
여자 107 3.60 .69

연령대
20-29세 71 3.57 .73

1.79430-39세 74 3.57 .67
40세 이상 58 3.77 .60

학력
대졸 이하 154 3.57 .70

-2.318*

대학원 졸업 이상 49 3.82 .57

결혼상태
미혼 106 3.49 .70

-3.037**

기혼 97 3.77 .62

실무경력

1-12개월 23 3.87 .69

2.011

13-36개월 35 3.48 .64
37-60개월 31 3.50 .60
61-120개월 58 3.54 .76
121-180개월 27 3.68 .74
181개월 이상 29 3.85 .42

직위
중간관리자 이상 89 3.70 .69

1.371
사회복지사 114 3.57 .67

월평균 
급여

199만원 이하 41 3.64 .75

2.825*200-299만원 96 3.56 .68
300-399만원 36 3.51 .68
400만원 이상 28 3.95 .44

이직횟수
없음 68 3.65 .65

.9421-3회 109 3.65 .68
4회 이상 26 3.4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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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감은 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급여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이상 집
단(평균 3.82, SD= .57)이 대학 졸업 이하 집단(평균 
3.57, SD= .70)보다 행복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이들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2.318, p<.05). 결혼상태 집단 간 차이는 기혼(평
균 3.77, SD= .62)이 미혼(평균 3.49, SD= .70)보다 매
우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t=-3.037, p<.01). 월평
균 급여 집단 간 행복감 차이는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825, p<.05), 400만원 이상 집단
이 행복감 점수(평균 3.95, SD= .44)가 가장 높았으며, 
300-399만원 집단(평균 3.51, SD= .68)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199만원 이하(평균 3.64, SD= 
.75)가 300-399만원(평균 3.51, SD= .68) 보다는 행복
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집단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사후분석(Post-Hoc test)으로 
Scheffe 검증을 통해 다중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400
만원 이상 집단과 199만원 이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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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400만원 이상과 300-399만원 집단, 그
리고 400만원 이상과 200-299만원 집단 간에 0.10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선형관계가 유추되는 학력, 결혼상태, 월 평균급여 
항목은 통제변수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인 전문적 능력, 조직몰

입,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가 0.8이상을 넘는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정(+)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명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행복감

전문적 능력 1

조직몰입 .562** 1

행복감 .768** .703** 1
  **p<.01

5.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 전문적 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전문적 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Ⅰ 모델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S.E β B S.E β

학력 .245 .153 .155 .037 .101 .024
결혼상태 .306 .130 .226* .135 .085 .100

월 평균급여 .018 .104 .025 .044 .068 .060
전문적 능력 .921 .057 .763***

모델 적합
R2= .085

Adj R2= .032
F(Sig)=1.606

R2= .615
Adj R2= .590

F(Sig)=25.016***

  *p<.05, ***p<.001
  종속변수 : 행복감

먼저 모델Ⅰ에서 일반적 특성(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급여)은 행복감에 대해서 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

나 유의미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특성 
중 결혼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226, p<.05). 즉 미혼보다는 기혼인 사회복지사
의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Ⅱ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전문적 능력
에 대한 변수를 입력한 결과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59.0%로 모델Ⅰ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F=25.016, p<.001). 전문적 능력이 행복감에 대해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β
=.763, p<.001).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능력이 향상할
수록 행복감의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전문적 능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전문적 능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Ⅰ 모델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S.E β B S.E β

학력 .596 .187 .291** .420 .161 .205*

결혼상태 .315 .159 .179* .170 .137 .097
월 평균급여 .135 .127 .144 .157 .108 .167
전문적 능력 .778 .092 .497***

모델 적합
R2= .191

Adj R2= .144
F(Sig)=4.053***

R2= .415
Adj R2= .378

F(Sig)=11.132***

  *p<.05, **p<.01, ***p<.001
 종속변수 : 조직몰입

먼저 모델Ⅰ에서 일반적 특성(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급여)은 조직몰입에 대해서 14.4%의 유의미한 설명력
을 보였다(F=4.053 p<.001). 학력(β=.291, p<.01), 결
혼상태(β=.179, p<.05)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원 졸업 이상일수록, 
기혼의 사회복지사일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Ⅱ에서는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전문적 능력 변수를 입력한 
결과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37.8%로 모델Ⅰ에 비
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F=11.132, p<.001). 전문적 
능력이 조직몰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
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β=.497, p<.001). 따라서 전문
적 능력이 향상할수록 조직몰입의 수준도 향상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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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델Ⅰ 모델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S.E β B S.E β

학력 .245 .153 .155 -.099 .088 -.063
결혼상태 .306 .130 .226* .080 .074 .059

월 평균급여 .018 .104 .025 -.007 .058 -.010
전문적 능력 .669 .058 .554***

조직몰입 .324 .039 .421***

모델 적합
R2= .085

Adj R2= .032
F(Sig)=1.606

R2= .718
Adj R2= .699

F(Sig)=36.690***

  *p<.05, **p<.01, ***p<.001
  종속변수 : 행복감

먼저 모델Ⅰ에서 일반적 특성(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급여)은 행복감에 대해서 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
으나 유의미한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모델Ⅱ에서
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변수를 입력한 결과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69.9%로 모델Ⅰ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F=36.690, p<.001). 전문적 능력(β=.554, p<.001)과 
조직몰입(β=.421, p<.001)이 행복감에 대해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감의 수준도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4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 간 관
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30].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changed R2

1 전문적 능력 행복감 .768*** 16.981 .587

2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562*** 9.640 .313

3
전문적 능력

행복감
.545*** 11.568

.694
조직몰입 .397*** 8.424

  ***p<.001

1단계는 전문적 능력이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는 전문적 능력이 조직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전문적 능력과 매개변수인 조
직몰입을 동시에 투입할 때,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3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β=.545)가 1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 효과(β=.768)보다 작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는다[30]. 또한 검증결과 3단
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발견되면 부분 매개효과를, 유
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를 의미한다[14][30]. 즉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발견되어
(p<.001) 결과적으로 조직몰입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 test statistic(Z)은 7.591
로 나타났다. Sobel의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유의미한 매개효과로 판정한다[30].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 관계에서 조직몰
입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 행
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적 능력이 사회복지사
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
복감의 차이는 학력, 결혼상태, 월평균 급여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 이
상의 사회복지사가 대학 졸업 이하의 사회복지사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인 사회복지사가 미
혼의 사회복지사보다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급여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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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월급이 높을수록 행복감 수
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
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행복감은 인구학적 특성, 개인
의 가치관, 사회구조와 제도 및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
로부터 영향을 받는다[31]. 이중 학력, 결혼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이 행복감 수준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반면, 직위와 경력 등 조직 내 사회복지사의 
위치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이 사회
복지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적 능력과 조직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의 
행복감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일’ 영역에서 행복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33]와 사회
복지사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 중 전문적 능력이 
발휘되는 ‘일’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19]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전문 직업인이라는 차원에
서 전문적 능력이나 조직몰입이 사회복지사 당사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것은 본 연
구가 유일하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
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최연선
(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24]과 같은 결
과이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와 조직에 헌신하려
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22]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복지사의 전문
적 능력 발휘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인 ‘전
문적 발달을 위한 지식과 기술’과 ‘조직 측면의 지식과 
기술’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과 학습조직 운영 등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3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으로 
실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연간 참여한 횟수에 대
해 연 0～1회로 답한 응답자가 77.1%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습득을 위한 외부 교육에 대한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2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복지사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기관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
해 소속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적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에
서 부여받은 직무에 해당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행되어야 할 해결과제로서 현재 사
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환경
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32], 사회
복지사의 직무환경에 대한 책무 및 업무가 명확할 때 
전문적 능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Poulin(1994)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조직몰입에 
있어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발전기회가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다[34]. 특히 사회복지사가 조직의 비전
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깊게 관여하
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능력과 조직몰입은 클
라이언트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클라이
언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사 당사자의 행복감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능력
과 자질을 최대한 증대시킴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이용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표집 범위가 경기도 소재
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전문적 능력 및 조직몰입의 각 하
위요인이 사회복지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각 하위요인에 따른 심층적인 분
석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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