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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서 통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직무

특성의 하위요인 중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같

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은 평등주의였고, 다음으로 개인주의

가 일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계층주의와 운명주의가 존재하였다. 셋째, 삶의 양식 

중에서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삶의 양식

별로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평등주의자들의 경우 과업중요

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주의자들의 경우 자율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주며, 그들

의 직무만족 제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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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1)

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내에 사회복

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

한 상담과 지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복지관련 사무도 수행한다(황진수･이종모, 2014: 

174).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이 투입자원이 되어 클라이언트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와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서비스를 전달에 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업무과중 상태에 있으며,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과 성남, 충남 논산, 울산 중구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명이 업무과로와 스트

레스로 자살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체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연

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고경동, 2015: 100; 박만원 외, 2013: 2).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직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직무

만족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과･결근･
이직의도 등 조직의 다양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행태 연구에 있어서 매

우 중요시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진종순 외, 2016: 134-136).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

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몰입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즐겁고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

진다면 본인은 물론 다른 구성원과 조직 전체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윤한

홍･김영천, 2014: 86).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문제에 대응함에 있

어 그들의 직무만족을 제고하는 접근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직무 자체가 지닌 특성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Herzberg, 1968; Hackman & Oldham, 1976; Porter & Steers, 1983; 

Barber, 1986; Spector, 1997; 최인섭･초의수, 2001; 고수정, 2006; 방하남･김상욱, 

2009; 강현주･조상미, 2010). 직무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직무 자체의 특성을 주된 직무만족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직무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들 중에서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제한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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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man & Oldham(1976)이 제시한 직무특성이론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

들에서 논의된 직무 자체의 특성들을 정리하면 결국 Hackman & Oldham(1976)이 제시

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이영

면, 2011: 24). 

그러나 본 연구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구성요소 중 국내외 다수의 

연구(Fred & Ferris, 1987; 김상묵･김영종, 2005; 강흥구, 2006; 이수창･이환범, 2008 

등)에서 적용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조절변수(구성원의 성장욕구)와 매개변수(주

요 심리상태) 대신에 ‘문화’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문화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Schneider, 1990; 김호

정, 2002; 한종희･서승현, 2013 등). 본 연구는 문화 변수가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인과관계에서 통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Douglas & Wildavsky(1982)에 따르면 문화는 가치･신념･규범･이념 외에도 사회적 관

계와 정신적 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삶의 양식(ways of life)’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광의의 문화 개념을 수용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문화 개념을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조직내외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의 특성에 기인한다(김영미･조상미, 2011: 57).

요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 그들의 ‘삶의 양식’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서 통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직무특성을 발견하고, 특히 그들의 ‘삶의 양식’에 따른 직무만족 영향요인의 차이를 

발견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의 개발과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의 2장에서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포함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 후, 3장에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다. 이어서 4장에서 분석결

과를 제시한 후, 5장 결론에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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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간 다

룬 주제들은 전문성 제고와 정체성 확립, 책임성･역할상의 갈등 또는 역할모호성, 재량

행위, 열악한 업무환경과 소진･이직의도･직무스트레스, 직무특성･조직특성･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들 변수간의 영향관계 등이다.2)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구경향 및 성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제한된 상태에 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초점을 맞춘 소진･직무스트레스･이직의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그들의 직무스트레스나 이직의

도를 다루고 있지만, 직무만족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의 영향력에 대해

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문영주, 2010; 전병주, 2013, 2014 등). 또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아니라 업무분담･전문성･접근용이성･통합성･책임성･적

절성･포괄성 등 조직 환경 변수에 주목하여 직무만족을 다루는 경우도 발견된다(황미경, 

2007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등을 변수로 선정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

성･경력특성･역할특성･조직공정성 등의 변수를 경력몰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정하

고, 이와 같은 요인들이 조직시민행동･조직몰입･직무몰입･내재적 직무만족･경력변경의

도 등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나(강종수･류기형, 2007), 직무만족의 정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이영균･최인숙, 2013). 그러

나 이 연구들은 직무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는 한계를 보였

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효능감과 같

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직무나 조직특성의 산물로 보는 경향을 보였

다. 가령 조직구조의 공식화･분권화･복잡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나(강종수, 2006), 직무자율성･피드백･직무중요성･직무정체성･역할모호성･역할

과중 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그러하다(임성옥, 2006). 그러나 이 연구들은 동일한 

직무와 조직 환경에서 구성원 간에 직무태도(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종욱, 1999: 360; 방하남･김상욱, 

2009: 59).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관련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직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전반적인 선행연구 검토는 임지혜(2016: 15-1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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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특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사

회복지전담공무원 간에 발견되는 직무태도 차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와 관련해서,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이나 태

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 탐색하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

할 때는 그들이 지닌 일과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사회적 관계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이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삶의 양식’ 변수를 동원하여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2. 직무만족과 직무특성이론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개인이 수행하

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진종순 외, 2016: 135).  조직구

성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의 원활한 흐름이나 운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직

무만족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앞서 서술한대

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직무수행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

인다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윤한홍･김영천, 2014: 86).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직무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내재

적 요인과 직무를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영

면, 2011: 20),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을 주된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선

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재적 요인인 직무특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했으며, 분석결과에

서도 대부분 직무특성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Herzberg, 1968; Hackman & 

Oldham, 1976; Porter & Steers, 1983; Barber, 1986; Spector, 1997; 최인섭･초의수, 

2001; 고수정, 2006; 방하남･김상욱, 2009; 강현주･조상미, 2010). 둘째, 본 연구의 대상

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나 역할은 그 특성 면에서 여타 공무원들과 차이를 보인

다(배점모, 2013; 전병주, 2014; 김소정, 2015). 따라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3)

3) 본 연구에서 외재적 변수는 주된 독립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술할 ‘삶의 양식’ 개념을 

통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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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1976)이 제시한 직무특성이론을 적용하고

자 한다. 직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내재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직무 자

체는 결국 Hackman과 Oldham이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이영면, 2011: 24). 또한 

Hackman & Oldham(1976)의 연구 이후 이와 관련된 유사 연구가 30여 년 동안 200여 

개에 달하며, 연구결과들이 실제 직무설계와 직무배치 등의 인사관리에 유용하게 이용

되고 있다는 점도 이 이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이수화, 2006: 9).

기술다양성(skills variety)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기능이나 재능

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 과업정체성(task identity)은 직무

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작업의 완성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전체 작업 중에 

해당 구성원의 직무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의 정도를 말한다.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은 직무가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자율성(autonomy)은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절차

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작업자에게 허용된 자유･독립성･재량의 정도를 의미한다. 피드백

(feedback)은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성과에 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

도를 말한다. Hackman과 Oldham에 따르면 이 직무특성들이 조직구성원의 ‘주요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을 적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대체로 직무특성의 수

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수화, 2006; 이영면, 2011).

그러나 Hackman & Oldham이 주장한 직무특성이론의 한계로 다음의 두 가지가 지적

된다. 즉 ‘주요 심리상태’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성장욕구’가 조절

효과를 지니는지의 질문이 제기된다. 주요 심리상태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둔 직접적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심리상태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에서도 핵심 직

무특성과 주요 심리상태와의 관계는 부분적인 지지를 받는 것에 그쳤다(이지우, 1997; 

이희영, 2002; 이수화, 2006). Wall & Martin(1987)는 직무특성이론의 주요 심리상태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직무특성과 주요 심리상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조절변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구성원의 성장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특히 Fred & Ferris(1987)는 주

요 심리상태를 제외한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Motivation Potential Score: MPS)4)와 직무

수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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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의 관계에서 성장욕구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소수 존재할 뿐이고, 이마저

도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문화나 경력 특

성 등 성장욕구강도 외의 다른 변수를 적용하거나(김호정, 1989; 김명숙･박영배, 1999),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적용해서(이종준･최익봉, 2000; 강흥구, 2006; 김찬중･조준희, 

2011), 직무특성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3. 문화의 통제효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Hackman과 Oldham이 제시한 직무특성이론의 설명력과 예측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의 동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 

변수를 활용해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문화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직구

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예

컨대, 김호정, 2002; 박순애･오현주, 2006; 이정훈, 2010; 김사랑･김세준, 2012; 이상철, 

2012; 신황용･이희선, 2013; 한종희･서승현, 2013 등). 본 연구가 이 선행연구들과 차별

화되는 점은 문화 변수의 통제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삶의 양식) 변수가 지니는 통제효과에 주목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미 문화의 형태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다르게 나타

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문화는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통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한 가능성은 문화를 독립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나 선행변수로 설정한 이정훈(2010), 신황

용･이희선(2013), 한종희･서승현(2013)에서 일부 나타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이 가능

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두 번째 특징은 ‘조직’문화에 한정되지 않

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조직문화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문화(삶의 양식)에 주목하는 논거는 연구 대상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서비스 

대상자는 물론 다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민간 사회복지사와도 상당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에서 유래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문화의 통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조직(주

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문화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

4) MPS는 직무특성이론에서 제시한 모형에 따라 핵심 직무 차원들을 단일 예측 지수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의 합의 평균에 자율성과 피드백을 곱하여 나온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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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이 때 ‘삶의 양식’ 개념의 유용성이 부각된다.

사회과학 분야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지만, 선행연구 결과 등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진 변수들을 독립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이일현, 2014: 245-246).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령･성별･직급 외에도 선행

연구 결과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문화를 통제변수로 하여 직무특

성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Grid-Group 문화이론과 삶의 양식(ways of life)

‘문화’는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된다. 첫 번째는 문화의 의미를 가치․신념․규범 

등의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를 가치․신념․규범 뿐 아니라 사회관계와 

정신적 산물을 포함한 ‘삶의 양식’(way of life)이라는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Grid-Group 문화이론은 후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Douglas & Wildavsky, 

1982; Thompson et al., 1990).

다양한 문화이론 중 Grid-Group 문화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Grid-Group 문화이론이 

광의의 문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사회적 관

계는 조직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외부로 확장되어 있다. 그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

서 사회적 요보호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민간 사회복지사 및 동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도 접촉한다. 이들은 인간적 차원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과업의 성격이 주민의 만족도와 깊이 관련된 일선 관료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외부 환

경을 고려해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수준을 조직 내에 한정하고 있는 문화이론들보다 다양한 분석수준을 포괄하고 있는 

Grid-Group 문화이론이 더 유용하다. 또한, Grid-Group 문화이론이 제시하는 문화유형

이 다른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문화유형보다 포괄적이다. Grid-Group 문화이론은 격

자성(grid)과 집단성(group)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개인주의･계층주의･평등주의･운명

주의의 문화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유형들을 

모두 포괄할 뿐 아니라 운명주의라는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문화 분석 상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Grid-Group 문화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 삶의 양식(ways of life) 등의 기본 요소들과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형성･유지･변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사회적 관계란 사회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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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로 서로 간에 유대를 맺어주는 것을 의미

하며, 문화적 편향이란 구성원들의 공유가치와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

계와 문화적 편향 간에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삶의 양식이 형성

된다(안성민, 2002: 36; 김종완, 2002: 3-8).

사회적 관계는 격자성과 집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의 강약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사회관계를 구조화하는 네 가지 삶의 양식이 형성된다. 

격자성이란 한 개인의 삶이 외적으로 부과된 규제와 역할구분 등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

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집단성은 구성원들의 집단 소속감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 

외의 집단 간에 구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정동재･박재완, 2002: 118-120). 격자성･집

단성 두 차원의 사회적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각의 문화적 편향을 통해 네 가지 삶

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며, 각 삶의 양식은 자연･정치･사회･조직･인간 등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지니게 된다.

<그림 1> Grid-Group 문화이론에 따른 삶의 양식 유형분류 

격자성(grid)

고(강)
운명주의

(Fatalism)
계층주의

(Hierarchy)

저(약)
개인주의

(Individualism)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저(약) 고(강)

집단성(group)

            자료: Thomson, Ellis, and Wildavsky(1990: 8).

계층주의는 구성원 자신들보다는 집단의 보전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은 

희생을 감내하며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 구성원 간에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위계질서가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고 긍정

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김종완, 2002: 9; 정동재･박재완, 2002: 121). 운명주의는 구

성원들이 강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하관계에 따른 위계질서를 수용한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집단소속감이 낮고 

조직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성향을 보인다(김종완, 2002: 10). 개인주의는 구성

원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148 ｢행정논총｣ 제55권 제1호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므로 평등하다는 의식이 있어 위계질서

에 거부감을 갖는다. 또한 사회적 이상은 자기규제이기 때문에 실패가 발생하면 제도의 

탓이 아닌 개인의 역량 탓으로 돌린다(김종완, 2002: 9; 정동재･박재완, 2002: 120). 평등

주의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하여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집단의 일

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나 개인주의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간에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구성원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거부하고 위계질서에 반감을 

갖는다(김종완, 2002: 9-10).

Grid-Group 문화이론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책분야와 행정관리 영역에 적용되어 그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넓혀 왔다. 예컨대, 다양한 위험(특히,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는 데 적용되었고(Douglas & Wildavsky, 1982; Wildavsky 

& Dake, 1990), 사회복지정책의 채택과 변화에 적용되었으며(Lockhart, 2001), 행정통

제 수단의 유형화에 활용되었다(Hood, 1998). 국내에서도 여성정책사례의 분석(전영평, 

2002), 규제문화 분석(최병선, 2003), 복지국가 발전의 비교분석(박병현, 2005), 환경갈

등 분석(김서용, 2005), 국민가치관 및 공공･정부부문 조직문화의 분석(정동재･박재완, 

2002; 오수길･채종헌, 2003; 엄석진, 2010; 주재현, 2011; 이윤경, 2014)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삶의 양식) 변수를 활용해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관리 

상의 주요 측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그동

안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조직관리 영역에 Grid-Group 문화이론을 적

용하고 계량적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5. 직무특성, 삶의 양식, 직무만족 간의 관계

네 개의 ‘삶의 양식’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핵심 직무특성들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통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양식’ 개념을 직무

특성이나 직무만족과 관련지어 분석한 선행연구가 취약한 조건하에서 본 연구는 

Grid-Group 문화이론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

하는 접근을 취한다.

먼저, 네 삶의 양식 중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평등주의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자5)는 집단 정체감이 높

5)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이들을 평등주의자로 표기하며, 다른 삶의 양식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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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집단 구성원간의 유대가 돈독하며, 집단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이 집단

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존재

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등주의자는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에 있는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에 비해 현재 자신이 집단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

무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더 높을 것이다.6) 또한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상관이나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이라는 점에서(주상현 

외, 2003; 고수정, 2006),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평등주의 삶의 양식은 직무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집단 정체감이 높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자와 공통점을 지닌 계층주의자의 직무만족 정

도도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주의자와 계층주의자를 비

교하면, 평등주의자가 계층주의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속해 있는 집단 또는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높은 참여도, 집단(조직) 내

의 광범한 수평적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 외부 관련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집단 범위의 

확장가능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평등주의 삶의 양식이, 위의 특성들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주의 삶의 양식에 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등주의 삶의 양식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높지만 개인에 대한 규제에

서 다소 자유로울 뿐더러 조직 내부의 상관이나 동료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 인사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이나 다른 사회복지사 등)과의 관계에

서도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양식별로 직무만족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면, 삶의 양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

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특히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집단 정체감이 높은 

평등주의자와 계층주의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업중요성)이 다른 

직무특성들에 비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

주의자와 계층주의자는 조직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자긍

심이 높으며, 이 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자율성･피드백 등의 특성은 과업중요성에 비해 높은 집단 

6) 개인주의나 운명주의 삶의 양식은 ‘집단성’(group)이 낮아 조직 내부의 상관이나 동료에 대한 인간관

계나 조직에 대한 애착도 낮을뿐더러 조직 외부와 맺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 외부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높은 가치

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책임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사안일의 모습

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자발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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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이나 유대감과의 관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위에서 논의한

대로, 과업중요성의 영향은 계층주의 삶의 양식에서보다 평등주의 삶의 양식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집단 정체감이 약한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들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의 정도가 다른 직무특성들에 비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조직)에 대한 관심이 약한 이들은 자신이 수행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자율성 

등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

가 외적 규제(격자성)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율성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삶의 양식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평등주의자

는 다른 삶의 양식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고, 직무특성 중에서 ‘과업중요성’의 직

무만족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주의자는 대체로 직무만족 수준이 높을 것

이고, 직무특성 중에서 평등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무만족에 대한 ‘과업중요성’의 영향

력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는 직무특성 상 ‘자율

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7)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직무특성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Hackman & Oldham(1976)의 직

무특성이론을 토대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독립변수

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변수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위의 직무특성요인들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이 상당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Hackman과 Oldham의 이론을 비롯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변

7) 다만, 운명주의자는 격자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높게 인식하기 어렵고, 따라서 직무만족 수준

이 가장 낮은 집단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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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가설을 적용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직무특

성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을 적용한 분석은 이론의 보편성을 검토하는데 기

여함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책분야 및 행정관리에 적용되어 그 보편적인 적용 가

능성을 검증받은 Douglas & Wildavsky(1982)의 Grid-Group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집단

성과 격자성을 토대로 한 ‘삶의 양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통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문화 개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Grid-Group 문화이론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떤 삶의 양식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를 파악하고, 삶의 양식에 따른 직무만족 제고 노력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네 가지 삶의 양식 중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삶의 양식 별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즉 직무특성요인 중 평등주의와 계층주의에서는 ‘과업중요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에서는 ‘자율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과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및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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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2.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3. 과업중요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4.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1-5. 피드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닌 삶의 양식의 차이에 따라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네 개의 삶의 양식 중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평등주의와 계층주의의 경우, 과업중요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다.

가설2-3.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의 경우, 자율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위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9곳의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근무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지

역별로 할당을 하여 서울시 6개 지역(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송파구)

과 경기도 3개 지역(남양주시･용인시･고양시)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7월부터 9월

까지 총480부를 배포하였고 30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설문구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그리고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설문지는 

크게 직무특성에 관한 문항,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 삶의 양식에 관한 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무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Hackman & Oldham(1976)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보완한 이수화(2006)와 이영면(2011: 80-87)의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직무만족의 측정은 이영면(2011: 252), 그리고 삶의 양식(집단성, 격자성)의 측

정은 Kahan et al.(2015: 209)의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항목은 

독립변수인 다섯 개 직무특성요인(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별 각 4문항씩 총 20문항, 삶의 양식에서 격자성(grid) 차원 6문항, 집단성(group) 차원 

6문항,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8)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은 리커트 5

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그리고 삶의 양식은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8) 설문문항의 구성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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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 총 305명 중 남자가 75명(24.6%), 여자가 228명(74.8%)으로 여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49명(16.1%), 30대가 170명(55.7%), 40

대가 71명(23.3%), 50대 이상이 15명(4.9%)으로서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많

았다. 근무지는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48명(48.5%),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57명(51.5%)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명(0.3%), 2･3년제 대학 졸업이 23명(7.5%), 4년제 대학 졸업이 255명(83.6%), 

대학원 재학 이상이 24명(7.9%)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다.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이 46명(15.1%), 1년∼3년 미만이 88명(28.9%), 3년∼5년 미만이 54명(17.7%), 

5년∼10년 미만이 50명(16.4%), 10년 이상이 64명(21.0%)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9급이 141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8급이 72명(23.6%), 7급이 

61명(20.0%), 6급이 22명(7.2%), 5급 이상이 0명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는 

3급이 4명(1.3%), 2급이 95명(31.1%), 1급이 202명(66.2%)으로 대다수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특성

연령대 (n=305)
20대 49명(16.1%), 30대 170명(55.7%), 40대 71명(23.3%)
50대 이상 15명(4.9%)

성별 (n=303) 남자 75명(24.6%), 여자 228명(74.8%)

근무지 (n=305) 시군구청 148명(48.5%), 읍면동주민센터 157명(51.5%)

직렬 (n=305) 사회복지직렬 305명(100%)

학력 (n=303)
고등학교 졸업 1명(0.3%), 2･3년제 대학 졸업 23명(7.5%), 
4년제 대학 졸업 255명(83.6%), 대학원 재학 이상 24명(7.9%)

근속년수 (n=302)
1년 미만 46명(15.1%), 1년-3년 미만 88명(28.9%), 3-5년 미만 54명(17.7%), 5
년-10년 미만 50명(16.4%), 10년 이상 64명(21.0%)

직급 (n=296)
5급 이상 0명(%), 6급 22명(7.2%), 7급 61명(20.0%), 8급 72명(23.6%), 
9급 141명(46.2%)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 (n=301)

3급 4명(1.3%), 2급 95명(31.1%), 1급 202명(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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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들의 신뢰도･타당도 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적용한 주성

분 분석을 활용하였고, 공통성이 0.4미만으로 나타나는 문항들은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일반

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5이상이 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이윤경, 2014: 141).

<표 2> 변수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개념 요인 변수명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 크론바흐 α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Q1A1 .725 .639

1.877 10.429 .684Q1A3 .811 .719

Q1A4 .736 .548

Q1A2 삭제

과업정체성

Q1A5 .855 .774

2.180 12.109 .792Q1A6 .859 .764

Q1A7 .742 .605

Q1A8 삭제

과업중요성

Q1A9 .810 .680

2.720 15.113 .825
Q1A10 .834 .709

Q1A11 .772 .615

Q1A12 .777 .670

자율성

Q1A13 .800 .690

2.914 16.186 .873
Q1A14 .849 .754

Q1A15 .855 .740

Q1A16 .853 .762

피드백

Q1A17 .735 .606

2.496 13.866 .789
Q1A18 .831 .700

Q1A19 .793 .658

Q1A20 .713 .554

직무만족 직무만족

Q2A1 .819 .670

2.956 59.116 .821

Q2A2 .757 .574

Q2A3 .831 .690

Q2A4 .791 .610

Q2A5 .642 .412

삶의 양식

집단성

Q3A1 .695 .497

1.663 27.714 .602Q3A2 .754 .668

Q3A3 .781 .610

Q3A4

삭제Q3A5

Q3A6

격자성

Q3A7 .829 .689

2.320 38.665 .824Q3A8 .911 .830

Q3A9 .828 .687

Q3A10

삭제Q3A11

Q3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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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계수가 ±0.4이하로서 다중공선성 문

제에서 안전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9)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직무
만족

연령 성별 직급
계층
주의

운명
주의

평등
주의

다양성 1

정체성 .293** 1

중요성 .310** .152** 1

자율성 .060 .192** .007 1

피드백 .102 .212** .134* .288** 1

직무
만족

-.155** -.116* .115* .111 .039 1

연령 -.050 -.144* -.037 -.017 -.085 -.097 1

성별 -.108 -.100 -.073 -.021 -.003 .018 .056 1

직급 -.112 -.154** -.003 -.103 -.184** .255** .300** -.025 1

계층
주의

-.127* -.184** -.117* -.012 .007 -.018 .082 .052 .009 1

운명
주의

-.022 .044 -.066 .021 -.071 -.105 .068 -.017 -.053 -.042 1

평등
주의

-.027 .017 .091 .021 .042 .252** -.047 -.125* .060 -.271** -.307** 1

참고: **상관계수 0.01, *상관계수 0.05 수준에서 유의함.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 직무만족, 삶의 양식의 기술통계 분석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은 문항별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평균 3점 이상이면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삶의 양식(집단성, 격자성)은 6점 척도를 사용하

였으므로 평균 3.5점 이상이면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직무특성요

인에서 기술다양성 3.47, 과업정체성 3.61, 과업중요성 3.89, 자율성 3.07, 피드백 3.48

로 나타나서 직무특성의 수준은 모두 보통 이상이었으며, ‘과업중요성>과업정체성>피드

백>기술다양성>자율성’의 순이었다. 삶의 양식에서는 집단성이 3.83으로 높게 나타난 반

면 격자성은 2.46으로 낮았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평균적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이 

높았고, 사회 계층이나 차등의 정도가 낮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직무만족

9) 변수 중 연령, 성별, 직급, 계층주의, 운명주의, 평등주의 등의 통제변수는 더미변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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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15로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조사결과와 비

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10)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직무만족 수준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평균값으로서, 삶의 양식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 별로 직무만족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표 4> 직무특성, 삶의 양식, 직무만족의 기술통계

변수 하위 요인 표본수(N) 평균 표준 편차

독립변수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305 3.4732 .67437

과업정체성 305 3.6131 .74219

과업중요성 305 3.8943 .65400

자율성 305 3.0705 .74086

피드백 305 3.4811 .54661

통제변수
(삶의 양식)

집단성 305 3.8339 .79707

격자성 305 2.4634 .82508

종속변수 직무만족 305 3.153 .6808

또한 집단성과 격자성의 수치에 따라 문화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집단성과 격자성 각

각 3.5점을 원점으로 한 그래프에 표본들을 분류하였다. 3.5를 원점으로 한 것은 본 연구 

설문 문항의 특성상 ①,②,③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④,⑤,⑥은 

그렇다고 보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3.5가 집단성과 격자성 각각

의 중간에 해당하는 절대적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빈도분석 결과, 305명 중 계층주의 11명(3.6%), 운명주의 14명(4.6%), 개인주의 78명

(25.6%), 그리고 평등주의 202명(66.2%)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 표본들의 2/3 가량이 평등주의 삶의 양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

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된 삶의 양식이 계층주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오수길･채종헌, 2003).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직렬 별로 삶의 양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10) 고수정(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과중하고 역할의 모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은 3.03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황미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 자체에서 

오는 내재적 직무만족은 3.12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직무 환경에서 비롯되는 외재적 직무만

족은 2.88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0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문영주(2010)의 연구에 의하

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내재적 만족은 3.42, 외재적 만족은 

2.91점이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직무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

으나 직무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병주(2013)의 연구

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직무만족은 2.82점으로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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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정 삶의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 직무를 다루는 직렬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 문화유형 그래프 및 문화유형 빈도분석 결과

운명주의

14명 (4.6%)

6

계층주의 

11명 (3.6%)

3.5
1

개인주의

78명 (25.6%)

6

평등주의

202명 (66.2%)

1

                              *x축 집단성, y축 격자성

4. 가설 검증

1) 문화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상기의 문화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집단별로 나누어 직무만족 수치를 비

교해보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계층주의와 평등주의는 직무만족 수치

가 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이 가장 높았다. 운명주의와 개

인주의는 직무만족 수치가 3.0 미만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이 보통 이하인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특히 운명주의가 직무만족이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

화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표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문화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비교 결과

종속변수 문화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F / 유의확률 사후검정결과

직무
만족

계층주의 11 3.091 .5243

7.193 / .000**
평등주의 > 개인주의, 

운명주의 (LSD)

운명주의 14 2.829 .4065

개인주의 78 2.903 .6759

평등주의 202 3.275 .6744

총계 305 3.153 .680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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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인과관계 분석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F=5.272, p=.000, 

R²=.081로서 회귀모형이 8.1%의 설명력을 갖는다. Durbin-Watson=1.763으로 2에 근접

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²값이 

낮아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특성의 설명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초 기대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특성의 영향이 높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 

즉 직무특성보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더 의미 있는 독립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분석결과,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드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

해 볼 때, 기술다양성과 과업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좀 더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자율성, 과업정체성 순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특성요인들이 모두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ackman과 Oldham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지만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국내 후속 연구들(김명숙･박영배, 1999; 이종준･최익봉, 2000; 강흥구, 2006; 김찬

중･조준희, 2011; 이정훈, 2011, 김길수･김재열, 2015)의 결과와 부합한다.

<표 6>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 검증 결과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β 표준 오차 β

(상수) 2.976 .353 8.426 .000

기술다양성 -.191 .061 -.189 -3.126 .002**

과업정체성 -.110 .055 -.120 -2.003 .046*

과업중요성 .196 .061 .189 3.210 .001**

자율성 .127 .054 .139 2.369 .018*

피드백 .023 .074 .018 .309 .758

R=.285, R²=.081, 조정된 R²=.066
F=5.272, p=.000, Durbin-Watson=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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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명숙･박영배(199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만이 직무만족에 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9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에 위치한 H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종준･최익봉(2000)의 연구에서는 기술다양성･과업중요성･자율성은 직무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과업정체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한 강흥구(2006)의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피드백만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외의 직무특성들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의료기관 사회복지

사의 경우 직무특성 5가지는 직무만족과 전혀 영향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경북지방경찰청과 소속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이정훈(2011)의 연구에서는 경북지방

경찰청에서는 자율성과 피드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이었지만, 기술다양성･완결성(과업

정체성)･과업중요성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 소속경찰서는 기술다양성만 유의하지 

않게 나와 같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수준에 따라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가 달라진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조직의 분야나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서 직무특성의 하위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

며 전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이 낮아진다는 것은, 업무가 복잡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할수

록 그들이 부담을 느껴 직무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일

부분이 아니라 업무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

아진다는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클수록 부담을 느껴 직무만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과업중요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가 지역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높은 자긍심을 느껴 

직무만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는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과업중요성과 자율성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업무의 종류가 복잡･다기해지는 상황 하에서 

그러한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

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삶의 양식과 인적 특성의 통제효과 분석

<표 6>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이나 인적 특

성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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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제변수에 따라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영향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11)

<표 7> 직무특성, 인적 특성, 삶의 양식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β 표준 오차 β

(상수) 2.610 .372 7.010 .000

기술다양성 -.150 .059 -.147 -2.551 .011*

과업정체성 -.095 .053 -.103 -1.786 .075

과업중요성 .169 .059 .159 2.846 .005**

자율성 .127 .051 .137 2.469 .014*

피드백 .036 .071 .028 .501 .617

연령 -.291 .085 -.192 -3.438 .001**

성별 .085 .085 .054 1.001 .318

직급 .392 .078 .286 5.040 .000**

계층주의 .150 .213 .040 .706 .481

운명주의 .038 .182 .012 .208 .835

평등주의 .339 .085 .234 3.965 .000**

R=.468, R²=.219, 조정된 R²=.189
F=7.228, p=.000, Durbin-Watson=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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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을 보면 F=7.228, p=.000, R²=.219로서 회귀모형이 21.9%의 설명력을 갖는다. 

Durbin-Watson=1.827로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중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업정체성과 피드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해 볼 때, ‘과업중요성>기술다양성>자율성’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웠다. 반면 연령과 직급은 그 차이에 따라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11) 비연속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삶의 양식 유형을 회귀분석에 이용하고자 더미변수로 자료를 

변경하였다. 연령(30대 이하=1, 40대 이상=0), 성별(남자=1, 여자=0), 직급(9급=1, 8급 이상=0), 계층

주의(계층주의자=1, 그 외=0), 운명주의(운명주의자=1, 그 외=0), 평등주의(평등주의=1, 그 외=0)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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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직무만족이 낮으며(비표준화β=-.291), 

직급은 9급이 8급 이상보다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표준화β=.392). 성별･
연령･경력 등 개인적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진혜민･박병선, 2013). 예컨대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만족이 높

다는 선행연구도 있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만족이 높다는 선행연구도 있으며, 

성별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연령이나 경력도 마

찬가지이다. 즉 대상 집단이나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방하남･김

상욱, 2009). 본 연구에서 성별이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별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표본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경력 및 지위와 비례하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상위 직급자로 

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나이가 들수록 경력과 경험이 쌓이게 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무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며 직무에 더 잘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령과 직급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본의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표본의 과반수인 30대의 경우, 9급에 다수 집중

되어 있긴 하지만(77명), 8급(55명), 7급(32명)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7급 이

상인 경우도 있지만(7급 26명, 6급 14명), 공직에 늦게 입문하여 9급(17명), 8급(13명) 

등 비교적 낮은 직급에 위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연령과 

직급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삶의 양식 유형으로 볼 때, 계층주의와 운명주의는 개인주의와 비교하여 직무만

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평등주의와 개인

주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등주의의 영향이 가장 컸다. 비표

준화 β계수를 통해 볼 때, 평등주의는 기준이 되는 개인주의보다 0.339만큼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등주의자는 집단성이 높고 격자성이 낮으며, 개인주의자는 

집단성과 격자성이 모두 낮은 집단이다. 따라서 집단성의 차이에서 직무만족도의 차이

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평등주의자는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 

자신이 집단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이 높다. 이와 같은 특

징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와 부합하여 다른 삶의 양식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직무

만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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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통제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있어 삶의 양식 유형과 인적 특성(연령, 직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4) 삶의 양식 유형별 인과관계 분석

계층주의자와 운명주의자는 표본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상기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는 표본의 수도 상대적

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집단성이 낮은 개인주의자들과 집단성이 높은 평등주의자들 

간에 변수 간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

서 개인주의자 78명과 평등주의자 202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개인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β 표준 오차 β

(상수) 2.938 .863 3.403 .001

기술다양성 -.189 .119 -.206 -1.582 .118

과업정체성 -.121 .117 -.130 -1.034 .305

과업중요성 .031 .129 .028 .243 .809

자율성 .207 .094 .249 2.201 .031*

피드백 .059 .138 .050 .428 .670

연령 -.150 .175 -.102 -.855 .396

성별 .244 .155 .172 1.576 .120

직급 .327 .168 .240 1.954 .055

R=.488, R²=.238, 조정된 R²=.146
F=2.575, p=.016, Durbin-Watson=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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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F=2.575, p=.016, R²=.238로서 회귀모형이 

23.8%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1.722로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논의한대로 집단 정체감이 

약한 개인주의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자율성의 정도가 다른 

직무특성들에 비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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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들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규제나 집단의 소속감을 낮게 느끼는 개인

주의자들은 자신의 자율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9> 평등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β 표준 오차 β

(상수) 2.572 .468 5.501 .000

기술다양성 -.146 .075 -.139 -1.931 .055

과업정체성 -.033 .068 -.035 -.484 .629

과업중요성 .260 .075 .244 3.446 .001**

자율성 .079 .069 .083 1.145 .254

피드백 .026 .094 .021 .278 .782

연령 -.340 .104 -.229 -3.275 .001**

성별 .024 .113 .015 .215 .830

직급 .405 .097 .299 4.172 .000**

R=.412, R²=.170, 조정된 R²=.135
F=4.790, p=.000, Durbin-Watson=1.835

**p<.01

평등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F=4.790, p=.000, R²=.170로 회귀모형이 17.0%

의 설명력을 보였다. Durbin-Watson=1.835로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

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등주의자만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연령 및 직급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직무특성 중에서 과업중요성만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과업중요성은 직무가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데, 집단 정체감이 높은 평등

주의자에게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가설검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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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 기술다양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

가설1-2.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 과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

가설1-3. 과업중요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1-4.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1-5. 피드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 피드백은 직무만족과 영향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가설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닌 삶의 양식의 차이에 따라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네 개의 삶의 양식 중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2. 평등주의와 계층주의의 경우, 과업중요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다. (부분채택)

         → 평등주의는 과업중요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크다. 

가설2-3. 개인주의와 운명주의의 경우, 자율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다. (부분채택)

         →개인주의는 자율성의 직무만족 영향력이 가장 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

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이 통제변수로서 통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 정도에 대한 직무특

성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직무특성 하위요인 별로 직무만족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피

드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발견

된 바와 같이,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특성의 부분적인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특성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삶의 양식과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

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적특성(연령, 직급)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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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낮을수록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급은 낮을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

만족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해 투입한 시간과 비용 혹은 노력에 비

해 현재 직무에서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직급

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은,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한 중간 직급의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해 느끼는 기대감이나 자긍심이 높

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삶의 양식과 관련해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가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등주의의 영향이 가장 컸다. 평등주의는 개인주의보다 집단

성이 높은데, 집단성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연대의식이 높아지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강

해지면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된 삶의 양식은 평등주의이고, 다음으로 개인주의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계층주의와 운명주의 삶의 양식도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고 하

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양식이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주의자와 운명주의자보다 평등주의자와 계층주의자의 직

무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개의 삶의 양식 중 평등주의가 직무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소진과 스트레스가 우려되나 직무만족도는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보고했

는데,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삶의 양식별로 직무만족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

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 삶의 양식의 육성

이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삶의 양식 유형이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평등주의자의 직무만족이 가장 높

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서 평등주의 문화의 확충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표출과 참여를 강조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독

려하여 평등주의 문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의 중심적인 문화가 되게 하는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삶의 양식 별로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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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했다. 평등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직무특성 중 과업중요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서는 자율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특성과 삶의 양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적자

원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령 평등주의자에게는 과업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직무의 의의나 당위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주의자에게는 그들이 맡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의 보장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삶의 양식에 공통적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

확하게 하여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을 낮추는 접근이 요망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및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직무특성이론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을 설명함에 있어 

한계를 보였다. 직무특성의 설명력이 낮음과 더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도 제

한되었고, 일부 직무특성의 경우 영향력의 방향성도 기대와 달랐다. 이는 직무특성이론

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

고, 직무특성이론은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는데 기여했고, 분석결과는 향후 우리나

라 정부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학문적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rid-Group 문화이론의 경우, 집단성과 격자성의 양적 측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한 추가적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Grid-Group 문화이론은 앞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기여하는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삶의 양식 개념을 적용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일부 직무특성에 한정했다는 점 등의 

한계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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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문항의 구성

변수 설문문항 문항수

독립
변수

직무
특성

기술
다양성

1) 나의 업무(job)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다양
한 기술(skills)이 요구된다.

4
2) 나의 업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다(R).

3) 나의 업무는 항상 여러 가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순서가 복잡하
다. 

4) 나의 업무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일(work)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업
정체성

5)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일의 시작에서 끝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4

6) 나의 업무는 대부분 처음부터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 짓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7) 나의 업무는 어떤 일의 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8) 나는 어떤 전체적인 일의 일부분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R).

과업
중요성

9) 나의 업무처리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나 복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4
10) 나의 업무는 우리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다.

11) 우리 조직에서 내 업무가 빠진다면, 조직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
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12) 내가 맡은 업무가 잘못 처리되면 조직에 많은 손실을 끼친다.

자율성

13) 내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내가 주도권을 갖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14) 나의 업무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독립성과 자유를 상당한 수준
으로 보장한다.

15) 나는 업무 처리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16) 나의 업무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
다.

피드백

17)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4

18)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잘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금방 알 
수 있다.

19) 나는 업무가 끝나면 결과가 좋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 업무가 끝나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듣지 않고도 업무처리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일이 잘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직접 알 수 
있다.

통제
변수

삶의 
양식

집단성
(group)

1) 정부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너무 심하게 간섭한다(R).

6
2) 사람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

다(R).

3) 정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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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은 역코딩을 의미함.

4) 정부는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들 필요
가 있다.

5)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는 사회의 
목표 성취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6) 정부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에 제한을 가해서 사람들이 사
회의 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격자성
(grid)

7) 부가 더 평등하게 분배되면,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다.

6

8) 우리는 부자와 빈자간의 차별과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을 획기적
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9)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
한 문제이다.

10)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너무 과하게 추진했다(R).

11) 빈민, 여성, 동성애자, 기타 소수자들의 집단은 평등권을 원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R).

12)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관대하고 유약해졌다(R).

종속
변수

직무
만족

전반적인
직무만족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한다.

5

2) 나는 자주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R).

3) 나는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4)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매우 만족
한다.

5)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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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Officials: Controlling 

Effects of Way of Life

Ji-Hye Lim & Jaehyun Joo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o what extent the job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would influence their job satisfaction, and to analyze whether their way of life would have a 

controll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skill variety' and 'task identity' showed negative 

effects while 'task significance' and 'autonomy' showed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Second, the main way of life of social welfare officials was egalitarianism. Individualism 

appeared as the second most common type of way of life among the officials. However, 

hierarchy and fatalism were only minor ways of life. Third, egalitarianism most positively 

affected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welfare officials. Fourth, the type of way of life made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influence of job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In the case of 

egalitarians, 'task significance' showed a meaningful causal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However, 'autonomy' showed a meaningful causal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for 

individualists. These findings coul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to the development of measures for enhancing their job satisfaction.

【Keywords: Social Welfare Officials, Job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Grid-Group 

Cultural Theory, Way of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