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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부산ㆍ경남 지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문영주**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부산ㆍ경남 지역의 83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 996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수된 760부를
중심으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간 판별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나서 구조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
로를 중심으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상호 구분되는 개념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동기
요인과 위생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기요인
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모두 미치며, 위생요인은 간접적 영향만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효과분해 결과, 총효과에서 정서적 몰입에는 위생 요인의 영
향력이 더 크고, 직무수행에는 동기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직무 내ㆍ
외적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동기요인, 위생 요인,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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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조직들은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 대
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
상자에 대한 책임성 증진과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즉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의 경우
자원을 제공하는 일반 국민에 대해 항상 책임성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는 전문직으로서
의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에 더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
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
을 갖는다. 2012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분야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사회
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다른 분야와 달리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와 대상자의 인간적 대면접촉과 상호
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질이 사업의 성
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사회복지조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긍정적인 업무태도인 정서적 몰입도를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질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찍이 허즈버그는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
으로 잘 알려진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이요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대부분의 만
족에 대한 연구가 만족과 불만족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
식하고 있는데 비해, 허즈버그는 만족과 불만족을 별개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기 이론 학자들과 차이가 있다(이재경
ㆍ최정길, 2012). 허즈버그는 면접방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하면
서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동기를 유발하는 요인)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
지 조사하면서 만족-불만족을 단일 연속선 개념으로 보지 않고, 만족-만족無의 차원
(동기 요인)과 불만족-불만족無의 차원(위생 요인)의 복수 연속선 개념으로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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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휴먼 서비스 분야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을 찾는데 관심을 둘 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 그
리고 이 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진하였다. 한나영
ㆍ박병무ㆍ홍재범(2013)이 근해선망어업 선원들의 환경 요인(임금, 고용안정성, 작업조
건, 회사정책, 인간관계)과 동기 요인(성취감, 승진, 성장가능성, 책임감, 참여)이 만족
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민간 비영리 부문인 사회복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사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구성 개념이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에 대한 논의는 중요
하다(Bollen & Grandjean, 1981). 만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구성 개념이 다차원성을
갖는 경우, 각각의 차원은 일정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개념의 일부분
만을 설명하는 ‘불완전 대표성’(imperfect representation)을 갖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
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해야 해당 구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진다(원숙연ㆍ
전소연, 2010).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상호 구분되는 개
념인지 그리고 이 두 요인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
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의 사명 구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몰입을 의미하는 정서적 몰
입이 사회복지조직의 성과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보다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강철희와 김교성(2003), 고언정과 이혁준(2010)의 지적,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실증 연구들(강철희ㆍ이상철ㆍ정상원, 2009; 성희자, 2009)에서 조
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이나 조직 충성도를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에 대한 연구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서적 몰입과 직무 수행 간 관계를 함께 살
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이는 오인수, 김광현, Todd, 황종오, 유태용, 박영아,
박량희(2007)가 실시한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에 대
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과 직무수행 간 관련성이 .38인데 비해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련성은 .52로 상대적으로 높아 정서적 몰입이 직무만족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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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직무수행을 더 잘 설명해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정서
적 몰입이 직무만족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라는 이덕현, 최송욱, 장원섭(2013), 조경호
(1998)의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정서적 몰입은 주목해야 할 직무태도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
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직무 내ㆍ외적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첫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상호 구분되는 개념인가?
둘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은 매개효과를 가
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조직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관심을 갖
는 많은 학자들은 과정 이론과 내용 이론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연구를 수행해 왔다.
먼저 과정이론은 개인의 노력이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과정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를 강조하는 반면, 내용이론은 개인적인 욕구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을 강조한다(이봉주ㆍ이선우ㆍ백종만, 2012). 이때 허즈버그는 매슬로우의 욕구계
층이론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욕구가 단계별로 계층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
러한 욕구가 불만족 해소 차원과 만족 증진 차원의 서로 별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은 같은 연속선상에서 서로 정반대가 아니라
분리된 두 가지 연속체, 즉 만족의 반대개념은 만족이 없는 것이며, 불만족의 반대개
념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훈래, 2009). 따라서 위생 요인이 결핍되면, 불
만족이 발생하지만 위생 요인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만족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단지
불만족만 제거될 뿐이며, 반대로 만족요인이 결핍되면 만족이 발생하지 않을 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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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Herzberg(1993)는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을 위생 요인과 동기 요
인의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위생 요인이란 개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있어서 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직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동료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지위, 안전 등 주로 직무
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이들 위생 요인들은 주로 개인의 생리적 욕구, 안전욕
구, 애정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들
불만족 요인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무동기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한나영ㆍ박병무ㆍ홍재범, 2013).
한편 동기 요인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과 발전, 직무 그 자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직무내용과
관련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만족요인이라고도 불린다. 이때
위생 요인은 직무 외재적 성격을 지니는데 비해 동기 요인은 주로 직무 내재적 성격
을 지니고 있어 상호 구분된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조직 구성원의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적용한 선행연구로는
강황선(2007), 전미애ㆍ조미경(2011), 한나영ㆍ박병무ㆍ홍재범(2013), Bassett-Jones &
Lloyd(2005)가 있다. 그러나 강황선(2007)은 공기업 종사자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철도공사의 고객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둔 연구로, 민간 부문에 함의를 도출하기에
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한나영ㆍ박병무ㆍ홍재범(2013)은 선원을 대상으로 하여 비영
리 부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일찍이 최응렬과 이강훈(2007)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갖게 되는 직무태도 요인의
구체적 종류나 그 개개의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그 조직의 상황, 업무 성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하여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영리
조직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점을 비추어볼 때 비영리
부문에서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미애와 조미경(2011)이 노인요양인력의 직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민
간 비영리 부문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개호복지사의 직무 불만을
야기하는 위생 요인과 지속적인 근무를 가능케 하는 동기 요인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인요양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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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사회복지관에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직무 태도 형성을 위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2.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긍정적 직무태도 형성이 중요한데, 이때 직무
태도는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김은희, 2009)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직무태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다
양한 관점들이 있으며, 국내ㆍ외 연구에서 직무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
된 변수는 조직몰입이다(서철현ㆍ이상돈, 2006). 이때 조직몰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정서적 혹은 태도적 접근방법으로, 조직몰입의 하위 요
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athieu & Zajac, 1990). 이러한 정
서적 몰입은 ‘기관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정서적 애착을 가져 계속 근무
하고자 하는 상태’로 조직과 개인의 일체감 형성을 촉진한다 하여 인사ㆍ조직 및 조직
행동 연구자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고성과와 같이 긍정적인 조직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 부정
적인 조직 행동을 덜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Benkhoff, 1997),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
적이어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이덕현, 최송욱, 장원섭,
2013)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입을 살
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3. 직무수행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주민의 참여
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는 조력자 중개자, 조정자, 촉진자, 기
획가, 조사자, 평가자, 행동가, 조직가, 옹호자, 대변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면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 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과 연계, 옹호, 지역사회

- 118 -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조직화, 행정 및 조사 연구 등의 간접적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 및 활용, 전문가로서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태
도는 고스란히 직무수행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이성윤,
2006)고 알려져 있다.
사실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네 가
지로 요약된다(문영주, 2005).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산출물, 즉 결과물에 대
해서 평가하는 결과 중심 접근, 둘째,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이
반드시 보여야만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가를 평가하는 행동 중심 접근, 셋째, 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이 나타내야 하는 바람직한 특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성향 중심 접근,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이 얼마나 책임 있게 업무
를 수행하고, 조직시민행동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 중심의 접근이 그것이
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정도를 평가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두 번째 접근에 해당한다. 표갑수와 김현진(2009) 또한
사회복지사 자신이 맡은 직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직
무수행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조미형ㆍ최재성(2005)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대상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며, 또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취하고 전문적으로 요청되는 절차를 잘 따르고 있
다면 사회복지 대상자는 도움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찍이 Kadushin(1992)은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클라이언트 체계와의 전문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사회복지 지식
과 기술, 사회복지 기관행정,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및 수퍼비젼 활용, 직원 및 지역사회
와의 관계, 업무수행 요구 및 업무량 관리, 전문가로서의 속성 및 태도’ 등의 7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 특히 김경희(2001)가 Kadushin(1992)이 제시한 사회
복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측정도구를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이후,
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박영국, 2009; 전선영ㆍ윤정혜ㆍ안정선, 2011; 조미형ㆍ최재성, 2005).
이처럼 Kadushin(1992)의 측정도구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연구에 자주 활용되는
것은 공공 부문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원조기술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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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동기ㆍ위생 요인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동기ㆍ위생 요인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먼저 안희남(1991)은
도전적이면서 중요한 직무, 개인적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애착심을 느껴 근속하도록 하는 동인이 된다고 함으로써 동기가 정서
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국외 연구로 Karatepe와 Tekinkus(2006)
역시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유인이 됨을 보여
주었다. 특히 Giffords(2009)는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이야말로 정부의 재정적 지
원의 결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산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극심
한 사회복지조직에서 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
회복지환경 속에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실증 분석결과 근로환경이 정서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므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의 미션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이홍개(2005)는 정서적 몰입이 조직에 남아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한 노력과 충성을 보이는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
에 최고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을 동기 부여할 때 외재적 욕구뿐 아니라 내재적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동기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만 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 주는 소극적 효과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과가 직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임에 불과한 반면, 만족 요인의 확대는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에 자극을
주고 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만족 요인의 개선은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숙연ㆍ전소연(2010)은 내적 성취감을 통한 동기부여가
정서적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외재적 동기의 중요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에서 제공하는 외적인 보상에 따라 동기 부여되는 조직구성원
은 외적인 보상에 만족할 경우, 자신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되므로,
조직에 대한 높은 몰입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동기ㆍ위생 요인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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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위생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2)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우선 강신규(2002)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연구를 수행하면서 조직몰입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정서적 몰입이 직무수행
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iketta(2002) 또한 정서적 몰입이 직무수행 등의 긍
정적 조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서적 몰입이 조직 행동 연구
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변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정서적 몰입
과 직무수행을 다루고 있는 111개의 연구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도에
기반을 둔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가 전반적인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여,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태도적 접근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이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
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 Cichy, Cha, 그리고 Kim(2009)은 정서적 몰
입과 맥락적 직무 수행 간 관계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은 직무수행의 하위 차원 모두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규범적 몰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직무수행
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차별적 영향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Gong,
Law, Chang, 그리고 Xin(2009)은 성과 지향적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몰입하도록 하고, 조직에 감정적 유대감이 높아진 구성원은 높은
직무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Kim, Baek, Park, Yoo, 그리고 Jang(2012)은 사무직 근
로자의 DISC 행동유형(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등), 직무만족, 정서적 몰입, 직
무수행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는 점에 기반을 두어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수준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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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직무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외 Ahmadi, Ardi, Zare, 그리고
Fathizadel(2012) 역시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더욱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을 동기 부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적 몰입이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연구가 활발해짐
에 따라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Suliman(2002)은 감독자의 스타일, 과업 특성, 동료 관계, 직무 동기, 보상, 심리적 계
약, 분배 공정성 등을 조직풍토의 하위 요인으로 설정한 후, 직무수행과의 간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각 하위 요인들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 결과, 정서적 몰입이 부
분매개효과를 가짐을 보여 주었다. 이에 조직풍토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에 덜 몰입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직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Elci, Kitapci, 그리고 Erturk(2007)는 품질 중심의 조직문화와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직무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태도의 하위 변수들 중 정서적 몰입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하였다. 이에 비해 Rose, Kumar, 그리고 Pak(2009)은 조직학습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 하여, 최고 관리자는 조
직 내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조직 구성원이 동기 부여되어 몰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써 조직 효과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조직에 대한 감정적 동일시를 나타내는 정서적 몰입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직무수행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3)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먼저 Leisink와
Steijn(2009)은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수행 간 연구에서 동기는 조직시민행동, 인지된 직
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Oluseyi와 Ayo(2009), 그리고 Hayati와
Caniago(2012)는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뿐만 아니라 Smith와 Shields(2013)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해 사
회복지조직들은 개별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
과 달리 보수뿐 아니라 직무 자체에서도 중요한 직업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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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의 동기 이론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와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동기 요인을 중심으로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외 동기 요인과
위생요인 모두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먼저 안희남(1991)은 동기 요인이 일정 기간 동
안 다른 요인보다 만족을 주는 데 기여하고, 특히 직무수행 및 개인의 심리적 성장,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는 것과 관련되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반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즉 위생 요인이 부족할 경우
부정적 직무태도를 갖게 한다고 하였다. 이때 위생 요인들이 충족될 경우 직무태도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위생 요인들은 직무수행과 직접적 관련
이 없으며, 결코 직무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근원(2001) 또한 직무상의
성취감, 직무 성취에 대한 인정, 보람 있는 업무 자체, 직무 책임감, 성장과 발전 욕구
를 동기 요인, 대내적 행정 절차 불만, 신분보장, 감독, 보수, 직장 내 인간관계 불만,
업무 환경, 업무의 양을 위생 요인으로 범주화한 후,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 위생 요인 보다 동기 요인이 직
무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Mundra(2010)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부
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 내ㆍ외적 동기가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내적 동기는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
지만, 외적 동기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처럼 동기ㆍ위생 요인이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송
근원(2001)과 같이 동기 요인이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서적 몰
입과 같은 직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수행 향상을 이
끌어 낸다하여 동기 요인이 정서적 몰입 형성을 통해 직무수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
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Sulima(2002)는 조직풍토,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조직풍토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한 변수들이 동기 요인과 위생 요
인에 해당하는 변수들임을 고려할 때,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직무수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동기와 직무수행 간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동기 요
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정서적 몰입과 같은 직무태도 형성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위생 요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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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몰입도 행상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주로 미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조직 심리학과 경영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기 중심 접근은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정서적 몰입과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성과와 같은 행동
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Noe, Hollenbeck, Gerhart, & Wright, 2010). 이에 본 연구
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동기ㆍ위생 요인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간 관계,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주
요 개념 간 관계를 반영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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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민간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부산사회복지협의회와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사회
복지관을 표집틀로 하여,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 조사
기간을 비롯한 총 연구기간, 전체 설문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연구자의 인적사항, 그리
고 원하지 않을 시 설문지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됨을 기재한 연구 협조 공문과 설문
답례품, 반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총 83개 사회복지
관에 기관당 12부씩 총 996부를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중 76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7.1%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760부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위해서는 전미애ㆍ조미경(2011)과 한나영ㆍ박병
무ㆍ홍재범(2013)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에 적절한 형태로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구
성하였다. 이때 동기 요인은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직무 내재적 요인
으로, 조직 구성원에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때 동기 요인
은 직무내용, 책임감, 인정, 성장가능성, 성취감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10문항의 5
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동기 요인 10문항의 5요인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27.297(df=5), p=.000, TLI=.971, CFI=.986, SRMR=.022, RMSEA=.057
로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동기 요인은 문항합산을 통해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위생 요인은 ‘환경적인 특성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의 성격과 관련한 직무
외재적 요인으로,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위생
요인은 보수ㆍ급여ㆍ수당,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조직의 방침ㆍ행정, 근무환
경 및 복리후생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25문항의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위생
요인

25문항의

5요인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125.469(df=5), p=.000, TLI=.826, CFI=.913, SRMR=.062, RMSEA=.078로 구성타당
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위생 요인은 문항합산을 통해 분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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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자기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감정 정도’로
보았다. 정서적 몰입의 측정은 Allen과 Meyer(1996)가 개발한 정서적 몰입 척도를 민
간 비영리 조직에 맞게 번안한 강철희와 김교성(200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때 정
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밀착, 동일시, 관여, 소속감 등으로 구
성된 6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도가 높음을 뜻한다. 정서적
몰입 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24.568(df=6), p=.000,
TLI=.983, CFI=.990, SRMR=.021, RMSEA=.048로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은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
발휘, 사회복지 기관행정, 수퍼비전의 활용,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수행 정도’로
보았다. 그리고 직수수행 측정을 위해서는 문영주(2011)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문영주
(2011)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Kadushin(1992)의 척도를 번안한 김경희(2001) 척도의 측정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라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문항의 적합도, 난이도, 평정의 적절성, 측정의 기능이 모두 우수함을 보여 주었다. 이
때 직무수행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 발휘, 사회복지 기관행정,
수퍼비전의 활용,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17문항의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직무수행이 높음을 뜻한다1). 본 연구에서 직무
수행

17문항의

5요인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101.8038(df=5), p=.000, TLI=.875, CFI=.938, SRMR=.053, RMSEA=.060으로 구성타
당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어 직무수행은 선행연구와 같이 문항합산을
통해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
유 현황, 직급, 근무년수(총 근무지 개월수, 현 근무지 개월 수)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이중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 관련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성
별, 직급, 현 근무지 개월 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모두 동일한 원천인 자기보고에 의해 수집되었
1) 직무수행의 5가지 영역의 개별 측정 문항에 관하여는 문영주(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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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es)로 인해 구성개념 간의 관계가 왜곡
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사후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arman의 일
원검증법을 사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였다. 이때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이
도출되거나 한 요인이 측정변수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동일방
법편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총 4개 도출되었고, 이들 4요인은 전체 설명량의 61%를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첫째
요인이 분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1요인 모형의 절대
적합도가 매우 낮았고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로 인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4. 자료 분석방법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AMOS 21.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다. 아울러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자료의 특성, 즉 이상치와 결측치,
정규성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상호 구분되는 개념인지 살펴보기 위해 1요인 모형
과 2요인 모형 간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나서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구하여 평균분산추출값을 활용한 판별타당도 확인법과 95% 신뢰구간을 이용한 판별
타당도 확인법을 통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판별타당도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이론적으로 관계가 없는 잠재변인과의 상관계수가 낮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별타당도 분석은 첫
째, 평균분산추출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φ²)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데, AVE〉φ²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Fornell &
Larcker, 1981). 그리고 두 개념 간에 동일하다는 가설(φ=1.0)을 기각하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는데, 95% 신뢰구간에서 (상관계수±2×표준오차)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셋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비표준화(표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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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SMC값
을 통해 문항의 설명력 또한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Hoyle와 Panter(1995),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의 두 기준 모두를 고려하여 x², GFI, TLI,
CFI, SRMR, RMSEA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x²값의 경우 표본의 크
기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외 다른 모형 적합도를 중심으로 모
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SRMR 값은 결측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제시
되는 모형적합도 지수인데,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도분석과 측정모형분석에서는 결측치
가 없어 SRMR 값을 보고하였으나, 구조모형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의 일
부에서 결측치가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 후,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
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Sobel test의 경우 자료의 분포가 정
규분포일 경우에 가능하며 정규분포가 아니거나 특히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Bootstrapping방식이 제안되므로(Preacher & Hayes, 2008; Zhao, Lynch Jr, & Chen,
2010),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우선 성별은 여성이 67.8%로 남성 32.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다수
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보여주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4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가 40.5%로 나타나 평균 연령은 31.44세
(SD=6.51)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연령층임을 알 수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자가
57.9%로, 기혼자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학력의 경우 전체의 68.2%
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으며,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인 응답자가 전체의 21.5%
에 달해 연구 대상자들은 비교적 고학력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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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76.1%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
우 63.0%가 실무자급이었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8.3%로 많은 편이었으나, 기간제
또는 계약직인 비정규직 또한 11.7%에 달해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고
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회복지사로서 총 근무경력은 평균
62.72개월(SD=51.68), 현 근무지 경력은 평균 46.41개월(SD=45.2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760)
성별

구분
남성

빈도(명)
245

%
32.2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760)

여성
20대
30대
40대

515
338
295
83

67.8
46.4
40.5
11.4

―

―

―

―

20

58

31.44

6.51

혼인상태
(n=755)

50대 이상
미혼
기혼
이혼 및 별거
고졸

12
437
315
3
5

1.6
57.9
41.7
.4
.7

―

―

―

―

학력
(n=759)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과정

73
518
56

9.6
68.2
7.4

―

―

―

―

석사학위 취득 이상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부장, 사무국장
과장, 팀장

107
562
177
57
224

14.1
76.1
23.9
7.5
29.5

―

―

―

―

―

―

―

―

고용형태
(n=760)

일반 사회복지사
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
1년 미만 기간제
3년 미만

478
671
78
11
274

63.0
88.3
10.3
1.4
37.4

―

―

―

―

총 근무지
개월 수
(n=733)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45
108
84

19.8
14.7
11.5

1

276

62.72

51.68

10년 이상

122

16.6

1

276

46.41

45.23

연령
(n=728)

사회복지사
자격증(n=739)
직급
(n=759)

현 근무지
개월 수
(n=733)

3년 미만

380

51.8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44
80
65

19.6
10.9
8.9

10년 이상

6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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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았다. 먼저 동기
요인의 평균 점수는 3.80(SD=.624), 위생 요인의 평균 점수는 3.36(SD=.570)으로, 동기
요인의 점수가 위생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직무불만족 요인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동기 요인이 위생 요인보다 일
관되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안희남(1991)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특히 동기 요
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 책임감은 높으나 성취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위생 요인과 관련하여 동료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으나 보수, 급여, 수당 등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직장 동료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임금복리후
생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6)의 ‘사회복지사 급여실태 조
사’ 결과,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2007)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만
족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정서적 몰입의 평균 점수는 3.75(SD=.671)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사의 정서적 몰입을 연구한 강철희ㆍ이상철ㆍ정상원(2009), 성희자(2009)의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 평균이 3.54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본 연구 대상자들은 비교적 정서적 몰
입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은 현 직장에 대한 소속감
과 애착심을 높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타인과 이야기하는 정도는 상대적
으로 많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의 평균 점수는 3.56(SD=.486)으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
회복지사의 직무수행을 연구한 문영주(2011)의 연구에서 직무수행 평균이 3.54로 나타
난 것과 유사하였다. 다만, 문영주(2011)에서는 수퍼비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발휘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문영주(2011)의 연구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
ㆍ문화, 자활 등 사회복지관의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조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연
구인데 비해,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중 서비
스 제공 외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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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2012년 8월 이후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모수 추정 시 최
대우도법(ML)추정이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최대우
도법 추정 시 지나친 왜도보다 지나친 첨도가 더 문제가 된다고 하여 왜도가 2보다
크고, 첨도가 7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 분포의 기준을 적용할 때,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에 크
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자료의 특성(n=760)
평균
동
기
요
인

위
생
요
인

수
행

첨도(표준오차)

직무내용의 중요성
직무 관련 책임감
현 직무에 대한 타인의 인정

3.82
3.98
3.71

.786
.734
.821

-.480(.089)
-.274(.089)
-.361(.089)

.433(.177)
-.344(.177)
.046(.177)

장래성 및 성장가능성
직무로 인한 성취감

3.84
3.66

.811
.773

-.566(.089)
-.284(.089)

.559(.177)
.217(.177)

동기요인 총계

3.80

.624

-.231(.089)

.168(.177)

보수, 급여, 수당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2.69
3.63
3.89

.820
.752
.647

.100(.089)
-.580(.089)
-.275(.089)

-.109(.177)
.831(.177)
.024(.177)

조직의 방침ㆍ행정
근무환경, 복리후생제도

3.39
3.17

.800
.727

-.177(.089)
-.149(.089)

.182(.177)
-.075(.177)

위생요인 총계

3.36

.570

.060(.089)

-.253(.177)

3.72
3.60
3.65

.885
.961
.903

-.495(.089)
-.367(.089)
-.605(.089)

.173(.177)
-.233(.177)
.310(.177)

3.68
3.88
3.96

.860
.861
.905

-.477(.089)
-.650(.089)
-.828(.089)

.338(.177)
.480(.177)
.131(.177)

정서적 몰입 총계

3.75

.671

-.324(.089)

-.034(.177)

대상자와의 관계형성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발휘

3.61
3.42

.637
.704

.071(.089)
.045(.089)

-.007(.177)
-.274(.177)

사회복지 기관행정
수퍼비전의 활용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3.52
3.61
3.65

.646
.541
.587

.124(.089)
.174(.089)
-.013(.089)

-.197(.177)
.064(.177)
.172(.177)

직무수행 총계

3.56

.486

.342(.089)

.062(.177)

기관에서 일하는데 행복감
정 직장에 대해 타인과 이야기하기를 즐겨함
기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김
서
가족같이 따뜻한 느낌
적
현 직장에 큰 의미부여
몰
현 직장에 대한 소속감
입

직
무

표준편차 왜도(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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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판별 타당도 분석결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합성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동기 요인의 합성신뢰도는 .906, 위생 요인의 합성신뢰도
는 .893로 지표의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의 다른 측정치인 평
균분산추출값을 살펴본 결과, 동기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659, 위생 요인의 평균분
산추출값은 .631로 모든 잠재변수 개념이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합성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값
요인

동기
요인

위생
요인

측정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

오차

합성

평균분산

변수

계수

계수

오차

분산

신뢰도

추출값

동기요인1
동기요인2

.833
.887

.674***
.769***

.045
.042

.336
.220

동기요인3
동기요인4
동기요인5

.989
1.000
.832

.767***
.785***
.685***

.047
.045

.277
.252
.317

.906

.659

위생요인1
위생요인2
위생요인3

.743
.825
.562

.585***
.708***
.561***

.047
.043
.037

.442
.283
.287

.893

.631

위생요인4
위생요인5

1.000
.899

.807***
.798***

.041

.223
.193

***p < .001

한편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단일
요인으로 가정한 모형1, 그리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각각 다른 요인이 적재되는
2요인으로 가정한 모형2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2
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표 5>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φ²)을 상회하
는지 살펴본 결과, 동기요인과 위생 요인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각 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631∼.659)이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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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를 때, 판별타당
도가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이 입증되
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포함된 개념들 간 서로 동일하다는 가설(φ=1)을 기각하는지
95% 신뢰구간에서 (상관계수 ± 2×표준오차)를 확인한 결과, <표 5>와 같이 95% 신
뢰구간에서 어떤 추정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Anderson과
Gerbing(1988)의 기준에 따른 판별타당도 또한 입증되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사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만족ㆍ 불만족 요인 등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모형화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판별 타당도 분석을 위한 모형비교
모형
모형1
모형2

1요인 모형
(동기ㆍ위생 요인 1요인 구조)
2요인 모형
(동기ㆍ위생 요인 2요인 구조)

χ²

df

p

CFI

TLI

SRMR

RMSEA

977.943

35

.000

.704

.619

.118

.188

267.039

34

.000

.927

.903

.060

.095

<표 5>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판별 타당도 분석을 위한 상관분석
개념 간 상관

상관관계(φ)

표준오차

φ2

AVE

φ ± 2×표준오차

타당도

동기요인↔
위생요인

.527***

.015

.278

동기요인=.659
위생요인=.631

.248∼.308

있음

***p < .001

3. 주요 변수 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조모형 분석에서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x²=838.307(df=183), p=.000, TLI=.898, CFI=.911,
SRMR=.059, RMSEA=.069로 나타났으며, 개별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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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본 측정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동기요인

위생요인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SMC

동기요인1
동기요인2

.849(.046)
1.000

.688***
.772***

.473
.597

동기요인3
동기요인4
동기요인5

.993(.048)
.906(.043)
.870(.046)

.757***
.773***
.694***

.574
.598
.481

위생요인1
위생요인2
위생요인3

.866(.038)
1.000
.577(.036)

.776***
.815***
.581***

.602
.664
.338

위생요인4
위생요인5

.840(.040)
.698(.046)

.727***
.555***

.529
.308

정서적 몰입1

1.000

.843***

.711

정서적 몰입2
정서적 몰입3
정서적 몰입4

.718(.045)
.717(.042)
.823(.038)

.557***
.592***
.713***

.311
.351
.509

정서적 몰입5
정서적 몰입6

.851(.038)
.792(.047)

.738***
.588***

.545
.346

직무수행1

.876(.056)

.578***

.334

직무수행2
직무수행3
직무수행4

.955(.050)
.935(.050)
.990(.042)

.687***
.681***
.850***

.473
.464
.473

직무수행5

1.000

.792***

.627

***p<.001

한편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상관관계) 추정치의 경우 <표 7>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경로들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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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잠재변수 간 공분산(상관관계) 추정치
경로

공분산(표준오차)

상관관계

동기요인 ↔ 위생요인

.216(.021)

.530***

동기요인 ↔ 직무수행
동기요인 ↔ 정서적 몰입
위생요인 ↔ 직무수행

.151(.015)
.291(.025)
.127(.014)

.518***
.624***
.420***

위생요인 ↔ 정서적 몰입
직무수행 ↔ 정서적 몰입

.404(.028)
.160(.017)

.831***
.461***

***p<.001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측정모형에 통제변수인 성별, 직급, 현 근무지 개월수를 포함한 구조모형의 모형 적
합도는 x²=1069.387(df=240), p=.000, TLI=.869, CFI=.895, RMSEA=.067로 나타나 구조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직급에서 정서
적 몰입, 성별에서 직무수행, 위생 요인에서 직무수행에 이르는 3개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명도가 높은 최적의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추정되는 모수를 0으로
제약함으로써 관련 효과를 모형으로부터 제거하는 모형 다듬기를 실시하였다. 구조모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한 후 x² 통계량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x²=1074.412(df=243)로 나타나 x² 차이 값은 5.034, 자유도 차
이 값은 3으로 구조모형과 수정모형간 x² 통계량 차이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명도가 높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 및 [그림 2]와 같았다. 동기요인
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위생 요인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동기요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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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최종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경로
성별

→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정서적 몰입

-.113(.041)

-.071**

직급

→

직무수행

-.065(.030)

-.091*

현근무지개월수

→

정서적 몰입

.001(.000)

.082**

현근무지개월수

→

직무수행

.001(.000)

.144***

동기요인

→

정서적 몰입

.282(.043)

.240***

위생요인

→

정서적 몰입

.798(.048)

.704***

동기요인

→

직무수행

.244(.037)

.337***

정서적 몰입

→

직무수행

.147(.031)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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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최종 구조모형 분석결과2)
이상의 최종 구조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표 9>과 같았는데, 이때 동
2) [그림 2]의 최종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는 변수 간 표준화계수를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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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정서적 몰입을 74.6% 설명하고, 직무수행을 3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동기 요인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위생 요인은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충족될수록 사회복지사의 정
서적 몰입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동기요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모두 미치며, 위생요인은
간접적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간접경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살펴본 결과, 동기 요인이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직무수행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
은 유의수준 .01에서 신뢰구간(.026～.097)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서적 몰입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6). 즉 동기 요인이 충족될수록 정
서적 몰입도는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위생 요인이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
수준 .01에서 신뢰구간(.059～.197)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서적 몰입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9). 이에 위생 요인이 충족될수록 정서적
몰입도는 높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효과분해 결과, 총효과에서 정서적 몰입에는 위생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직무수행에는 동기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정서
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생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직무수행을 높이
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9>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대한 변수들의 효과분해 결과
정서적 몰입 (SMC=.739)

동기요인
위생요인

직무수행 (SMC=.303)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뢰구간)

.282***
.798***

.282***
.798***

-

.285**
.117**

.244***
-

.041** (.026～.097)
.117** (.059～.197)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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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상호 구분되는 개념인지 살펴본 후,
사회복지사의 동기ㆍ위생 요인과 직무수행 간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직무
내ㆍ외적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만족ㆍ불만족 요인 등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동기 요인
과 위생 요인을 각각 독립적인 개념으로 모형화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기 요인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위생 요인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충족될수록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
입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기요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모두 미치며, 위생
요인은 간접적 영향만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효과분해 결과, 총효과에서 정서적
몰입에는 위생 요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동기 요인보다 위생 요인이 정서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임지영(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생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직무수행에는 동기 요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을 조직효과성의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
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 관련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
의 긍정적 직무태도가 중요하다거나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추상
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을 뿐,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인적
자원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정서적 몰입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차
별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생 요인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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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한 직무 내ㆍ외적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기관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심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타 사회복지관에 비
해 직원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복지관의 경우 조직 내 위생 요인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사
업의 경우 단기간 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
는 사업이므로 양질의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위생
요인이 정서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
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들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구
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권
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학
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중인 사회복지관 평가에 위생 요인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신설되고, 그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계 및 실무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조직 간 경쟁이 심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는 제반 공익재단의 성과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조직의 성과,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향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민감도가 타 조직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신생조직이나 그동안의 성과평가에
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고심하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직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
시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창의
력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직무로 인한 성
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조직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직원의 개별 업무가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
사진으르 보여 주는 등의 동기 강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의 조직성과를 위해 과도하게 업무 중심적으로 직원들을 대하기
보다 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수고를 인정해 주고, 장래성 및 성장가능성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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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어주는 역량 있는 리더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장을 위한 전문적이고 민주적
인 리더십 훈련 및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팀장 및 과장과 같은 중
간관리자들은 일선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 수행 노력을 인정해 주는 등의 지지적ㆍ행정적ㆍ교육적 수퍼
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간 관리자를 위한 수평적 의
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수퍼바이저 역량 강화 훈련 등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만으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흥미를 갖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 기반을 두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반영되도록 업무분장을 하도
록 하고,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직무 수행
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도와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어 있는 편
이나 이를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동기 요인 혹은 위생 요인 중 일부 변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
거나 이 두 요인의 하위 구성 요소 중 연구자가 임의로 몇 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연
구에 활용할 뿐,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 모형의 적합도나
판별타당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
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연구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보여 줌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몰입도를 높
이고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상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지역을 부산ㆍ경남으로 한정하였고 연구대상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기타 지역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횡단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변수들 간 인관
관계를 유추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는 전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그리고
년차 간 비교 검증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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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법에 의존함으로써 설문지의 내용과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에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인상을 고려한 응
답자의 편견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다소 저해
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rman의 일원검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심
각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측정했을 때
는 직무수행이 높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
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인터뷰와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함께 활용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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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ㆍHygiene Factors and Job
Performance : With a focus on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nam
Moon, Young-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ㆍhygiene factors and job
performance of social workers. The author conducted a survey by mail to 996
social workers who worked for 83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Busan and
Gyeongnam. The collected 760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using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between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and then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e model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uthor then performed effect decomposition focusing on significant paths in the
structure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were
shown to be distinguished concepts for each other. Second, motivation factors and
hygiene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affective

commitment. While motivation

factors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job performance of social workers,
hygiene factors have indirect effects on job performance through affective
commitment.
The results of effect decomposition, in total effect, showed that affective
commitment was mostly affected by hygiene factors while job performance was
mostly affected by motivation factors.
Based on such results, the study proposed implication for improvements i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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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and external job environments related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key words: motivation factor, hygiene factor, affective commitment, job performa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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