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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일자리질에 한남녀사회복지사의

인식 차이에 한 연구*

문 주

이 연 는 역사회복  일자리 에 대한 사회복 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 로, 일

자리 을 측정하  위한 하위 표로 무 특성( 무자율성, 무 한), 고용안정(객

적ㆍ주 적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숙련향상 가능성, 승  가능성), 전적 보상( 여, 

부가 여), 계(참여ㆍ발언, 인간 계)를 설정한 후, 이들 영역 각각에서 사회복 사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  살펴보는 데 연 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  p 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52개 역사회복 에 근무

하는 사회복 사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당 10부씩 배포하여 

배포된 520부 설문   회수된 424부 가운데, 성실히 응답한 420부를 최종 잠재평 분

석에 포함시켰다.  이 연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 역사회복 에 근무하

는 사회복 사들은 참여ㆍ발언, 인간 계와 같은 계, 리고 무자율성, 무 한과 

같은 무 특성 면에서는 비 적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 부가 여와 같은 

보상 면에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 , 일자리 의 각 하위 영

역에서 성별 차이가 나는  살펴본 결과, 여성 사회복 사들은 남성에 비해 숙련 향상 

가능성, 승  가능성 등의 발전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

과를 바탕으로 역사회복 의 일자리 을 높이고, 사회복 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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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998년1월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인해3년마다1회이상의사회복

지시설평가가의무화된후, 재제5기(2011년～2013년)사회복지시설평

가가 실시 에 있다.지난 2009년 1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의

개발,각 시설의 자체 평가,평가 원의 장평가,확인평가 등을 거쳐

2006년1월1일이 에설립된총671개소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62

개소,노인복지 139개소,사회복지 390개소,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

개소)을 평가 분석한 결과,시설 환경,재정 조직운 ,인 자원

리, 로그램 서비스,이용자의권리,지역사회 계 6개항목 인

자원 리 역의 수가가장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2010).

이러한결과는사회복지조직의인력 리체계화,보수교육을통한 직원

교육ㆍ훈련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사회복지시설ㆍ기 의

문인력확보,직원복리후생개선,인력활용등에 해지속 인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종합 인 에서사회복지사의근로조건을향상시키기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시 이다.이제는 일자리의양에 한 강조에서벗

어나,일자리의질에도 심을기울여야하는것이다.사실노동시장의

안정성 여부에 한 평가는 일자리의 기회와 같은 양 수치 뿐 아니라

일자리가인간다운 노동조건을갖추고있는지부터 직업의안 성,근로

자의복리후생 소득수 등다양한차원에서의질 인평가를수반하

는 작업이어야 한다.일자리의 기회 자체가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필요조건이기는하나일할 수있는기회가많다고해서반드시일자

리의질이높아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말하자면,단순한고용여부

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요한 것이다.

재사회복지조직과 련하여많은일자리들이정부의일자리창출을

한 략하에 량으로양산되고있다.사회복지공동모 회,기업복지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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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확산되고있으나그속에서실무자로일하고있는사회복지사들이일

자리의질에 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 한논의를찾아보기란쉽

지않다.사실사회복지조직내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유지를 해서는

일자리의질에 한면 한검토가필수불가결하다.휴먼서비스의특성

상사회복지사의 문성수 이서비스의수 ,서비스 상자가가진문

제의개선정도,서비스만족도,나아가사회복지사업의성과에까지 향

을미친다.그러므로지역사회복지 의각사업들이제 로수행되기

해서는사회복지인력에 한 정수 의일자리질보장이 요하지않

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 공인 자격취득, 문 인 보수교육ㆍ훈련 등 문가로서

의 자격을 갖추기 한 사회복지사 개인 인 노력과 사회복지 장의 낙

후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여 수 을 실화하기 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사 회의제반노력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의처우는 실

화되어 있지 못하다.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한국사회복지사 회,

2006)에 따르면설문 상자의42.6%에해당하는사회복지사가이직경험

이있고,41.6%가이직을고려 인것으로나타나, 체산업부문이직률

을 상회하고 있으며,고용정보원(2009)의 산업ㆍ직종별 고용구조조사 결

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근속년수는 5.4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사

회복지 장의인력 수 상은시 히해결해야할과제임을알수있다.

물론일자리의질에 한 심은어제오늘의일은아니라이 부터존

재해오던이슈이나일자리의질에 한명확한개념화와 정한측정방

법에 한 일 성 있고 포 인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일자리

질과 련한선행연구들 한ILO(2002)의‘괜찮은일자리’에논의의

을맞추고국가차원의거시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수 이국가이다(김은

하,2007).뿐만 아니라 조직을 상으로 하긴 하 으나 방하남ㆍ이상호

(2006)의 연구는 리조직인 기업체 상 연구로,비 리조직인 사회복지

조직 조직구성원수 에서일자리질을논의하기에한계가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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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상으로한 연구 역시노인(이 미,2010), 장년층임 근로자(이

성균,2009),임 근로장애인(변경희,2010),빈곤층(최옥 ,2006),돌 노

동종사자(문순 ,2008;최희경,2009),임 근로자(방하남ㆍ이상호,2006)

를 상으로한연구가있을뿐,사회복지사 상연구는 없다.

뿐만 아니라최근들어 국내 노동시장과 근로자의욕구가 차 더좋

은일자리창출을 한다각 인 근을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근로자

들이주 으로 인식하고있는좋은 일자리는무엇인지 확인하여 련

제도와 정책에 반 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은객 인조건들로좋은일자리를정의하는방법을활용하여좋은일

자리에 근로자들이일하고있는지와 이러한 근로자들이 어떤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좋은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고

해서과연근로자본인이그일자리를좋은일자리라고생각하고있는지,

근로자들은과연 어떤 일자리를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고

려가부족한나머지지 까지의연구들은근로주체의일자리에 한욕

구를 간과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민간사회복지서비스기 직 서비스기

이면서사회복지가조직의1차 인목표임과동시에단일기 내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사회복지 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사의 일자리 질에 을 두고,동일한 시설ㆍ기 이라 할지라도 개

별사회복지사들간일자리의질에 한인식차이가존재할수있다는

에 기반을 두어 사회복지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사회복지직은 흔히 여성이 근무하기에 합하다고 성역할 고착

(genderstereotype)되어 있는데,그 다면 지역사회복지 은 실제로 여

성이 근무하기에 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지,그리고 경력발달

과정에서여성에게더유리하게작용한다고인식하고있는지살펴볼필

요성이 두된다.이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유리벽,유리천장 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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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종합하여이연구에서는일자리질의개념과그 근방법,

련이론과논의,선행연구를살펴본후,지역사회복지 의일자리질에

한남녀사회복지사의인식차이를분석해 으로써지역사회복지 의일

자리 질에 한이해를넓히고,향후지역사회복지 일자리 질 사회

복지사의근로조건개선과 련한시사 을도출하는데그목 이있다.

2.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1)이론 배경

좋은일자리(GoodJob)는개인근로자에게‘어떤직업이좋은가?’‘어떤

일이좋은가’라는질문에 한답으로개인단 에 을둔개념이며,괜

찮은일자리(DecentWork)는‘어느 조직이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 있

는가?’라는질문에 한개념으로조직 는그이상단 에 을둔개

념이다(방하남ㆍ이상호,2006).이러한 일자리 질의 개념과 그 근방법,

련이론,그리고일자리질의측정 련논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일자리 질의 개념과 그 근방법

일반 인 에서좋은일자리라함은보상수 이높고직무만족도

가높으며사회 세가 높은일자리라고규정할 수있을 것이다(방하

남ㆍ이상호,2006).임 은 높지만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근무환경이

나빠직무만족도가낮은일자리들은좋은일자리로보기어려울것이다.

한편보상수 도높고조직 근무환경이좋지만사회 직업 세는

낮은일자리도존재할것이며그러한일자리역시좋은일자리로서는부

족한측면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이러한 때문에좋은일자리란

그 일자리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보상(경제 측면)과직업 세

(사회 측면)그리고근로자자신이그일자리에 해갖게되는직무만

족도(주 -심리 측면)가복합 으로충족되어야하며따라서좋은일

자리의 측정도 이러한 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Anse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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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sz,1985;Clark,1998;Jencks,Perman,&Rainwater,1988).이에일

자리 질에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일자리의 어떤 특성들이 좋은 일자

리를 만드는가에 심을 집 해 왔다.

먼 경제학에서는 임 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일자리가 지속

성을띠기만하다면고임 일자리가다른조건과는아무상 없이좋은

직업이라고본다.그리하여일자리로부터얻게되는경제 보상(임 과

부가 여등)을 심으로일자리를통한노동시장의불평등구조를분석

해 왔다.그러나 객 이고 총 인 지표라 여겨지는 임 으로 일자

리를 서열화하는 경제학 근법의 경우,일자리가 제공하는 비물질

주 보상들, 를들면일자리가제공하는사회 (세),심리 보상

(직무만족도,성취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비해,일의 세를강조하는사회학에서는주로해당직업에 한

‘사회 세’-직업 세(occupationalstatus) 수나 사회경제지수(SEI)를

통하여 일자리의 좋고 나쁨을 구분해 왔다(Ganzeboom,DeGraaf,&

Treiman,1992).그러나사회학 에내재하는문제 은일자리를서

열화하는사회 세 수가동일한직업범주에속하는다양한일자리

를차별화하지못한다는 을들 수있다.

마지막으로심리학에서는 주로근로자의직무만족도를 통해좋은일

자리를측정해왔다(방하남ㆍ이상호,2006).그러나직무만족도를 심

으로 하는 심리학 근법의 경우 좋은 일자리의 특성과 련된 객

정보를 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공 자 혹은 직업 탐색자

로서의 근로자가 갖는 행 론 거가 약하다는 비 이 가능하다.

이상의 견해 차이는 직업의 내인 인 면,즉 일 자체에 을 두느

냐 그 지 않으면 외인 인 면,즉 임 ,고용안정성,승진 망 등을

강조하느냐에따라발생할수있는사안이다.경쟁이심하고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임 은 낮지만 내인 으로 보다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으면 임 은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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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자체의 충족감은 떨어지는 직업을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따

라서직업의내ㆍ외 인면모두를고려할때일자리의질에 한포

인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일자리 질 설명 이론

일자리질을 설명하는이론으로는크게개인주의 근과구조주의

근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박은하,2011).노동자 개인 요인

이 일자리질을결정한다는 개인주의 근은인 자본이론으로사회

구조 요인이노동자의일자리 수 을 결정한다는구조주의 은

이 노동시장이론으로 표될 수 있다.

먼 인 자본이론에서는교육,훈련등에 한투자지출에의해형

성된인 자본이개인의노동의질을결정짓는다고본다.따라서인

자원이 동일하다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시장 지

변화와 패턴을 경험할 것이며 반 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

자본이 더 풍부한 노동자가 노동시장 지 상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상을 가능하게 한다(김은하,2008).그러나 성별에따라생애패턴이

다르다는방하남ㆍ이상호(2006)의연구와교육수 이동일할경우에발

생한남녀간의임 격차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권태환ㆍ홍두승ㆍ설

동훈(2009)의연구를보더라도성별이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을이해

하는데 핵심 변수임을 보여 다.따라서 성별에따라다른노동경험

을 하는 재의 노동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인 자본이론은 다소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이 노동시장이론은노동력의교환이경쟁 시장밖에서도이루

어지기때문에,노동자 개인의 특성보다 노동시장 변수,조직 특성 변수,

노동시장구조등의사회구조 요인이일자리의질을결정하는주요변

수라고간주한다.그러나이 노동시장이론역시노동시장 내여성차별

에 해서는설명되기어려운부분이있다.즉,왜여성들은남성에비해

낮은 수 의 일자리로 유입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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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한계들은여성학이론들에의해일부설명된다.즉여성학에

서는여성이가정에서,남성은노동시장에서각자의역할을담당한다는

성별분업이 노동시장 내부의 성별 분업으로까지 확 되어 좋은 노동

시장을 령한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을 차단했기 때

문에노동시장에서여성소외를낳았다고본다.이에여성은노동시장

에서 상향이동을 거의 경험하지 않으며,노동시장 기회를 제한받고 있

다고 본다.실제로 박은하(2011)에서 남성은 직업훈련 경험을 가졌거

나자격증을보유한경우양질의일자리를가질확률이높아지지만,여

성은 남성과 달리 이상의 인 자원 요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

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 자본이론은 남성

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효과 임을 보여 주었다.

다.일자리 질의 측정 련 논의

일자리 질의 측정 련 논의는 문직 특성 규명,직업분류체계 이

용,개인의 직업 선책 시 고려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시도된 바 있다.

먼 좋은일자리로받아들여지고있는 문직의특성을규명함으로써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지 규명할 수 있다.그러나 문직을 좋은

일자리와동일시하는것은몇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먼 문직만

이좋은일자리인가하는 이다.곧, 문직이좋은일자리라는데는이

견이없겠으나역으로좋은일자리는 문직이라는데는동의하기어렵다.

그리고 문직 내부의 이질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직의 특성들에

한논의는일반직업과 문 직업을 구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문직

내부의차이를구체화하는데는 하지못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둘째, 통 인 직업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규명해낼

수 있다.그러나 직업범주 내 편차가 범주 간 편차에 못지않게 클 경

우 일자리의 바람직성 변별력이 약할 것이다.실제로 직업 범주에 따

른 일자리 서열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개인의 노동 시장 성과를 연구한

과거의 연구들에서 임 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연구들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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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결론에 이르고있는 경우가발견되고 있다(Jencks,et.al.,1988).

셋째,개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요시하는 요인들도 좋은 일자리

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Ciulla(2000)는 네 가지

가치가직업선택을결정한다고보았는데,의미있는일혹은자신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흥미롭고 요한일,자신이원하는일을할수있는

여가 자유시간, 보상,안정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직업 선

택 요인에 한 논의는 좋은 일자리 그 자체에 한 근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 을 시하며 선호하는지를 밝

내는 것으로 직업의식이나 직업가치 윤리,그리고 직업정체성에

한 논의들과 연 되어 있다.따라서 직업선택 요인이 바로 좋은 일자

리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상을종합할때,좋은일자리의측정지표는객 척도인임 수

과사회 인식의척도인직업 세,그리고직무에 한주 만

족도의 다차원 인측면에서정의되어야함을알 수있다(Jencks,et.al.

1988;방하남ㆍ이상호,2006).한 사람의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일자

리는 생계를 한 경제 보상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

업인으로서 그 사람의 사회 지 를 나타내주고,인격체로서 느끼는

직무에 한 만족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2)일자리 질 련 선행연구 고찰

일자리의질 련국외의연구들을살펴보면,주로좋은일자리의기

괜찮은 일자리의 기 을 제시하거나 일자리의 측정에 한 연구

들이주를이루며,국내선행연구들역시국외의연구들과비슷한동향

임을알수있다.다만국내연구의경우일자리질 고용의질에

한 개념 정의 련 연구가 일부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형성,빈곤의 여

성화 상등의문제에 을두고개별근로자나특정계층을 상으

로 일자리 황을 분석하고 있다.이에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비해 노

인, 장년층,빈곤층,돌 노동종사자,임 노동자등 상자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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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수 을살펴보는연구들이많음을알수있다.이상의국내ㆍ외선

행연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국외 선행연구 고찰

일자리 질 련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좋은 일자리의 기 과 련한 연구로,Clark(1998)은 임 과 근

로시간을 심으로이루어진좋은일자리와나쁜일자리에 한 통

단 기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일자리의안정성과 망,일의 난이

도,일의 내용(흥미,사회 인식,독립성),직장 내 인간 계 지표를 추

가하여 좋은 일자리의 기 을 설정하 다.그리고 Lowe(2000)는 직장

개방문화,일ㆍ가정생활의균형,근로자의주도권등에 을두고좋

은일자리기 을제시하 으며,Ritter와Anker(2002)는임 과부가

여,일의 성격,근무 환경의 자율성과 독립성 정도,승진가능성과 기술

향상 가능성을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지표로 보았다.

둘째,괜찮은 일자리의 기 과 련한 연구로는 ILO(2002)가 표

인데,ILO(2002)는고용의질지표에해당하는괜찮은일자리기 을 11

개상 구분에29개하 지표로구성한바있다.그러나해당지표는

직 용가능한거시 집계자료(aggregationdata)를많이포함하고있

으며,고용의질을측정하기 한지표라기보다고용이최소한의근로기

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심을 두고 있다.한편,Anker,Chernyshev,

Egger,Mehran과 Ritter(2003)는 고용기회, 합하지 않은 노동, 한

임 과생산 노동, 한노동시간,고용보장과안정성,일과가정의

양립,고용의공평성,안 한작업환경,사회보장,노사 계와사회 타

,괜찮은노동에 한사회경제 여건등의11개의지표와28개의세

부 항목들을 기 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한 측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사회경제 평등이라는포 인개념하에서고용기회와임

노동시간과같은일자리자체의특성뿐아니라여성과사회 안 망의

수 까지 고려하 다는 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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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LO(2002)의 측정 지표들이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노동의 권

리를구 하는것을 제로국가간비교측정이가능하도록하는거시

지표들의 개발에 을 두는 것과 달리 EU의 일자리의 질 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논의에 을 맞추고 있다

(Lozano,2005).즉일자리에 한근로자의주 만족도라는상

인개념과객 인일자리의특성을모두고려하여본질 인일자리의

질,양성평등,직장보건과안 ,업무성과등근로자의복지수 에 한

실질 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구체 으로 EU는 양질의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용계약형태(상용직,임시직),노동시간(시

간제근로의자발성여부),일자리의안정성(근속기간),직업훈련(고용주

가제공하는훈련 비율),직무상지 ,직무감독,직무내용,작업장 안

보건 등을 기 으로 장래성 없는 일자리, 임 / 생산성 일자리,

합리 수 의 일자리,양질의 일자리로 구분하 다.

그외Jackson과Kumar(1998)는임 ,부가 여,근로시간만족도,근

로스 ,일자리안정성,물리 복지, 인 사회 환경을 심으로

캐나다의일자리질을측정한후,시간의흐름에따른변화를살펴보았다.

한Bonnet,Figueiredo와Standing(2003)은국가간비교가아닌조직이

라는 간수 과개인이라는미시수 으로논의를확 해일자리에

한 측정을 주 인 측면과 객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제시하고 있다.

나.국내 선행연구 고찰

일자리 질 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먼 ,일자리 질의 개념

련 연구로,최옥 (2005)은 ILO(2002)의 ‘괜찮은 일자리’개념을 토

로 일자리의 질에 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

자리 이행률을 분석하 다.

둘째,일자리질을평가하기 한지표 련연구로,방하남(2006),방하

남ㆍ이 면ㆍ김기헌ㆍ김헌 ㆍ이상호(2007),이 면ㆍ박상언(2007)이 있

다.이 이 면ㆍ박상언(2007)은기업의사회 책임에 한논의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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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국내기업들이 로벌수 의변화에 극참여할수있는기회를

제공하고자 ILO의 People'sSecurity,네덜란드의 비 리조직인 GRI의

Guideline3,ISO26000,다우존스의지속가능성평가지표인DJSWI등의

측정 지표를살펴보았다.그리고방하남(2006),방하남ㆍ이 면ㆍ김기헌

ㆍ김헌 ㆍ이상호(2007)는 국내 기업의고용의 질을 평가하기 한 지표

로고용여건,고용안정,임 복리후생,훈련 교육,건강 안 ,고

용평등기회,공정한갈등해결시스템,인권등의8가지를제안하 다.그

러나 이들 연구는 분류와 분류,소분류에 한항목수에 한 주

성,각 항목의 상 인 가 치 선정상의 한계를 일부 내포하고 있다.

한편,일자리 질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가 간 비교 연구와

개인 상 연구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국가간비교연구로,김은하(2007)는연간근로시간,집단해고

규제정도,고용보호제도,남성 트타이머의비율,여성의노동력참가

율,노조가입률, 극 노동시장정책의비 ,근로연령 상공공사회

지출,출산 육아 련 지표를 심으로 일자리의 질 변수를 구성한

후,OECD18개 회원국의 일자리의 질이 노동 생산성 분배와 어떠

한 결합 조건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한편,개인을 상으로한연구로는문순 (2008),박은하(2011),방하

남ㆍ이상호(2006),변경희(2010),이성균(2009),이 미(2010),이홍직ㆍ

최원희ㆍ권소일(2011),최옥 (2006),최희경(2009)이 있다.

먼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로,이 미(2010)는 한 임 ,

한노동시간,고용안정성,사회보장,고용평등,작업환경의안정성,노사

합의등 7가지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여기에 직무만족도를 추가하여 노

인의 일자리 질을 분석하 다.

둘째, 장년층임 근로자를 상으로한연구로,이성균(2009)은 장

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를 살펴보았으며,변경희(2010)는 괜찮은 일

자리 개념을 용하지는 않았으나 임 ,직업 세,직업배려,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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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4가지변수를참조하여임 근로장애인의고용의질을분석하 다.

셋째,빈곤층을 상으로 한 연구로,최옥 (2006)은 빈곤의 진입

탈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으로 한 임 과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장을 괜찮은 일자리의 핵심 변수로 한 후,실태를 악하 다.

그러나이들연구는다소탐색 수 의연구이므로이를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조직구성원에 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있다고하겠다.

넷째,돌 노동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로,문순 (2008)은

ILO(2002),EU,OECD가 다룬 일자리개념을 종합하여돌 노동일자

리의 질을 분석하기 한 구성 요소와 지표로 한 임 , 한 노

동시간,고용안정성,사회보장,직업훈련,직업환경의 안정성,직업훈

련을 들고,이를 기 로 여성들의 돌 노동의 질을 분석하 다.최희

경(2009)은ILO(2002)의 괜찮은일자리 개념의구성요소 고용기회와

사회경제 여건을 제외한 9가지 구성요소에 문 교육과 주 만

족을추가한 11개 지표를 심으로 노인돌 서비스직에서의괜찮은 일

자리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임 노동자를 상으로한 연구로,방하남과 이상호(2006)

는 일자리에서의임 수 , 일자리에해당하는직종의직업 세,

그리고 일자리에 한 본인의 주 만족도를종합한후,각일자리

사례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범주화된 ’좋은 일자리‘서열변수를

구성하여상 범주에속하는일자리는 ‘좋은일자리’로,하 범주에속하

는일자리는‘나쁜일자리’로, 간의두범주는‘간일자리’로명명하여

개인이 ‘좋은 일자리’에 속할 확률을 분석하 다.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분포 한 성별로 큰차이를 보이고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연속형변수로측정된일자리질변수를연구자가임의로범주화

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래하고 있다는 에서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개인 상 연구들 특히 성별 변수를 심으로 한 연구로

는 박은하(2011)와 이홍직,최원희,권소일(2011)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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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박은하(2011)는 일반 임 노동자를 상으로 일자리의 질 개념

을 용하여한국의 노동시장에맞는양질의일자리 조건을구성한후,

성별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실증 으로 분

석하 다.그 결과,여성 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게 갖고 있

고,자격증 보유,직업 훈련경험 등의 인 자본요인의 향을 받지 않

는것으로나타나여성임 노동자의일자리질에 한책임을여성개

인에게 가하는데에서벗어나,사회구조 에서여성임 노동자

가처한가족환경과노동환경개선을 한정책을마련할때여성임

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한편,이홍직,최원희,권소일(2011)은 미취업 장애인이 인식하는 좋

은 일자리유형을 탐색한후 각유형별 특성을 악한 결과,여성은 타

인에 한 사,흥미로운 경험 등의 비물질 가치를 선호하고,남성

은 직업 안정성과 독립성을 선호한다 하여 직업 가치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본질 이며 이타 인 일의 가치를 더 시함을 보여 주었다.

성별 변수 그 자체에 을 둔 것은 아니나 좋은 일자리 결정 요인

으로성별을 다룬 연구로,송 남(2010)은 교육수 ,직종,기업의 규모,

지역 외 성별 한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의미있는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다. 그리고 방하남ㆍ이상호(2006)는 연령,혼인상태,

학력,근속년수,거주지역 등을 통제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좋은 일

자리에 취업해 있을 확률이 더 높음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이상을종합할때,일자리질 련선행연구들에서는 한 임 ,고

용안정성,사회보장을 공통 으로제시하고 있으며,이에 덧붙여 한

노동시간,고용의 공평성,안 한 작업환경순으로다루고있음을알 수

있다. 한연구목 과연구 상의특수성을반 한구성요소로교육과

직무만족도 련지표가일부추가되어있음을알수있다.뿐만아니라

개인을 상으로한연구들조차노인과여성의돌 노동을 심으로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빈곤층, 장년 는 장애인 임 노동자 등 사



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 질 49

회복지 상자에 을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연구 방법

1)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이연구는P 역시에 소재하고있는 지역사회복지 에근무하는 사회

복지사를 상으로자기기입식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 다.구체 으로

2010년9월27일부터10월15일까지 체52개지역사회복지 에기 당

10부씩,총520부를우편으로배포하 고,이 424부가회수되어회수율

은81.5%로높게나타났다.회수된설문지 4부는 체문항의30%이

상을응답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고,420부만최종분석에포함시켰다.

2)주요 변수 측정 도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일자리의 질 측정 시 임 혹은 사회

지 와 같은 단일 차원의 근보다는 다양한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개

인 수 의 일자리의 질 평가 지표를 직무 특성,고용안정,발 가능성,

보상, 계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다.

먼 직무특성은‘직무내용,수행방법,일정에 향력을행사하는정

보’를 나타내는 직무자율성과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그 일을 하거

나시킬수 있는권리’인 직무 권한으로나 어살펴보았다.둘째,고용

안정은‘비정규직 비정규직직원의수’인객 고용안정성과‘지 의

직장에계속다닐수있다고느끼는정도’인주 고용안정성으로나

어살펴보았다.셋째,발 가능성은‘일을하면서업무능력이향상되거나

그런기회를가질수있는정도’인숙련향상가능성과 ‘ 직 에서승진

이나 개인 발 이 가능한 정도’인 승진 가능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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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상은‘일을통해얻을수있는직 이고가시 인

혜택수 ’인 여와‘여이외일을통해얻을수있는복리후생수

’인부가 여로나 어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계는 ‘직장 내개인

의 의사를 피력하고 달할 수 있는 정도’인 참여ㆍ발언권과 ‘일하는 과

정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간의 인간 계’로 나 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 문항이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하여 지역사회복지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인부장 사회복지사2인,사회복지행정 공교수1인에게검토받은

결과,논의된 사항에 한 수정 확인 과정을 거쳤다.1)

그러고 나서 측정도구가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실제로측정하고 있

는지알아보기 해탐색 요인분석을실시한 결과 <표1>과같이총

5개의 요인으로 묶 다.그리고 요인 1은 고용안정,요인 2는

보상,요인 3은 직무특성,요인 4는 계,요인 5는 발 가능성으로 확

인되었으며,이상의 5요인의 총 설명량은 66.36%로 나타났다.그러나

탐색 요인분석은 사후 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모형을 구성하는 모

수의 추정치(요인부하량)와 모형 합도를 평가하기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2) 그 결과 각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는 경

로가모두통계 으로의미있게나타났으며,x²=122.723(df=25),p=.028,

CFI=.941,TLI=.938,RMSEA=.067로 모형 합도가 하 다.

1)‘고용안정성’의 경우,선행연구들에서는 지난 5년 간 강제 인 인력감축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비정규직 비 정규직 직원의 수인 객 고용안정성을 심으
로 살펴보고 있으나,지역사회복지 의 경우 강제 인 인력감축이 드물다는 ,
그리고객 고용안정성뿐아니라주 고용안정성을살펴보는것이 요하
다는 문가의 논의를 반 하여 설문문항을 수정하 다.뿐만 아니라 ‘계’의
경우선행연구들에서는징계 차가합리 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의내부의사
소통 시스템과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간의 인간 계를 심
으로 살펴보고 있으나,내부 의사소통 시스템을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의사를 피
력하고 달할 수 있는 정도인 참여ㆍ발언권 문항으로 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가의 논의를 반 하여 설문문항을 수정하 다.

2)고차확인 요인분석의 경우고차 요인의 평균과분산, 차 요인의 편을추
정하게되는데,이연구는일자리질을구성하는각하 요인에서성별간평균
차이가있는지 살펴보는데 연구목 이 있으므로,고차 확인 요인분석이아닌
일자리 질각 하 요인 간 상 계를 추정하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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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고용안정 보상 직무특성 계 발 가능성

고용의질1 .346 -.091 .656 .480 .085

고용의질2 .280 -.238 .990 .539 .352

고용의질3 .654 -.376 .204 .323 .136

고용의질4 .998 -.409 .358 .442 .194

고용의질5 .504 -.327 .433 .320 .616

고용의질6 .458 -.588 .361 .489 .664

고용의질7 .487 -.994 .208 .383 .340

고용의질8 .326 -.646 .170 .276 .450

고용의질9 .276 -.278 .569 .730 .450

고용의질10 .361 -.285 .402 .739 .172

고유값 4.296 1.460 1.055 .770 .567

설명된 분산(%) 32.00 7.82 15.96 7.73 2.85

Cronbach’sα .79 .77 .77 .68 .61

<표 1>일자리 질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Cronbach’sα를 살펴본 결과3),

각 하 지표별 Cronbach’sα는경우.61～ .79이었고, 체Cronbach’sα

는 .85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개인인구사회학 특성변수로는성별,결혼상태,연령,학력,

사회복지사 자격 수,고용형태, 근무지 근무기간,사회복지사로서

의 총 근무기간,주당 평균 근로시간,이직횟수 등을 포함하 다.

3)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19.0과 AMOS19.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분석에 앞서 연구 상자의일반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기

술통계분석과빈도분석을 실시하 다.아울러 주요 변수의정규성,다

공선성 등의 문제를 확인하 다.

둘째,탐색 요인분석,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

고,Cronbach'sα계수로 신뢰도를 확인하 으며,이를 토 로 남성과

3)Nunnally(1978)에 의하면 .7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며 탐색

연구에서는 .5이상을 기 치로 활용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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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각각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형태(configural),측정(metric), 편(scalar)동일성(invariance)

을 순차 으로 확인한 후,완 정보최 우도법(FIML)으로 모형을 추정

하고,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 다.형태 동일성 확인단계에서 자료가

구조 으로 유사한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면 집단별요인계수가 동일한

지 검증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Hong,

Malik,&Lee,2003),5요인이각기다른요인에 재되는5요인모형과

모든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할당되는 1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

하여,형태 동일성을 확인하 다.측정 동일성 검증 단계에서는 각 측

정 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한 후 집단별 요인계수가 동일한

지 살펴보았다.이때,측정 동일성 가정이 만족될 때,잠재 변수에서

같은값을가지는사람은소속된집단에상 없이같은측정변수값을

얻는다는 편 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다.

넷째,형태동일성,측정동일성, 편동일성가정이충족될경우,참

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 다.이때 β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면 잠재평균의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Hancock,1997).

마지막으로Cohen(1988)의효과크기(effectsize)는d값이.20이면작

은 수 으로 .50이면 간 수 으로 .80이면 큰 수 으로 해석하 다.

4.분석 결과

1)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다.4)

4)연구의 주요 심사는 아니지만 학력,자격증,고용형태,주당 평균 근로 시간,

총근무개월수, 근무지개월수와 성별간 계는그어떤통계 유의미성

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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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성별
(n=420)

남성
여성

128
292

30.5
69.5

― ― ― ―

결혼 상태
(n=414)

미혼
기혼

275
139

66.4
33.6

― ― ― ―

연령
(n=403)

20
30 이상

236
167

58.6
41.4

22 59 30.52 7.19

학력
(n=415)

고졸
2년제 학 졸업
4년제 학 졸업
석사과정 이상

5
46
278
68

1.2
11.0
66.2
20.5

― ― ― ―

사회복지사
자격증
(n=420)

1 자격증
2 자격증

255
165

60.7
39.3

― ― ― ―

고용형태
(n=404)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는

계약직)

319
85

79.0
21.0

― ― ― ―

근무지
개월 수
(n=241)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00
62
53
26

41.5
25.7
22.0
10.8

6 218 57.79 46.28

총 근무
개월 수
(n=265)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82
68
72
43

30.9
25.7
27.2
16.2

6 340 70.66 56.04

주당 평균
근로시간
(n=420)

40시간 이하
40이상 과

391
29

93.1
6.9

20 70 41.76 4.99

이직 횟수
(n=304)

0회
1회

2회 이상

175
73
56

57.6
24.0
18.4

0 5 .72 1.05

<표 2>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우선,성별은 여성이 69.5%로 남성 30.5%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

나,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복지 황을 보여주었다.결혼

상태의 경우 체 응답자의 66.4%가 미혼으로,기혼자에 비해 높은 비

율을보이고있었다.연령의경우20 가58.6%로가장많았으며,평균

연령은30.52세(표 편차7.19)로나타나 비교 은 연령층임을알수

있었고,학력의 경우 체의66.2%가4년제 학졸업자 으며,석사과

정 이상 학력이 20.5%에달해 고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복

지사 자격증의 경우 체의,60.7%가1 자격증을보유하고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9.0%로 많은 편이었으나,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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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직인 비정규직 한 21.0%에 달해 지역사회복지 의 고용형

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한편, 재 근무지 경력은 평균

57.79개월(표 편차46.28),사회복지사로서의총근무경력은평균70.66

개월(표 편차 56.04)이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76시간(표 편

차 4.99)으로 법정 기 보다 평균 1.76시간 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그동안의 이직 횟수는 .72회(표 편차 1.05)로 나타났다.

2)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상 계 분석 결과

일자리질각하 역의남녀평균,표 편차,왜도 첨도는<표3>

과같았다.각하 역은보통수 인3 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

다.이 ‘직무 특성’과 ‘계’ 역은 일자리 질의 다른 하 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 보상’ 역은 남

성과 여성 모두 2 후반으로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한편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살펴보기 해첨도

와왜도를살펴본 결과,West,Finch,그리고Curran(1995)의정규분포

기 (왜도 2,첨도>7의 경우비정규분포)을 용할때,이연구의 변수

들은 정규분포 가정에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 역 성별 평균 표 편차
왜도

(표 오차)
첨도

(표 오차)

직무 특성
남성 3.59 .73 -.49(.24) .21(.47)

여성 3.45 .04 -.49(.14) .95(.27)

고용안정
남성 3.32 .96 -.48(.24) -.31(.47)

여성 3.33 .05 -.43(.14) .09(.27)

발 가능성
남성 3.48 .07 -.07(.24) -.31(.47)

여성 3.31 .04 -.06(.14) .11(.27)

보상
남성 2.59 .09 .11(.24) -.55(.47)

여성 2.79 .04 -.01(.14) .12(.28)

계
남성 3.71 .07 -.01(.24) .11(.47)

여성 3.44 .04 .08(.14) -.15(.27)

<표 3>일자리 질 각 하 역의 남녀 평균,표 편차,왜도,첨도

(남성 n=128,여성 n=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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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직무 특성 1 .335*** .430*** .178*** .547***

2.고용안정 .364*** 1 .545*** .480*** .379***

3.발 가능성 .479*** .459*** 1 .567*** .583***

4. 보상 .349*** .317*** .560*** 1 .405***

5. 계 .487*** .266*** .547*** .292*** 1

주 : 각선 좌측 하단은 남성 집단의 상 계 분석 결과이며,

우측 상단은 여성 집단의 상 계 분석 결과임

***p<.001

<표 4>주요 변수 간 상 계 분석 결과(남성 n=128,여성 n=292)

한편 주요 변수 간 상 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

<표4>와같이모든변수간상 은정 이었고,유의수 .001에서통계

으로 유의하 다.남성은 발 가능성과 가능성 간 상 계

(r=.530)가가장크게나타나고발 가능성과 계간상 계(r=.583)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난 반면,여성은 발 가능성과 계 간 상 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발 가능성과 가능성 간 상 계가 그 다

음 순으로 나타났다.

3)구인동일성 검증 결과

일자리 질 하 역에 한 남녀 구인 동일성을 검증하기 해 형

태 동일성,측정 동일성, 편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다집단 분석

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가.형태 동일성 검증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형태 동일성 검증을 해 1요인 모형과 5

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후,가장 합한 모형이 각 집단에

동일하게선정되는지확인한결과,<표5>와같이모든잠재변수간상

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합도는 남

성기 모형의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5요인 모형이 가장 만족할만

한수 으로나타났고(남성집단:χ²=53.347,df=25,CFI=.928,TLI=.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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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² df △χ²(△df) CFI TLI RMSEA

남성

1요인 165.245 35 .670 .679 .192

5요인 53.347 25 111.898(10)*** .928 .932 .071

여성

1요인 444.569 35 .684 .686 .193

5요인 113.005 25 331.564(10)*** .932 .933 .070

***p<.001

<표 5>형태 동일성 검증 결과

RMSEA=.071,여성집단:χ²=113.005,df=25,CFI=.932,TLI=.933,RMSEA=.070),

이는 χ²차이 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 다.즉 남성 집단은 1요인 모

형과5요인모형의자유도차이가10일때,χ²차이는111.898로유의수

.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여,5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여

성집단역시1요인모형과5요인모형의자유도차이가10일때,χ²차

이는331.564로유의수 .001수 에서통계 으로유의하여,5요인모

형이 지지되었다.

이처럼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1요인 모형보다는 5요인 모형이

자유도10을잃으면서도 χ²값이 히 어들고, 합도 지수들이모

두 향상됨을 볼 때,5요인 모형의 형태 동일성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즉,남녀 모두 일자리 질을 단일 요인으로 보기보다 직무 특성,고용안

정,발 가능성, 보상, 계의5가지하 요인으로살펴보는것

이 함을 보여 주었다.

나.측정 동일성 검증 결과

앞서 형태 동일성이 충족되었기때문에 5요인 모형을바탕으로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 모형의 χ²값은 166.440,자

유도는 50이었으며,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고

제약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2)의 χ²값은 177.425,자유도는 55이었다.

모형 2는 기 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χ²차이 검증을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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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자유도 차이가 5일 때,χ²차이는 10.985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측정 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CFI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

지 않아 다집단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으므로(Hong,Malik,&Lee,

2003),TLI와 RMSEA변화를통해서 합도지수의 변화를살펴보았는

데,기 모형에비해측정동일성제약을가한모형이향상된지수를보

여주고 있어 성별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질의 각 하 요소가 남녀 모두에게 측정 상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공통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즉,일자리 질의 각 하 요인의 성별 차이가 발견될 시,

이는 성별 간 측정오차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다. 편 동일성 검증 결과

앞서측정동일성이성립되었으므로 편동일성검증을실시하 다.

편동일성검증은각집단간요인계수가같다고제약한측정동일성

모형(모형 2)과 측정 변수의 편까지동일화 제약을가한 편동일성

모형(모형 3)간의 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표 6>과 같이 모형 2와 모형 3간의 자유도 차이가 10일 때,χ²값의

차이는 36.434로 유의수 .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여, 편 동

일성이 지지되지않았다.이에 편 동일성을떨어뜨리는 지표를 탐색

한 결과,총 10개의 지표 ‘ 보상’의 하 지표 1개와 ‘계’의

하 지표 1개에서 편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 χ² df TLI RMSEA

모형 1:형태동일설(기 모형) 166.440 50 .931 .075

모형 2:측정 동일성 177.425 55 .932 .073

모형 3:측정/ 편 동일성 213.859 65 .912 .074

모형 4:측정/부분 편 동일성 190.890 63 .924 .070

모형 5:측정/요인분산동일성 217.523 78 .917 .066

<표 6>동일성 검증에 한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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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계 유의도 개선을 해 부분 편 동일성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측정동일성모형과비교하여평가하 다.모형2와모형4를비교

한결과,자유도차이가8일때,χ²차이는13.465로유의수 .05에서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부분 편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결과는일자리질에서 찰된평균차이가성별간실제차이

를 반 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성별 간 부분 편 동일성이 확인되었

으므로다음단계인잠재평균분석의 차로넘어갈수있음을의미한다.

4)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결과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이 0으로 고정되며,이때 추

정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 β는그 집단과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차이가

된다.따라서 β가통계 으로유의하면두집단의잠재평균차이가통계

으로 유의하다.이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해당

집단의잠재평균을 0으로고정하고,여성집단의잠재평균을추정하 다.

<그림 1>은 잠재평균분석의 경로도로,이는 찰변인,요인 편들의

표시들이삼각형안의1이라는상수에 의해 수행되며,이것이결국각

찰변인과 요인에 향을 다는 것이다(Marsh&Grayson,1990).

<그림 1>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잠재평균

분석의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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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표 남성 집단
(ReferenceGroup) 여성 집단 효과 크기(d)

직무 특성 0.00 -.132 .15

고용안정 0.00 .000 .00

발 가능성 0.00 -.143* .30

보상 0.00 .180 .22

계 0.00 -.215 .33

*p<.05

<표 7>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결과

β1,β2,β3,β4,β5는참조집단(referencegroup)에 하여0으로고정되

고,상 으로여성집단의값을추정한다.따라서 β1,β2,β3,β4,β5의

추정값들은두집단사이의잠재구인에서평균차이값을의미하는것이다.

일자리 질의 각 하 역별 남녀의 추정된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7>에제시된것처럼고용안정성,직무특성, 보상, 계

에 한남녀의인식차이는통계 으로유의하지않았다.그러나여성

사회복지사들은 남성에 비해 숙련 향상가능성,승진 가능성과 같은 발

가능성을 약 .143가량 낮게 인식하고 있음(p<.05)이 확인되었다.

이에 잠재평균차이를 일반 이고 친근한 단 로 변환하기 해서

Cohen의 효과크기(Cohen,1988)를계산한 결과,<표 5>에제시된 바와

같이‘발 가능성’에서 남녀의 추정된잠재평균차이는 작은수 의 효

과 크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5.결과 논의

이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 질에 한 남녀 사회복지사의

인식차이를 분석해 으로써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의 질에 한 이

해를 넓히고,향후 지역사회복지 일자리 질 사회복지사의 근로조

건 개선과 련한 시사 을 도출하는 데그 목 이있다.이러한목

을 달성하기 해 일자리 질의 하 역으로 직무 특성(직무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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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권한),고용안정(객 ㆍ주 고용안정성),발 가능성(숙련향

상 가능성,승진 가능성), 보상(여,부가 여), 계(참여ㆍ발

언,인간 계)를 설정한 후,이들 역 각각에서 사회복지사의 성별 인

식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지역사회복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참여ㆍ발언,

인간 계와같은 계,그리고 직무자율성,직무 권한과 같은 직무특성

면에서는일자리질의다른하 역에비해비교 정 으로인식하

고있으나, 여,부가 여와같은보상면에서는다소낮게인식하고있

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지역사회복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직무의 자율성이나재량권,조직의 제반직무 수행 과정상의 참여,구성

원들 간 계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보상 수 에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직무 자율성과 융통성은 공공 기 에

비해민간사회복지기 이갖는고유한특성 하나인데,연구 상자

들의경우 민간 기 이라는 조직의 특성과 련해서는상 으로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 인 재원 확보가 가

능한공공 기 과달리 지역사회복지 은 지자체 기 는보건복지부

여 가이드라인,법인 자체 규정에 따라 당해의 보상 수 이 결정되는

만큼 그 수 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둘째,일자리질의각하 역에서남녀의인식차이가나는지살펴

본 결과,고용안정성,직무특성, 보상,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자

료8차자료를활용하여근로자의성별특성에따른좋은일자리에 한

인식을 살펴본 박성 (2010)에서 고용안정성,직무특성, 보상에

한남녀의인식차이가통계 으로 유의하지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부분이다.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의 경

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에 처해지는 등의 고용상의차별이나

여내지복리후생의차별은없으며,직무자율성과직무권한,그리고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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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여ㆍ발언정도나인간 계에서남녀간유사한수 임을보여 다.

그러나여성사회복지사들은남성에비해숙련향상가능성,승진가능

성과같은발 가능성에 해낮게인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사회복

지직은흔히여성이근무하기에 합하다고성역할고착되어있고,여성이

수 으로우세한조직임에도 불구하고여성 사회복지사들이남성사회복

지사들에 비해 발 가능성을 상 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조직 내여성들의 고 직 진출을 가로막는 조직 내보이지않는

장벽,승진을막는보이지않는장벽이있다고인식하는것은아닌지돌아

보게하는결과이다.즉,여성사회복지사들이직 이고명시 인차별

을경험하지는않는다하더라도,높은경력단계,이를테면 간 리자내

지감독 리자이상의직 으로상향이동하고자할때실제 으로부딪

히는 에보이지않는차별이있다고인식하고있을수있음을보여주는

결과이다.만약여성사회복지사들이숙련향상가능성,승진가능성을계

속해서낮게인식할경우스스로를조직안의외부인(Outsidersinside)으

로 치지워조직에 한몰입이나헌신을주 할가능성 한있다.따

라서사회복지사의근로조건개선을 해서는 여혹은부가 여와같은

처우수 ,보상수 을 실화하는것에더해여성인력의 극 인경력

개발과활용,여성 리자육성을 한제도개선이무엇보다 요하다고

본다.구체 으로능력과의욕이있는여성들에 한 극 인승진경로

개방,직무별 리 심의인 자원 리방침설정,승진자격요건과기

명시화,경력개발차원에서다양한부서를경험할수있도록하는부서

환배치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동안사회복지사들의처우개선이시 하다는 에 해서는많은

이들이동의하고있으나, 여의 실화이외어떤측면의처우를어떻

게개선해야하는지에 해서는구체 으로논의된바가없다.게다가

사회복지조직의 양 확 를 넘어 질 수 의 제고에 한 심은 높

아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만 을 둘 뿐 사회복지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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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질 수 을 제고하려는 논의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에서이연구는선행연구를토 로,일자리의질의개념과그

근방법, 련 이론과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 질에 한 남녀 사회복지사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으로

써 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의 질에 한 이해를 넓히고,향후 지역사

회복지 일자리 질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련한 시사

을 도출하 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이상과같은함의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몇가지한계를지니고있다.

첫째,이 연구는 P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에 근무하

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지역사회복지 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체에게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따라서 향후 국의 지

역별 사회복지 분포를 통한 할당표집 는 층화군집표집 등을 활용

하여후속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 한다.뿐만아니라사회복지조직의

일자리 질 련 선행 연구가 많이 축 되지 않은 상황을고려할 때,

지역사회복지 외 다양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사를 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축 될 시 사회복지 조직 간 상이한

조직 목표를 반 한 일자리 질의 측정 도구와 측정 지표 구성을 통한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이 연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일자리 질에 국한하여 살펴 으로

써개인수 에서일자리질을 근하 는데,향후조직몰입과같은직

무태도나 직무성과,이직의도와 같은 개인 수 의 다양한 변수들을 함

께 모형화하고 나아가 조직 단 ,지역 단 변수들을 포함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셋째,이 연구는 지역사회복지 일자리 질에 한 사회복지사의 주

인식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으나 향후 객 지표를

통해일자리 질을 측정할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러한연구는 개인 연

구자의노력만으로는자료수집이용이하지않을수있으므로,한국사회



지역사회복지 의 일자리 질 63

복지사 회,한국사회복지 의회 등의 차원에서 ㆍ장기 연구가 이

루어져야할것이다.향후사회복지부문의일자리창출도 요하지만

일자리의 질 수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에 비추어 사회복지

직의 일자리 특수성을 반 한 다양한 질 지표들이 개발되어 일자리

질에 한 보다 면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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