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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품질의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종사자의 업무역량은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서비스
의 질은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
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감이 업무역량에 매개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데 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Barron & Kenny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수준에 따라 아동서
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
화를 통해 아동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서 아동서비스의 질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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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originated from the idea that it would be important for caring service of community 
children center to be positioned as the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and provide quality 
care services to children. In particular, competencies of the employe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play an important role and the quality of children care services is the crucial evaluation parameter for 
those institut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mpetency levels 
of the employe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on the service quality to children an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ir service quality to children. With respect to the data analysis 
method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rron & Kenny’s method was used to 
understand the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Also, Sobel tes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The study results are, first, the service quality to 
children might be differed by the level of competencies of the employe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and second, partial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was found between their competencies 
and service quality to children.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service quality to children can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competencies of the employe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and enhancing their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by enhancing competencies and 
self-efficacy of the employees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which will lead those institutions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ca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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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한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나 운영주체
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이 열악하고 활동공간이나 학
습공간이 부족하고, 학습 지도 교사의 부족 등으로 인
해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위
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공공성을 담보한 지역 기
반의 아동 돌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1]. 지역아동센
터는 단순 돌봄 기능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서
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돌
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
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보다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
되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
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시작
하여 10편 내외에 머물던 연구논문이 2016년 현재 
301편으로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관련 전공
분야도 사회복지, 교육학, 심리학, 건강 및 보건, 치의
학, 청소년학과 아동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아동센
터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종사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연령별, 수준별 학습 지도, 
문화 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아동 특성에 맞는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다양한 
업무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은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
요한 업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업무역량은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어 아동서비스의 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
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변숙영 외[3]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모델이 개발되었고, 
이정표와 박윤희[4]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을 규명하였다. 또한 박운주와 송선희[5]의 연구를 통해 
종사자의 업무역량 평가를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다.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평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기본 업무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분야임에
도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업무 역량이 아동서
비스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고객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
다[6-8].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
지 종사자가 다른 직업적 동기나 업무 동기와 다르게 
봉사와 헌신의 측면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
한 동기는 업무역량의 동기와는 다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를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1항 
28호에 의거하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지역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육,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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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양적 증대와 함
께 아동복지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아동보호와 교육, 정서적 지
원, 문화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동일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이직률이 높고 소진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9-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과 
이직은 아동의 학업성취, 우울 및 불안, 학교적응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2004년 203개였던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말 
4,100여개로 급성장하였으며, 2004년 이용아동은 
23,347명에서 2017년 108,578명으로 증가하였다.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는 2017년 말 기준 총 9,460명으로 
시설장 4,136명(43.7%) 중 남자는 919명(9.7%), 여자
는 3,217명(34.0%)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복지사는 
5,324명(56.3%) 중 남자 539명(5.7%), 여자는 4785명
(50.6%)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2016년에 비해 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업무역량 

역량은 기업전략이나 조직의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
으며, 이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역량에
서 중요한 개념은 예측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의 준거에 
따라 나타나는 한계역량(threshold competencies)과 
차이역량(differentiating competencies)의 개념이다
[14]. 한계역량이란 특정한 역할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요구되는 능력인 공통기초역량
(threshold competency)을 의미하며, 차이역량이란 
수행자를 우수한 수행자와 평범함 수행자로 구분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역량은 개인역량, 조직역량, 관
리역량으로 구분되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15]. 조직역
량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역량이고, 관
리역량은 개인이나 직무가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활
용되는 역량이며, 개인역량(업무역량)은 개인의 직무수
행과 관련된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역량(업무역량)을 
정의하면 조직 구성원이 목표달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업무역
량을 부여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
술, 가치, 태도, 행동,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역할 
수행과 관련된 형태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
적 능력의 특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업무나 역할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지식과 기
술, 태도, 가치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
해 변화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박운주와 송선희[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생활지도, 프로그램기획, 아동교
육, 사무행정, 지역사회연계 등 5가지 책무 20개의 업
무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지도는 아동의 건강지도, 
일상 생할지도, 안전지도, 위생지도와 같은 아동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기획은 프로
포절작성 기술, 프로그램개발 기획 및 실행·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아동교육
은 인권교육, 권리교육, 인성교육, 진로지도 교육과 관
련된 업무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사무행정은 후원금관
리, 사무관리, 노무인사관리, 보조금관리, 비품관리 등
과 같은 행정관리 분야의 업무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마
지막으로 지역사회연계 역량은 기관홍보, 지역사회자원
개발, 후원자 개발 등과 같은 업무역량으로 구분하였다. 

3. 아동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에 대한 개념은 Parasuraman et 
al.[17]에 의해 유래되었는데 그들은 ‘특정 서비스의 우
수성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나 태도’로 정의했으며, 지
각된 품질의 개념과 연결하기도 하였다. 서비스의 질이
란 조직의 성과와 매우 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직 경
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Lewis & 
Booms[18]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제공되는 수준이 고
객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척도라
고 정의 했다. 고객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를 
측정하여 고객의 기대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Oliver[19]는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자가 소비 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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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종합적인 심리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보유
하고 있는 전문가가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 Mehr[21]는 ‘사회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가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과 그들의 외부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변화전략을 활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삶
의 공간 안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하나의 통합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2].

Tornow & Wiley[23]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결
정하는 요인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직원과 고객의 인
식, 태도와 복지관의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직원의 인
식,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직원의 인식 및 태도라고 제시했다. 사회복지서비
스는 공급자 중심의 제공방식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
화되고 있으며 선별적 복지의 개념에서 제도적·보편적 
개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되고 있다
[24].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대한 연구는 민간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서비스나 사
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연
구는 부족하다[2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영국이나 미국의 대인
사회서비스나, 일반사회사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용되고, 학
술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통용되고 있다.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인 지
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아동센
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

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윤근[27]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품

질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변화의 범위가 커지고 이용
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교육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아동센터대구광역시지원단[29]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 아동권리인식과 직무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서비스
의 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아동서비스의 질을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유형성으로 나누어 조
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신뢰성 영역과 공감성 영역이 아
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중 이준상, 박영준
[30]의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척도를 
Parasuraman et al.[30]에 의해 제시되고, 여러 학자
들이 활용한 SERVQUAL 척도를 중심으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그 결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임파워먼트
와 전문성이 아동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동호[31]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임파
워먼트를 높이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 하였다. 사회복지 시설 생활지도원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무 특성과 아동서비스 
질과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위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 중 직무특성, 종사자의 특성
(임파워먼트), 업무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RVQUAL에서 제시한 신뢰성, 대응
성, 보증성, 공감성, 유형성의 5가지의 하위 요인에 업
무역량과 직무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지역아
동센터의 아동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부
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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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와 
인적자원 및 행동 절차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3]. 그는 개인이 어떤 과업이나 직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행이나 성과가 직접적으
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 기술 등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
기기 위한 매개가 있어야 하며, 자기효능감이 그 역할
을 대표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Sherer et al.[34]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삶
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Schunk[35]는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긴장 상황 가
운데서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
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인간의 행동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으
로 정해진 업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
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넘어서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36].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7-4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직무환경, 아동발달, 소진, 
예술프로그램 성과, 직무만족도 등에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연구문제

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어떠한가?

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
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기효능

감이 업무역량에 매개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실질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
다. 

2. 측정도구 

2.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역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박운주 외[5]에 의해 개발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역량 척도개발은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 연구를 통해 
업무역량 요인을 추출하였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비 
문항을 개발하였고, 내용타당도와 공인탕도를 검증하였
다.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는 χ²(160) 
=445.485, p<.001, TLI=.895, CFI=.912, 
RMSEA=.090이었다. 모형적합도는 [표 1]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척도의 신뢰도 계
수는 Cronbach's α=.940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생활지도 .928, 프로그램기획 .904, 아동교육 .887, 
사무행정 .838, 지역사회연계 .809이었다. 하위 요인별 
업무역량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업무역량 척도 신뢰도

모형 χ²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445.485 160 .895 .912 .090

수정지수 반영 373.117 158 .920 .934 .079

표 1. 확인적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구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종사
자업
무역

생활지도 1-4 4 .928
프로그램기획 5-8 4 .904

아동교육 9-12 4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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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Parasuraman et 

al.[42]가 개발하여 활용한 SERVQUAL 척도를 지역아
동센터대구지원단[28]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맞
게 설문 문항을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서비스의 질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58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신뢰성 .823, 대응
성 .916, 보증성 .858, 공감성 .820, 유형성.853이었다. 
하위요인별 아동서비스의 질 척도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서비스의 질 척도 신뢰도

2.3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

의 이론에 근거하여 Sherer et al.[34]가 개발하고 김
아영[43]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
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933이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유능성 .822, 자신감 .889, 추진
력 .797이었다. 하위요인별 자기효능감의 척도의 신뢰
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효능감 척도 신뢰도  
*역채점 문항

3. 자료수집 

조사를 위한 설문 설계는 선행연구와 각종 문헌 검토
를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
복지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목적 표집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연
구자 및 조사원이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 지역아동
센터 연합회 회의 참석 등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9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 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400명에
게 설문을 작성을 요청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18부 
가운데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을 제
외하고 총 312부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
하기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요인의 
일반적 경향과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종
사자의 업무역량 하위요인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입력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과 아동서비스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ron & Kenny 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III. 연구결과 

량
사무행정 13-17 5 .838

지역사회연계 18-20 3 .809
소계 20 .940

구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아동
서비스의질

신뢰성 1-4 4 .823
대응성 5-8 4 .916
보증성 9-12 4 .858
공감성 13-16 4 .820
유형성 17-20 4 .853
전체 - 20 .958

구분 하위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
효능감

유능성 1*, 4*, 6*, 9*, 11*, 15*, 
16*, 19 8 .822

자신감 2, 5, 7, 12, 13, 17 6 .889

추진력 3, 8, 10, 14*, 18* 5 .797

소계 19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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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통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역량, 아동서비스의 질, 자

기효능감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표 5. 업무역량, 서비스의 질,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량
     (n=312)

2. 업무역량, 아동서비스의 질, 자기효능감 간의 상
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아동서비스의 질,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업무역량은 자기효능감
(r=.596, p<.001), 아동서비스의 질(r=.661,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아동서비스의 질(r=.759, p<.001)와 유의한 정적인 관
련성을 보였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모형1에서는 통제요인

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을 
투입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근무경력, 급여)는 아동서비스의 질을 18.8% 설
명하였다(F=14.150, p<.001). 모형2에서는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 업무역량의 하위요인 5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과 업무
역량은 아동서비스의 질을 49.4% 설명하였다
(F=29.427, p<.001). 모형1과 비교하였을 때 독립변수
로 업무역량을 추가로 투입하여 30.7%의 추가 설명력
을 가졌다(p<.001). 업무역량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교육(β=.228, t=3.789, 
p<.001)은 아동서비스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사무행정(β=.220, t=3.958, p<.001), 생활지도(β
=.138, t=2.317, p<.05), 지역사회연계(β=.132, 
t=2.173, p<.05)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지도, 아동교육, 사무행정, 
지역사회연계가 높을수록 아동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
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중 프로그램
기획은 아동서비스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
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ron & Kenny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8과 
같으며 매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독립요인과 종속요인의 관계를 살펴
보면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β=.661, t=15.51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437, F=240.684, p<.001). 
두 번째 단계로 독립요인과 매개요인의 관계를 살펴보
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β=.596, t=13.05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2=.355, F=170.531, p<.001). 세 번째 단계로, 독립

연구요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업무
역량

생활지도 4.226 .669 -.355 -.886
프로그램기획 4.058 .686 -.196 -.833

아동교육 4.204 .679 -.697 -.248
사무행정 4.060 .642 -.308 -.929

지역사회연계 3.565 .701 .050 -.582
전체 4.023 .543 -.240 -.661

아동
서비
스의 
질

신뢰성 3.887 .607 -.124 -.642
대응성 4.209 .627 -.573 -.395
보증성 4.128 .598 -.204 -.957
공감성 4.075 .568 -.260 -.812
유형성 4.227 .612 -.397 -.726
전체 4.361 .616 -.589 -.615

자기
효능
감

유능성 4.273 .609 -.432 -.919

자신감 4.277 .640 -.444 -.747

추진력 4.314 .586 -.460 -.676
전체 4.291 .548 -.43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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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인　
업무역량 자기효능감 아동서비스의 질

생활
지도

프로그
램기획

아동
교육

사무
행정

지역사
회연계 전체 유능감 자신감 추진력 전체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 유형성 전체

업
무
역
량

생활
지도 1 　 　 　 　 　 　 　 　 　 　 　 　 　 　 　

프로그램
기획 .517*** 1 　 　 　 　 　 　 　 　 　 　 　 　 　 　

아동교육 .621*** .512*** 1 　 　 　 　 　 　 　 　 　 　 　 　 　

사무행정 .506*** .538*** .556*** 　1 　 　 　 　 　 　 　 　 　 　 　 　
지역사회

연계 .596*** .643*** .556*** .517*** 1 　 　 　 　 　 　 　 　 　 　 　

전체 .806*** .802*** .808*** .770*** .829*** 1 　 　 　 　 　 　 　 　 　 　

자기
효능
감

유능성 .360*** .361*** .429*** .405*** .387*** .483*** 1 　 　 　 　 　 　 　 　 　

자신감 .479*** .503*** .546*** .531*** .490*** .634*** .765*** 1 　 　 　 　 　 　 　 　

추진력 .411*** .416*** .507*** .424*** .425*** .543*** .795*** .839*** 1 　 　 　 　 　 　 　

전체 .448*** .459*** .531*** .488*** .467*** .596*** .916*** .934*** .942*** 　1 　 　 　 　 　 　

아동
서비
스의
질

신뢰성 .543*** .393*** .587*** .486*** .461*** .614*** .541*** .607*** .611*** .630*** 1 　 　 　 　 　

대응성 .515*** .406*** .501*** .484*** .467*** .590*** .532*** .661*** .649*** .660*** .773*** 1 　 　 　 　

보증성 .501*** .450*** .534*** .539*** .465*** .619*** .622*** .761*** .700*** .747*** .682*** .789*** 1 　 　 　

공감성 .444*** .394*** .507*** .483*** .446*** .565*** .532*** .671*** .609*** .649*** .642*** .794*** .846*** 1 　 　

유형성 .433*** .364*** .506*** .515*** .461*** .566*** .561*** .726*** .695*** .710*** .631*** .747*** .794*** .781*** 1 　

전체 .545*** .449*** .590*** .560*** .515*** .661*** .624*** .766*** .729*** .759*** .834*** .919*** .920*** .911*** .882*** 　1
*p〈 .05  **p < .01 ***p < .001

표 6. 업무역량, 직무환경, 아동서비스의 질,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n=312)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S.E. ß t B S.E. ß t

인구
통계학적

특성

성별 -.468 .093 -.295 -5.044*** -.251 .077 -.158  -3.254**

연령대 .140 .035 .225 3.978*** .046 .030 .074  1.545

최종학력 .153 .041 .228 3.726*** .043 .034 .065  1.259

근무경력 -.008 .040 -.012  -.192 -.022 .032 -.033  -.672

급여 .304 .075 .216 4.067*** .169 .061 .120  2.757***

업
무
역
량

생활지도 .113 .049 .138  2.317*

프로그램기획 .029 .047 .036   .613

아동교육 .184 .049 .228  3.789***

사무행정 .188 .047 .220  3.958***

지역사회연계 .103 .048 .132  2.173*

F 14.150*** 29.427***

R2 .188 .494

△R2 - .307***

*p〈 .05  **p < .01 ***p < .001

표 7.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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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통제한 상
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아동서비
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2=.644, 
F=279.820, p<.001)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β=.567, t=13.416, p<.001)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
며, 이와 동시에 독립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β=.323, t=7.658, p<.001) 유의한 영향력을 보
이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과 아동서비스
의 질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z=9.302,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역량전체

자기효능감

아동서비
스의 질.323***

.596*** .567***

그림 1.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의 직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49.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에 따라 아동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경[44]의 지역아동센터 종
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아동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경[44]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능력을 사회복지사
의 직무수행 능력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
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특정하여 연
구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만의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는데 차이가 있다. 또한 업무역량이 서비
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국내 선행연구
[22][27][45][46]와 Tornow & Wiley[23]의 연구에서
도 업무역량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와 같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보건복
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통계 조사를 통해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
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가
운데 프로그램기획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인식하는 프로그램
기획 업무가 아동에게 전달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영
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여진다. 즉, 아동과
의 관계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프로그램기

경로 B S.E. β t R2 F

업무역량 → 아동서비스 질 .667 .043 .661 15.514*** .437 240.684***

업무역량 → 자기효능감 .624 .048 .596 13.059*** .355 170.531***

업무역량
자기효능감 → 아동서비스 질

.326 .043 .323 7.658***

.644 279.820***

.546 .041 .567 13.416***

*p〈 .05  **p < .01 ***p < .001

표 8. 업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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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역량이 다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프로그램기획 역량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역
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업무역량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동서
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정책
적 지원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보
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 의무교육이 새로운 운영지침 변경에 대한 안내 등을 
위한 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업무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보
건복지부 차원에서의 교육과정과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생활지도, 아동교육 역
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서비스 기관
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프로그램기획과 지역사회연계와 같은 업무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이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업무역량을 
갖추게 하고, 지역사회연계 업무역량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의 하위요인별로 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지도 역량, 프로그램기획역량, 아
동교육역량, 사무행정역량, 지역사회연계역량이 아동서
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이 아동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
능감이 매개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생활복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동 절

차나 동기 등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
신의 판단과 신념으로서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
기효능감이 업무역량을 매개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에 있어 자기효능감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 소진,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향상 교육
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과 아동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이 아동
서비스의 질에 주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제언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의
무교육을 통해서 아동교육 방법, 생활지도 방법 등 아
동교육과 사무행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와 
효과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종사자의 업무역량 수
준을 높이는데서 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업무역량을 향
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여지
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
무역량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물질적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종사자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스스
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스스로 직업에 대
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처우개선과 복지후생, 인식
의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와의 관계, 이용아동과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관
계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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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사자와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적극
적인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퍼비
전, 정기적인 자조모임 활동,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등
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기회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제도적인 지원이 활발하
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개발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다
양한 교육제도의 도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 정책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자기효능감 향
상과 전문성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야한다. 이는 지
역아동센터의 아동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입
장에서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
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
터 종사자, 아동, 보호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업무역
량, 직무환경 및 아동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역량에 대한 표준
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문직업
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업무역량 표준
화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 업
무역량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 시설장

과 생활복지사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는데 후속 연구에
서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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