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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모 집단은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전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의 검증을 결과 연령대, 결혼상태, 직

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하위 변인들 중에 정서적 지지만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적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지지, 외적 스트레스 순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소진 요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소진,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Ⅰ. 서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9급에서 5급까지의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직군내

의 사회복지직렬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

담공무원은 과거 단순했던 문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업무 집

행가로서의 사회복지사와 공공부조 제도의 효과적인 집행하

는 일반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역할수

행에 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다문화 가구, 드림스타트 센터, 사례관리 사

업 등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으

로 현장방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반 사

회복지 조직과는 달리 행정조직 내에 여러 직렬의 일반직 공

무원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타 직렬의 동료들과 상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업무분장 상의 일반 행정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의 동시수행에 따른 역할 갈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직무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진

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소진은 클라이언트에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선영과 

박경숙(2007)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 상태가 타 연구

자들의 일반 사회복지사에 대한 소진상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소진영역 중에

서 특히 정서적 탈진현상의 경우 일반 사회복지사와 비교해

서 그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탈

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일반 사회복지사

의 소진 해소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원들이 강도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을 경

험하는 환경에서는 높은 조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실증적으로 규명

함으로써,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조직효과성을 극대화해야만 

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 지식 그리고 기술을 기

반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업무수

행의 보람을 찾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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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현장에서 부과되는 전공 및 

전문직과 관련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과다,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대상자들의 개별화된 욕구 및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과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지체계의 미

비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대해 여

러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먼저 소진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차원적인 

문제로서, 소진을 경험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무력감과 절망감, 신체적 박탈감, 정서

적 고갈,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직업 및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경험

하는 소진은 개인의 소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

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며 복지대상자와 조직, 기관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이영미 & 성

규탁, 1991; 윤혜미,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직접관계

를 맺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

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량, 직무여건과 인식, 조

직, 근무환경 등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지지 요인들이 소진과의 관계를 규명

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종합적

으로 구상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탐구하는 데 있

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전

담공무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소

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직

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알

아보고,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

2.1 소진의 정의

소진이란 용어는 미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치료자들이 경험하는 탈진현상을 묘사하기 위하여 

Freudenberger(1974) 가 처음 명명하였다. Maslach, (2003)은 소

진의 개념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해 

오래 진행된 반응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정의하였

다. 그리고 소진은 오래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

서적 압력의 결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극적 현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점진

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진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주로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의사나 간호사, 교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대인봉사 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서 많이 나타난다(윤혜미 & 권혜경, 2003).
Maslach(2003)는 소진은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개인의 성취

감 결여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개

념화 하였다. 첫째, 휴먼 서비스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특

성상 강한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로감과 더불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탈진

되는 소진상태를 정서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이라고 하

였고, 둘째, 정서적으로 탈진된 상태의 휴먼서비스 전문직은 

이러한 감정적 요구에 저항하기 위하여 심리적 거리를 유지

하고자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또는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듯한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자신의 일과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 비인간적인 태도

(Depersonalization)를 취하는 소진상태를 말한다. 셋째, 정서적

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상호작용에 적게 투여함에 따라 직

업에 있어서의 개인적 성취의 감소(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 성취의 감소는 전문

직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 최명민과 

현진희(2006)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의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였는데 이로부터 소진을 

표현하는 6가지 범주를 찾아내었다. 이들은 비중이 큰 순으

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 “힘든 느낌”,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 “고갈된 느낌”, “고비라는 느낌”, “정체된 느낌”이었다.

2.2 개인적 특성요인과 소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이민경, 2007; 
황선영 & 박경숙, 2007), 교육수준(이민경, 2007), 연령(이영미 

& 성규탁, 2000; 이명신, 2004; 윤혜미, 2004; 이민경, 2007; 
황선영 & 박경숙, 2007; Maslach & Jackson, 1981), 근무경력

(이영미& 성규탁, 1991; 이인수, 2006; 이민경, 2007)등 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사회복지사가 남성사회복지

사보다 소진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지만(양희정, 2002; 
Lyoyd, King & Chenoweth, 2002), 성별에 따라 소진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도 있었다(윤혜미, 1991; 
이명신, 2004). 
교육수준에 따른 소진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진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고 되어왔

다(이민경, 2007; 이영미 & 성규탁, 1991). Maslach(2003)는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이 증가하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갖기 때문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소진이 증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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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Maslach, 2001; 이영미 & 
성규탁, 2000; 이명신, 2004; 윤혜미, 2004; 이민경, 2007; 황선

영 & 박경숙, 2007; 이인수, 2006). Maslach(1991)에 의하면 젊

은 사회복지사들이 연령이 높은 사회복지사보다 더 높은 소

진을 경험하는 이유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 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근무기간 및 직급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소진정도가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소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일을 시작한지 1∼2년 되는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이는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못하여 고민에 빠지기 쉽기 때

문이라고 지적하였다(이영미& 성규탁, 1991; 이인수, 2006; 이

민경, 2007).  

2.3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직무스트레스란 직업을 수행할 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장

세진 외(2005)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장소에서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느끼는 역기능적

인 감정의 요인을 의미하고, 직무내적 요인은 직무요구도, 직

무 자율성이고 직무 외적요인을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성, 보

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요인들로 정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복지 직업 관련 스

트레스 요인들을 업무특성(업무모호성, 업무과중), 대인관계 

특성(문제해결의 어려움, 클라이언트와의 갈등), 기관특성(의
사소통의 폐쇄성, 관료주의, 무책임성)을 설정하였고 사회복

지사가 주관적으로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소

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미 & 성규탁, 1991; 
황선영& 박경숙, 2007; Leiter & Harvie, 1997; 윤혜미, 1991; 
Huberty & Huebner, 1988; Greene & Raschick, 1998; 공계순, 
2005;  Edwards, 2002; 최명진 & 현진희, 2006; 이명신, 2004). 
이영미와 성규탁(1991)은 업무환경에서 오는 소진의 발생요

인을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업무과다, 보상의 부적절, 자율

성의 결핍, 휴식시간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의 과다업무 및 과다한 서류업무, 낮은 임금, 승진기회의 제

한 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의 갈등이 소진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슈퍼바이저의 지지 결

여, 의사소통의 폐쇄성 등이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계

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Edwards, 2002; 최명진 & 현진희, 
2006). Maslach와 Schaufeli(1993)는 직업관련 요인으로 역할과

중,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직업에 대한 기대, 동료 및 슈퍼바

이저와의 관계(사회적 지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지위, 기

관의 정책 등이라고 하였다.
소진을 유발시키는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요인은 지나친 관

료주의적 규칙 혹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한 조직의 분위기이

고, 기관의 요구와 전문직 가치관 간의 갈등, 고용관계에 있

어서의 불평등성 등으로 나타났다(Edwards et al, 2002; 

Benbow, 1998).

2.4 사회적 지지와 소진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긍정적으

로 유지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자원으로 한다. 사회적 지지는 어려

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다(Cohen & Syme, 1985; 임현승 2004 재인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주로 인적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소진

경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클라이언트와의 

대인관계와 위계적인 직업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만성적

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만성적인 스

트레스인 소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임현승 2004 재인용).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나 사회적 

지지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Cohen & Willis(1985)은 사

회적 지지를 도구적지지, 정보의 제공, 자긍심의 지지, 소속

감으로의 지지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로 하여

금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

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도로 정의 된다(박웅열, 2010; Cobb, 
1976). 또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중심으

로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척, 동료 및 전문가로부터 제공 받

는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로 분류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소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료와 상사의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관계로 보고되어 왔다(박웅열, 2010; 최가영, 
2000). 상사의 지지는 상사가 부하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

로서 정의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사가 부하의 욕구

에 대해 갖는 깊은 관심, 신뢰, 우정 등을 말하며 이러한 정

서적 지지는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박
웅열, 2010). 또한 상사의 지지는 조직 관리상 부하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내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재적 보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평가적 지지는 부하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웅열, 2010). 사회복지사가 어

려움에 직면할 때 동료로부터 받는 수단적지지 혹은 정보적 

지지는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료의 지지는 거의 모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박웅열, 2010).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면,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를 부적인 관계로

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도윤경, 1999; 박영호・김정인, 2000; 
박웅열, 2010; 임승락 외, 2000).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 사회

적 지지의 역할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 지

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완충기체로서 중

요한 자원임을 보고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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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1991)의 연구에서는 동료와 슈퍼바이저로 부터의 사

회적 지지가 소진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사회복지사의 

적응을 도와주는(facilitate)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소진감소에 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Maslach(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이 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상사의 

지지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중요한 소진유발요인으

로 조사되어 왔다(Pines & Maslach, 1978; 최명민, 2006 재인

용).
최가영(2000)의 연구에서도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높을 때 

소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동료로부터 어려울 때 받는 도

움 같은 수단적 혹은 정보적 지지가 소진에 감소시킨다는 것

을 선행연구들이 입증하였다(윤혜미, 1991; Zunz & Chernesky, 
2000).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상사로부터 정서적, 평

가적, 정보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

울일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동료와의 강한 유

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며 지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업

무에 보다 몰입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으

로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문제와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찾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나 생산성에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종속

변수로 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독립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사용할 항목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장소에서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

자가 느끼는 역기능적인 감정의 요인을 의미한다. 직무내적 

요인은 직무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며, 직무 외적요인은 관

계 갈등, 직무 불안정성,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결혼 여부, 연령, 직급, 

연령 등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여 2개의 독립변수와 소진의 종속변수를 선정

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

스 요인을 포함하여 2개의 독립변수와 소진의 종속변수를 선

정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

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담공

무원의 소진수준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담공무

원의 소진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 직무스트

레스, 사회적지지가 소진에 대한 영향력은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2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인천광역시 본청과 사업소 및 8개 

구와 2개의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

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자우편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3.3 조사도구

3.3.1 인구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 유무, 학력, 자격증, 직급,

재교육횟수, 재교육시간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장소에서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

련하여 직무 수행자가 느끼는 역기능적인 감정의 요인을 의

미한다. 직무내적 요인(직무요구도, 직무 자율성), 직무 외적

요인(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성,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요인들은 장세진 외(2005)에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기본형이 43개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15개 문

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와 같은 형식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해

당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0%이고 5점은 100%를 의미한다. 
직무 요구도, 직장문화(설문지 문항 1, 2, 12, 13, 14, 15번)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문항으로 각각에 

대해 1-2-3-4-5점을 부여하였고, 반면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설문지 문항 3, 4, 5, 6, 7, 8, 9, 10, 11번)은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은 문항으로 5-4-3-2-1점
을 부여하여 재 코딩하여 개별문항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각각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직무 내적요인은 .621, 직무외적요인은 .7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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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총 25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

지, 정보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와 같은 형식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해당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0%
이고 5점은 100%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각각  크론바흐 알파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서

적 지지는 .905, 정보적 지지는 .914, 물질적 지지는 .823, 그

리고 평가적 지지는 .875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적 지지 척도 구분

척도 구분 하위영역 내용 질문지 번호

정서적 지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청취 1, 6, 7, 10, 16, 18, 24

정보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제공 8, 14, 17, 19, 22, 25

물질적 지지 돈, 필요한 물건을 지원 3, 9, 13, 15, 20, 23

평가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해 줌 2, 4, 5, 11, 12, 21

* 하위영역 내용 질문지 번호 (별첨)

3.3.4 소진

소진은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정서적 고갈, 클라

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저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총 22문항으로 정서적 탈진에 대한 9문항, 클라이언트

에 대한 비인격화에 대해 5문항,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대

해서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와 같은 형식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MBI의 총 22문항을 이용한 차은경(2000)의 신뢰도 검증에서 

정서적 고갈(9문항)은 0.772,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5문
항)는 0.704, 개인 성취감 저하(8문항)는 0.776의 신뢰도를 보

였다. 또한 안수경(2000)에 의한 총 신뢰도 역시 0.762를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소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각각 크론바

흐 알파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서적 탈진은 .885, 클라이

언트의 비인격화는 .717, 개인적 성취감은 .798로 나타났다. 

<표 2> 소진척도

구분 하위영역 내용 질문지 번호

소진척도

정서적 탈진 1, 2, 3, 6, 8, 13, 14, 16, 20

클라이언트의 비인격화 5, 10, 11, 15, 22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4, 7, 9, 12, 17, 18, 19, 21

* 하위영역 내용 질문지 번호 (별첨)

Ⅳ.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와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00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18.7%, 여성 

81.3%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 16.3%, 30~34
세 33.7%, 35~39세 23.7%, 40~44세 15.7%, 45세 이상 10.7%로 

각각 구성되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31.3%, 기혼 66.7%, 이혼 

2.0%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1.3%, 전문대학 

6.7%, 대학교 84.7%, 대학원  졸업 7.3%로 각각 구성되었다. 
사회복지 전공여부는 전공 90%, 비전공 10%로 파악되었다. 
직급은 9급이 12.0%, 8급은 44.3%, 7급 29.3%, 6급은 13.3%, 
5급은 1.0%로 각각 파악되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성 56 18.7

여 성 244 81.3

연령대

20-29세 49 16.3

30-34세 101 33.7

35-39세 71 23.7

40-44세 47 15.7

45세 이상 32 10.7

결혼

미혼 94 31.3

기혼 200 66.7

이혼 6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1.3

전문대학 졸업 20 6.7

대학교 졸업 254 84.7

대학원 졸업 22 7.3

사회복지  
전공 여부

전공 270 90.0

비전공 30 10.0

직급

9급 36 12.0

8급 133 44.3

7급 88 29.3

6급 40 13.3

5급 3 1.0

4.2 소진,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수준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안 응답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소진,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수준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내적 직무스트레스 300 1.40 6.20 2.82 0.67

외적 직무스트레스 300 1.17 4.80 2.47 0.46

전체 직무스트레스 300 1.67 4.13 2.59 0.43

정서적 지지 300 1.57 5.00 3.23 0.57

정보적 지지 300 1.33 5.00 3.21 0.60

물질적 지지 300 1.60 5.00 3.20 0.56

평가적 지지 300 1.33 5.00 3.28 0.55

전체 사회적 지지 300 1.48 5.00 3.23 0.54

정서적 탈진 300 1.33 4.89 2.97 0.76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300 1.00 4.40 2.49 0.68

개인적 성취감 300 1.57 5.00 2.94 0.56

전체 소진 300 1.15 4.42 2.8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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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2.59수준으로서 보통(3.0)보다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내적 스트

레스는 2.82, 외적 스트레스는 2.47로 내적 직무스트레스 수

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3.23으로서 

보통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중 평

가적 지지가 3.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정서적 지

지는 3.23, 정보적 지지는 3.21, 그리고 물질적 지지는 3.28로 

나타났다. 전체 소진의 평균은 2.84이며, 소진의 하위차원 중 

정서적 탈진은 2.97, 개인적 성취감은 2.94, 그리고 클라이언

트 비인격화는 2.49로 나타났다. 

<표 5> 개인적 특성 변수에 따른 소진의 차이검증

구 분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전체 소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2.81 0.75 2.43 0.67 3.12 0.52 2.86 0.50

여성 2.95 0.69 2.52 0.77 3.07 0.62 2.90 0.52

t-value -1.277 -0.792 -0.538 -2.057

p 0.202 0.429 0.59 0.41

연령대

20-29세 2.85 0.68 2.51 0.65 2.81 0.40 2.76 0.39

30-34세 3.16 0.74 2.69 0.65 2.79 0.46 2.92 0.44

35-39세 3.07 0.71 2.52 0.61 2.91 0.57 2.89 0.40

40-44세 2.89 0.77 2.24 0.66 3.19 0.55 2.85 0.43

45세 
이상

2.48 0.82 2.09 0.71 3.31 0.74 2.69 0.51

F-value 5.905 7.105 9.349 2.355

p 0.000*** 0.000*** 0.000*** 0.05*

결혼상태

미혼 3.06 0.75 2.74 0.96 2.82 0.52 2.91 0.45

기혼 2.85 0.66 2.40 0.64 2.97 0.55 2.81 0.42

이혼 3.05 1.13 2.23 0.64 3.60 0.73 3.16 0.57

F-value 3.006 5.827 7.097 3.025

p 0.05* 0.001** 0.001** 0.050*

학력

고  졸 2.83 1.48 1.95 1.00 4.06 0.63 3.08 0.64

전문대학 3.11 1.00 2.40 0.76 2.98 0.54 2.90 0.55

대  졸 2.97 0.74 2.48 0.68 2.92 0.54 2.84 0.43

대학원졸 2.91 0.57 2.72 0.48 2.96 0.61 2.88 0.37

F-value 0.298 1.835 5.893 0.557

p 0.827 0.141 0.001** 0.644

직급

9급 2.89 0.69 2.51 0.69 3.33 0.78 2.93 0.45

8급 3.09 0.66 2.61 0.64 3.14 0.46 2.99 0.42

7급 2.96 0.68 2.52 0.92 3.04 0.55 2.90 0.43

6급 2.45 0.70 2.15 0.70 2.76 0.81 2.49 0.45

5급 2.07 0.72 1.66 0.23 2.58 1.15 2.16 0.78

F-value 7.651 3.636 5.203 9.041

p 0.007** 0.000** 0.000*** 0.000***

사회복지학
과

전공 2.99 0.74 2.52 0.66 2.91 0.52 2.86 0.42

비전공 2.80 0.91 2.16 0.76 3.16 0.78 2.78 0.54

t-value 1.345 2.780 -1.664 0.708

p 0.180 0.006 0.106 0.484

* p<0.05 ** p<0.01 *** p<0.001

4.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
증과 Anova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살펴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진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개인적 성

취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34

세가 가장 소진 정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진정도

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소진과 연령대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혼 상태는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그리고 

전체 소진에서 차이를 보였고(p<0.05), 미혼 혹은 이혼인 사람

의 소진정도가 높았다. 전체 소진과 결혼 상태별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혼 상

태는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그리고 전체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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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를 보였고(p<0.05), 미혼 혹은 이혼인 사람의 소진정

도가 높았다. 전체 소진과 결혼 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은 정서적 탈진, 클라이언트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급이 8
급인 사람들의 소진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소진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 소진과 직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반면, 자격증과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여부에 따라서는 모

든 소진관련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격증과 전공은 소진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4.4 인구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소진

4.4.1 인구학적 특성과 소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13.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연령

이었다(-β=.336).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결혼상태, 직급, 전공여부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표 6> 인구학적 특성변수와 소진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0.554 8.217 　 9.803 0.000

연령 -0.564 0.157 -0.336 -3.589 0.000 *

성별 -0.341 1.656 -0.012 -0.206 0.837

결혼상태 -1.408 1.445 -0.062 -0.974 0.333

직급 0.320 1.162 0.025 0.275 0.783

전공여부 0.231 2.241 0.006 0.103 0.817

R2=0.130 F=7.024 p=0.000 　 　 　

* p<0.05 ** p<0.01 *** p<0.001

4.4.2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3.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직무스트

레스와 외적 직무스트레스는 모두 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내적 스트레스와 외적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817 4.429 　 5.603 0.000

내적 직무 스트레스 0.650 0.114 0.302 5.714 0.003**

외적 직무 스트레스 1.098 0.156 0.371 7.028 0.032*

R2=0.234 F=42.029 p=0.000 　 　 　

* p<0.05 ** p<0.01 *** p<0.001

4.4.3 사회적 지지와 소진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

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8.4%의 설명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F=6.360, p<0.001). 사회적 지지 하위 변인들 

중에 정서적 지지만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사회적 지지와 소진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2.430 3.996 　 20.628 0.000

정서적 지지 -0.826 0.379 -0.287 -2.181 0.030 *

정보적 지지 0.222 0.230 0.084 0.966 0.335

물질적 지지 -0.201 0.395 -0.057 -0.507 0.612

평가적 지지 -3.555 0.225 -0.013 -0.158 0.847

R2=0.084 F=6.360 p=0.000 　 　 　

* p<0.05 ** p<0.01 *** p<0.001

<표 9>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t p b t p b t p

(상수) 　 17.035 0.000 　 7.964 0.000 　 6.371 0.000

성별(여성) -0.054 -0.928 0.354 -0.057 -1.114 0.266 -0.042 -0.805 0.421

연령 -0.417 -4.603 0.001** -0.368 -4.576 0.001** -0.361 -4.442 0.000**

직급 -0.061 0.061 0.683 0.066 0.832 0.406 0..058 0.711 0.478

내적 직무스트레스 　 　 　 0.363 7.119 0.000*** 0.357 6.770 0.000***

외적 직무스트레스 　 　 　 0.246 4814 0.000** 0.223 3.881 0.00***

정서적 지지 　 　 　 　 　 　 -0.267 -2.178 0.03**

정보적 지지 　 　 　 　 　 　 0.091 0.965 0.335

물질적 지지 　 　 　 　 　 　 0.069 0.659 0.511

평가적 지지 　 　 　 　 　 　 0.084 1.150 0.251

R2 0.136 0.329 0.343

R2증가 0.122 0.316 0.320

F-value 13.909 25.909 15.053

p 0.000*** 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선수경 ․ 임현승 ․ 강성옥

14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7 No.1

4.5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분서하기 위해서 통제변인, 직무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를 추가적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면서 변화하는 설

명력을 파악하여 이를 소진에 대한 영향정도로 비교하는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먼저 모형1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가 소진에 영향

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

이 갖는 설명력은 13.6%이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추가한 모형2
에서는 소진에 대한 설명력이 19.3%가 증가하였다. 즉 내적 

및 외적 스트레스가 높을 때 소진 수준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인구학적 변수들과 직무스트레스를 통

제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1.4% 만 증가하

였다. 모형3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요인은 연령(β=-0.36 p<0.001)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내적 직무스트레스(β=.35 p<0.001), 정서적 지지(β=-.26 
p<0.001), 외적 스트레스(β=.22 p<0.001) 순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여러 변

인이 소진에 이르는 요인들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경험

하는 소진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했다. 또한 본 연

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구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탐구하

는 데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로 인천광역시 본

청과 사업소․군․구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

지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소진의 정도

를 설문지를 통해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소진, 직무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

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조

사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며 분석틀을 세우

고, 이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의 검증을 결과 연

령대, 결혼상태, 직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는 30～34세가 가장 소

진 정도가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진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혹은 이혼한 사람의 소진정

도가 높았다.  직급은 직급이 8급인 사람들의 소진정도가 가

장 높았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소진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 소진과 직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적 직무스트레스와 외적 직무스트레스는 모두 소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하위 

변인들 중에 정서적 지지만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적 직무스트레스, 정

서적 지지, 외적 스트레스 순이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고객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실천현장에서 관리자들

은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소진 

요인의 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소진 요인이 가중될수록 공무원들은 의욕이 

상실된 소진상태로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소진 

요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 요인이 가중되어도 이를 

해소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공무원 스스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다.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사회복

지사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맞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맞춤식 프로그램의 위탁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교육

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둘째, 사회적 지지 요인 중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조직 내 상사와 동료와의 유

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토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사 또는 동료와의 멘토 활동을 통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및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들

을 개발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장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행동 및 전략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소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효과적으로 소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후속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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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job-related tension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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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find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in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job-related tension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A participant of 300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were recruited from Inchen city and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during August, 
2011. Data were entered into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irst, women had a little higher mean score of burnout than men. However, this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Job 
Classification and year of work experiences were very important predictors for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Seco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related tension and burnout. Third, there was a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burnout. As the perception about social support by social workers increased, the level of burnout tended to decrease.  
Finally, the set of analyses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fter controlling for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job-related 
ten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job-related tensio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burno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s. More research is needed regard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job-related tension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in public sector.  For social works in public sector, supervision 
from supervisors appeared to have a protective effect against social workers' burnout. 

Keywords: burnout, social support,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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