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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가 인식하는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

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117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SPSS 21.0 version을 활용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에 각각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소진을 예방하고 경감

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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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and to verify the 

mediative effect of job stres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for educational welfare workers. 

To achieve these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all 117 educational welfare workers working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Gyoenggido. And then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SPSS 21.0 version.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 First, emotional 

labor positively effects on burnout and job stress. Second, there is a mediative effect of job stres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to 

prevent and relieve burnout of educational welfare workers in terms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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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경제적인 측면에

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 

이면에는 계층 간 소득 격차와 같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

를 야기하였다. 실제로 2017년 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가 64배까지 소득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차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실제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구 소득별로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 투자의 격차가 매년 벌어져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2].

이러한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

나가 2003년부터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1)의 실

행이다[3]. 교복우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에서 나타

나는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

과 생활환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4].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지원 네트워크 형성하여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5].

교복우 사업은 2003년에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

집 지역에 위치한 45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 전국의 3,578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4]. 이 사

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를 배치한 것이다[6]. 

현재 활동하는 교육복지사는 1천 5백 명 이상인데[7], 

이들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외에도 학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교사나 지역사회 기관들과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교사

나 학부모에게 학생과 자녀의 지도 양육법을 교육하기도 

한다[8]. 교육복지사가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

생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기

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9].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학교에서 전술한 역할을 수행하

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주된 

이유는 교육복지사의 90% 이상이 사회복지사이지만 이

1) 실무자와 연구자는 물론이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교복우 사업’으로 약칭하므로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술

하였다. 

들의 근무처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닌 학교라는 이질적인 

조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복지사는 교사도, 행

정가도 아닌 신분으로 학교에서 교육과 복지 중간 영역

에 존재하여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10], 교사들은 정

규 학교 교육과정만을 자신의 고유 업무로 인식하기 때

문에 협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학교 행정가와 교사의 교복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새

로운 전문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불안정한 역할과 업

무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해서 소진을 겪는다[11].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들은 교육복지사가 겪는 소

진의 실태 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는데, 이지현[12]은 

영호남권 초·중·고등학교 교육복지사 151명을 대상으로 

역할 모호성이나 과다한 업무량 등이 소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석진[13]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지역의 교육복지사 365명을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는데 그 중에서 과업으로 인

한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학교의 복지기능 확충을 위해서 배치된 교육복

지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진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진은 1974년에 Freudenberger가 처음 사용한 용

어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한다[14]. 또는 사

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들이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겪는 정서적인 탈진 혹은 냉소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진이 오래되면 부정적인 업무태도를 갖게 되

어서 성과가 하락하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

려움을 경험하고 이직의도를 갖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

[15]. 

교육복지사와 유사 직종인 학교사회복지사의 소진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학교사회복지사가 업무에 대

한 교육과 경험 수준이 낮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지

원체계가 약하여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면 결과

적으로 낮은 성취감으로 인해서 소진에 이르게 된다[16]. 

이를 보면 교육복지사가 소진을 겪으면 교육복지 서비스

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개인과 그들의 주변 환

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교육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

구들[17,18]은 성별, 연령, 실무경력, 근무기간과 같은 개

인적인 특성과 교장, 교감과의 관계형성을 비롯해서 업무

량이나 업무 특성과 같은 조직적인 특성이 교육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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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에는 감정노동

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클라이

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하여 

얼굴 표정이나 신체 표현을 통해 외부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19,20]. 송현진과 조윤직[21]은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

으로 입증하였는데, 이들이 2,774명의 사회복지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소

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른 요인보다도 감정노

동이 소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한상근[22]은 사회복지사를 우리나라 203개 직

업 중 감정노동을 네 번째로 많이 수행하는 직업군으로 

꼽았다. 강수정[23]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282명

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4점 만점에 3.40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으며,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알려진 간호사의 3.05점

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감정노동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서 소진도 높

은 수준에서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복지

현장이 아닌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이들이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학

생뿐만 아니라 교사, 교직원 등과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권한 

부족이나 열악한 업무환경 등은 교육복지사의 정체성이

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복지

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감정적인 노

력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쉽게 경험하여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4,25]. 박아가페와 박창

우[26]는 교육복지사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이들의 감정노동은 소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소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감정노동은 소진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7]. 미국 국립산업

안전보건연구소[28]는 직무 스트레스를 직무상 요구사항

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

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에 대해서 박광수[29]는 사회복지 종사자, 정찬훈[30]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나연금[31]은 교육복지사

를 대상으로 각각 연구를 수행했는데 공통적으로 감정노

동은 직무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

인[27]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영향을 받아서 야기된 직

무 스트레스는 소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

석진[13]은 교육복지사가 학교에서 겪는 직무 스트레스

가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

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정노동과 소진 간

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관련 선행연구들

의 결과들을 추론한 것이어서,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교육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

시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직무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교육복지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교육복지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감정노동

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초ㆍ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

는 교육복지사 117명 전원이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93명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기도는 교복우 사업을 시범

사업이 아닌 정규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인 2006년부

터 실시한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특

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사 3명과 사

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A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연구위원 1명에게 2회에 걸친 문항 검증을 통해서 문항 

수정을 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은 Brotheridg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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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ey[32]가 개발하고 신중환[33]이 사회복지사에게 

적용한 ‘나는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업무상 요구되는 감

정으로 꾸며서 표현한다’를 포함한 6문항으로 구성된 척

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708이었다. 

매개변수인 직무 스트레스는 최명민[34]이 의료사회복지

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경력을 쌓

아도 내가 하는 일에 발전적 변화가 없다’라는 문항을 포

함한 4문항을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665였다. 종속변수인 소진은 최혜영[35]이 번역하여 

활용한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를 포함한 22문

항으로 구성된 Mas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로 측

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872로 나타났다. 이

상의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의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PSS 21.0을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

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서 3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정규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는데 절대값이 각각 3미만과 7미

만으로 나타나서 연구변수의 정규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

었다. 각 모형의 1단계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것이고 2

단계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것인데, 각 모형의 1단계에는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2단계 결과만 제시하였

다. 연구모형인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교육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였다. 성별은 여자가 88명(94.6%), 남자가 5명(5.4%)이

었다. 학력은 학사가 57명(61.3%), 석사가 36명(38.7%)

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학교는 초등학교(43명, 46.2%)와 

중학교(46명, 49.5%)가 비슷하였고 고등학교는 4명

(4.3%)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40.39세였고, 교육복

지사 총 경력은 평균 6년 14개월이며, 현재 학교에서 근

무한 경력은 평균 5년 5개월로 나타났다. 

근무 학교가 교복우 사업을 실시한 기간은 1년부터 

11년까지였으며, 평균 7년 이상이었다. 전교생은 76명부

터 1,228명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약 670명이었다. 교복

우 사업의 대상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은 

학교별로 46명부터 320명이었고 평균 약 129명이었다.

n(%) n(%)

gender
male 5(5.4)

school 
level

elementary 43(46.2)

female 88(94.6) middle 46(49.5)

academic 

level

bachelor 57(61.3) high 4(4.3)

master 36(38.7)

min./max./mean/s.d min./max./mean/s.d

age(year)
24/59/

40.39/9.08

project performance 

period of school(year)
1/11/7.48/2.49

total career
(month)

2/195/
73.79/39.83

number of the whole 
school(n)

76/1,228/
671.70/240.51

present 
career

(month)

2/1,199/
66.36/124.17

number of the target 
group(n)

46/320/
129.76/49.8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3.2 주요 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교육복지사가 인식하는 감정노

동,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의 특성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

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사가 인식하는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2.37점 수준에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서 선행연구[19]에서 나타난 일반 사회복지사의 수준보

다 낮았다. 직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92점 수

준이어서 감정노동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소진은 5점 만점에 평균 2.28점 수준에서 느끼고 있었는

데, 이는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서 선행연구[19]가 제시한 

사회복지사의 소진 정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emotional labor job stress burnout

mean(s.d) 2.37(.81) 2.92(.77) 2.28(.50)

emotional labor 1

job stress .299** 1

burnout .497** .436** 1

** p<.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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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가 인식하는 소진,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

레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였는데, 세 

변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복지사가 감정노동을 수행

하는 수준이 높으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수준도 자연

스레 높아질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소진

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3 연구모형 분석

model 1 

emotional labor→
burnout

model 2 

emotional labor→
job stress

model 3 

job stress→
burnout

B SE β B SE β B SE β

p
e
r
s
o
n

gender

(male=0)
-.253 .210 -.116-.596 .366 -.180-.145 .228 -.067

academic

(bachelor=0)
.153 .105 .148 .212 .186 .134 .017 .111 .016

age -.017 .006 -.296**-.009 .011 -.105-.016 .007 -.283*

total career .003 .002 .215 .004 .003 .199 .002 .002 .181

present 
career

.001 .002 .086 .000 .003 .007 .001 .002 .044

s
c
h
o
o
l

period of 
school

-.007 .020 -.034 .007 .035 .022 .001 .021 .004

level
(elementary=0)

.009 .096 .009 .208 .169 .135 -.078 .103 -.078

number of 
the whole 

school

.000 .000 -.015 .000 .000 .016 .000 .000 .126

number of 

the target 
group

.001 .001 .056 .000 .002 .007 .000 .001 .010

emotional labor .315 .063 .495*** .293 .113 .297*

job stress .240 .067 .368**

R2 .357 .172 .268

F(Sig.) 4.325*** 1.597*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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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인 교육복지사가 인식하는 감정

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가 

이를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델 1은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한 것이다. 1단계는 통제변수인 교육복지사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 특성만 투입하였는데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2단계는 1단계에 감정노동을 

추가한 것인데, 감정노동이 소진에 β=.495(p<.001)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모델 2는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1단계는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2단계는 1단계에 감정노동을 

추가하였는데, 감정노동이 직무 스트레스에 β=.297(p<.05)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연구문제 2) 

모델 3은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 것으로서, 1단계는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가 없었다. 2단계는 1단계에 직무 스트레스를 추가한 

것인데,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에 β=.368(p<.01)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따라서 네 번째 연구질문인 직무 스트레스가 감정노동

과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정노동은 직무 스트레스

에 .293의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240

의 영향을 미쳤으며 sobel test의 Z값은 2.10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값이 나타나서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

라 직무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노동의 영향을 

받은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연구문제 4)

paths a(SEa) b(SEb) Zab

emotional labor→job 
stress→burnout

.293(.113) .240(.067) 2.101*

* p<.05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ive effectivenes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고 감정노동과 소진 간의 관계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복

지사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내 초ㆍ중․고등학교에서 근무

하는 교육복지사 전원인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르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사의 감정노동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가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의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이나 사례관리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부모나 

교사 혹은 지역사회 기관의 종사자와 다양하게 교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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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의 변화를 돕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많은 기대를 받는데, 이 과

정에서 교육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존중받기보다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도 유사한데, 

비교적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교육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사가 자신의 감정

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

에서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사는 개별 학교에서 1명씩만 근무하는 

소수 직군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가나 교사 혹

은 학생 등과 같은 주변의 이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익

을 합리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복지사가 감정노동

에 미숙하게 대처하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 돌봄의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심리적, 신체적 혹은 유형, 무형의 상해를 얻은 경우에 

교사가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상담을 교육복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노동이 학교 행정조직 차원에서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이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가와 교사가 교육

복지사의 업무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복우 사업과 교육복지사 혹

은 학생 돌봄 사례 등을 학교 교육 관계자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나 관리자와의 공식, 비공식적 간담회를 지

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복지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감정노동과 소진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사의 직무 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한다. 

모든 직업인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면 생산성 높

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사도 학교에서 유일한 복지 전문가로 

기능하면서 수행하는 많은 업무량과 주변 이해 당사자와

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를 교육복지사의 시각 

교정이나 개인적 차원의 해결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

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내

에서 협력적이고 상호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학교도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 개인이 보다 나은 학교생

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복지사와 교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사

례회의와 같은 공동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은 교육복지사는 물론이고 교사도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서 직무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개별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업무 효능감 향상을 위해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별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1인씩만 있기 때문

에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유용한 수퍼비

전이나 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등과 같은 현실

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교육복지사를 학교급이나 주제별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워크숍이나 장학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복지사가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보다 잘 대처하여서 결

과적으로는 학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직무 상 스트레스의 고위험

군에 속하는 교육복지사를 위해서는 자율연수, 휴직 프로

그램 개발, 연차별 직무지원 매뉴얼 마련과 같은 지원책

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으로 전환되어서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련교육, 보수교육, 슈퍼바이

져 양성 및 보수교육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시

행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자

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복지사를 위한 이상의 실천

적, 정책적 제언들을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하면 양 직종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지만 학교라는 2차 세팅에서 교복우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복지사의 소진을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 

요인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실증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의

가 있다. 그리고 본 결과를 통해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복지사의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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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실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교육복지사의 소진, 

감정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

하다. 이는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가장 최근에 업무를 시

작한 영역이어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발생

한 한계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론적으로 보다 완성된 구조로 다

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는 교복우 사업을 서울, 부산과 함께 가장 초기에 시작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여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 결과를 전

체 교육복지사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을 수반한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는 더 많은 지역과 특성의 교육복지사를 대

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만을 탐색하였는데, 차후의 연구는 소

진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보호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

구를 수행하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넷째,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인 경기도 교육복지사 전원

으로는 모형 구성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측정오차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회귀분

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차후의 연구는 좀 더 

엄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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