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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가 어떤 경우에 소진경험을 하는지 

밝 , 소진을 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학교도서 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1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구사회학  특성, 

업무 환경, 심리 상태가 소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연구 결과,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의 소진도가 높지 않으며 소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아존 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상 시스템에 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보상체계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ontract teacher librarians and contingent 

librarians working in school libraries experience burnout,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serve as a reference guide for finding counter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100 librarians (teachers) from the school library in Seoul &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how their societal characteristics, working environment and conditions, 

psychological state affect their burnout. As a result, school librarians (teachers) felt almost 

no burnout, bu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self-esteem.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was less than average, and there was a need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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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 지

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에

지 범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 범

를 넘어서게 되면 스트 스가 유발되면서 소진

(burnout)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

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 ․인지 ․정서  

역의 에 지와 그것의 총합이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한 그 에 지를 히 조

하여 소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 할수록 분야를 망라해 생

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 지 이상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인 계 

등 외 인 변수에 의해 내 에 지를 스스로 조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극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소진상태에 빠지면서 무

력감과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인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감정 노동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정신

 스트 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기를 기회로 환시킬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갖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쉽게 빠져 나갈 수 있을 테고 더 높은 곳까지 

도약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지 못하면 의욕

이 상실되어 업무 효율과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학교도서 은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이에 하는 각종 학교에 설치된 도서 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목 을 달성하기 

해서 학교도서  사서직은 교사  학생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학교도서

 사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서  이용자

(고객)에게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

간 계에서 스트 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감정 노동에 속하는 직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 의 목 을 달성하고 이

용자들을 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는 사서직의 심리․정서  상태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서직은 학교도서 의 업무 환경, 

조직 특성, 개인의 심리 상태로 인해 스트 스

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스트 스는 소진과 연결

되어 업무에서의 탈진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이용자 서비스의 질과 문성에

도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사서직이 지

각하는 소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소진을 방  감소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방법

본 연구는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직 가

운데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을 상

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소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악하여, 소진을 감소시키고 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의 인구 



학교도서  사서직의 소진 경험에 한 연구  173

통계학  특성이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업무 환경(업무 환경, 보상 시스템, 인

간 계)은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심리 상태(자아존 감, 자기효능감)는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첫째, 이론  고찰을 통해 학교도서 에 근

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의 개념, 

자질과 업무, 소진의 개념에 해 정리하 다. 

둘째,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

사와 계약직 사서들의 소진 경험을 확인하기 

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 다. 서울특별시  경기

도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

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을 상으로 2019

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

는 총 100명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SPSS 20.0

에서 응답자의 배경을 악하기 한 빈도분석, 배

경에 따른 소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조사 상자의 소

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의 

소진 정도를 악하고, 소진을 감소하고 방

하기 한 방안을 제안했다.

2. 이론  배경

2.1 학교도서  사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교육을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  자원들은 교사

로서의 지 를 갖고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

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도서 을 담당하고 있

는 사서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등 다양한 

신분 체계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

며,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교사로서의 지 는 

갖지 못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학교도서 진흥법(법률 제15368호 일부개정 

2018.02.21)의 정의에 의하면, 사서교사란 ․

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 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는 도서 학

을 이수하여 ․ 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

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 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란 도서 법 제6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기간제 사서교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이지

만, 학교도서 을 운 하는 사서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권한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계약직 사서는 일

정한 근로 기간 내에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고

용 형태이므로 사서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권한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사서 에는 무

기 계약직(공무직)의 신분이 있는데, 이는 계

약직과 정규직의 간  고용 형태로써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체로 정년까지 보

장이 되지만, 임 이나 복지 수 은 계약직 수

에 머물거나 그보다 못한 신분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학교도서

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의 신분은 사서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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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 사서교사, 무기 계약직(공무직) 사서, 일반 

계약직 사서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신분으로 학교도서 에서 근무

를 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요한 것은 문

성을 갖고 있는 교사이자 동시에 사서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도서 은 운  

원리와 기능이 문 인 철학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다면 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에(한윤옥 2001, 218), 그에 걸맞은 자질 한 

여러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표 1>에 담긴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2000)

에서 발간한 ｢학교도서실 운  편람｣에 제시되

어 있는 사서교사의 자질과 업무에 한 내용

이다.

자질 내용

자질

∙학교의 교육 계획, 교육 과정, 학습 지도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도서실 자료에 한 넓은 지식과 도서실 운 과 기술  사무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학생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을 훌륭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인 계가 원만하고 조와 사의 정신이 투철하여야 한다.
∙창의성․계획성이 풍부하며 박력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열의와 연구심이 왕성하고 성실과 정확성이 따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도서와 독서 생활을 애호하며 훌륭한 독서인으로서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리 업무

∙학교도서실의 종합 계획 수립과 실시
∙학교도서실에 필요한 여러 규정의 작성과 유지
∙ 산안의 편성과 지출의 조정
∙ 내 환경 정리와 시설, 비품의 정비  리
∙각종 장부, 서류, 통신  조사 통계의 처리와 보
∙학교장에 한 운  리 상황의 보고와 조언
∙학교 내의 여러 조직과의 연락  조
∙학교도서실의 계 기 , 단체와의 연락  력
∙학교도서실의 평가와 개선 방책의 수립

기술 인 업무

∙학교도서실의 자료 선택과 수집
∙자료 등록과 장비
∙자료 분류와 목록 작성
∙신문, 잡지 기사 색인의 작성
∙특수 자료의 제작
∙자료 수리  제본
∙장서 검과 제  업무
∙시청각 자료의 리  조작
∙도서 리의 산화 업무
∙학교도서실의 홈페이지 등록  리 업무

교육 사 업무

∙열람 출 사무
∙학교도서실의 이용 지도
∙도서  자료의 소개  안내
∙참고업무
∙독서지도  상담
∙학생도서반원의 지도
∙학교도서실 행사 실시
∙학  문고 운 의 지도  조
∙교직원  지역 사회에 한 사

<표 1> 사서교사의 자질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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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정리된 사서교사의 자질과 업무

는 반 인 측면과 리 업무, 기술 인 업

무, 교육 사 업무에 걸쳐 총 35가지에 이른

다. 부분의 학교가 1인 사서교사로 운 되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한 자질

을 한 사람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2.2 소진

소진에 한 연구는 정신분석학자인 Freuden- 

berger가 1974년 발표한 논문에서 소진에 한 

증후를 기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이 정리되었는데, Cherniss 

(1980)는 에 지의 심각한 손실과 과업수행의 

하  심리  고통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

는 개념이며, 불안, 긴장, 직무,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정서 ․신체  고갈과 태도  행동

상의 변화로 구분된다고 하 다. 한 Maslach

와 Leiter(1997)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

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 혼란을 나타내는 지표

로 가치, 존엄성, 정신과 의지의 침식, 즉 인간 

혼의 부식됨(erosion)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요인으로 과 한 업무, 통제력의 부족, 불충분

한 보상, 지역사회의 붕괴, 요한 가치 혼란 등

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Corey와 Corey(2002)는 

사람들에게 집 해서 장기간 계를 맺는 것과 

련하여 지속 , 반복 인 압력의 결과로 발생

하는 신체 ․정서 ․정신  피로상태라고 정

의하면서,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한 부정

인 견해와 일, 일생,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

인 태도로 인한 무기력감과 망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소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증후

는 신체, 정서, 행동 등 여러 역에 걸쳐 나타

날 수 있다. <표 2>는 소진에 따른 증후를 밝힌 

각 연구자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에 정리한 각 연구자들의 증후를 종합

해 보면 소진은 신체, 정서, 행동 등 범 한 

측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소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Lieter(1993)의 소진 과정 모형

이다. 이 모형은 상담치료자가 겪는 과정을 모

형화 한 것으로 환경  요인-정서  고갈-비

인격화와 자기성취감 하의 순으로 진행이 된

다. ‘과 한 일’, ‘반복 인 일상’, ‘ 인 계 갈

등’과 같은 환경  유발 요인으로 인해 ‘정서  

고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비인격화’와 ‘자기성취감 하’가 나타난다. 

이때 정서  고갈은 자신의 능력을 높임으로

써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고, 비인격화는 

리감독자로부터의 슈퍼비 이나 동료들의 지

원, 그리고 내담자들의 조를 통해 낮출 수 있

다고 하 다. 

Lieter(1993)의 소진 과정은 상담치료자가 겪

는 과정을 모형화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서

 사서직이 겪는 과정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사서직이 겪는 소진 과정에 한 

모형이 없고, ‘과 한 일’, ‘반복 인 일상’, ‘

인 계 갈등’과 같은 환경  유발 요인으로 인

한 ‘정서  고갈’은 어떤 직업군에 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요인이라 단되어, 소진 과정을 이

해하고 방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기 해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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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명 구분 증후

Moss
(1981)

기

1) 실 : 효율 감소, 일에 한 심 하, 지속능력 하
2) 신체  조건: 피로, 체  감소, 두통, 수면 곤란, 소화 장애, 호흡 곤란
3) 행동  증후: 기분 변화 는 하, 의심 증가, 분노  불안 증가, 무기력, 좌 , 통제력 감소, 

험 수용 수 의 증가

후기

1) 자가-치료 시도(안정제, 알코올 등)
2) 경직성 증가(사고력, 태도 면에서 부정 이고 냉소 )
3) 자신과 동료에 한 의심
4) 일에 소모되는 시간 증가  극 인 생산성 하

Kahill
(1988)

신체 피로, 수면 문제, 두통, 감기 등

감정 과민성, 불안, 우울, 무기력함 

행동 냉소 , 물질남용, 비 , 공격

업무 낮은 실행, 장기 결근, 지각

인 계 을 못 맞추고, 직장과 동료로부터 철회, 피상 인 화 등

Cherniss
(1987)

종합

출근에 한 높은 항, 낙오자가 된 느낌, 분노와 원한, 죄책감, 단념과 무 심, 비 주의, 고립과 
허탈감, 피곤함, 자주 시계보기, 퇴근 후 심한 피로, 고객에 한 정  느낌의 상실, 집 력 
는 청취력 하, 고정된 느낌, 냉소 , 규정 로만 하기, 동료와의 업무  토론 회피, 약물 과용, 

잦은 두통과 소화 장애, 사고의 경직과 변화에 한 항, 의심  편집증, 부부  가족 간의 
갈등, 이직 등

Kottler
(1993)

종합
백일몽과 실도피 인 환상, 약물 남용, 업무의 불성실, 사회  활동 하, 자신의 상태에 한 
탐색 감소 등

Corey와 Corey
(2002)

종합
개인  우울함, 도덕성 상실, 고립감, 생산성 감소, 처능력 감소, 냉소  태도와 이상, 신뢰, 
염려, 원기의 부족 등

<표 2> 소진 증후

<그림 1> Lieter(1993)의 소진 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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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체 도서  분야를 망라해서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서들의 소진경험에 

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공공도서 , 학교

도서 , 의학도서 , 문도서  사서들을 상

의 선행연구 가운데 각 한 편씩을 심으로 정

리하 다. 

박지선(2019)은 ‘공공도서  사서의 이용자 

련 직무스트 스와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서울․인천 공공도

서  사서를 상으로’를 통해, 공공도서  사

서의 감정노동  이용자 련 직무스트 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각 

변수들 간의 향 계를 검증하고 이용자 련 

직무스트 스가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  특성과 직무소진 측면에서는 성

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기간, 자격증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공도서  사서의 감정노동과 이용자 

련 직무스트 스 간에도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 공공도서  사서의 이용자 련 직

무스트 스와 직무소진 간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  사서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간에

도 유의한 상 계를 보 다는 결론을 도출

하 다. 

노동조와 김수진(2018)은 ‘사서교사의 직무

소진 경험에 한 실증  연구’를 통해, 사서교

사에게 직무소진이 발생하는 요인  상황을 

악하기 해 고등학교 도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사서교사의 직무환경, 

사서교사의 역할  정체성의 문제, 학교공동

체 구성원들의 학교도서   사서교사에 한 

인식 등이 직무소진의 향 요인으로 밝 졌으

며,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는 사서교사

들에 한 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사서

와 사서교사 간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서교사에 한 인식 

환을 한 계기와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사서교사의 자기계발  재충 의 기회 제공도 

필요함을 제시하 다. 

장혜란과 김정아(2017)는 ‘의학도서  사서

들의 직무 소진에 한 연구’를 통해 의학도서

 사서들의 직무 소진 황을 악하고, 향 

요인을 구명하기 하여 한국의학도서 회 

산하 138개 회원기 의 사서들을 상으로 개

인  배경과 직력, 조직  특성, 소진 수 , 극

복 활동에 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소진측정 도구 MBI-GS를 바탕으로 응답

자 158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학도

서  사서들의 소진 상태는 정서  탈진과 직

업효능감은 간 단계에 속하나, 냉소는 매우 

높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

의 소진은 나이, 의학사서 자격, 근무 경력, 

종, 업무의 수, 극복 로그램 참여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고, 업무량, 역할 갈등, 의사 결

정  성과 평가의 합리성, 조직 내 의견 교환, 

IT 환경, 계속 교육 등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

은 분석 결과에 기 하여 소진 완화를 한 개

인 , 조직 , 그리고 문직 단체의 리 방안

도 제언하 다. 

장지숙(1993)은 ‘ 문도서  사서의 소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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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한 연구’를 통해, 문 도서 에 근무하

고 있는 사서가 경험하는 소진의 정도와 상

을 악함으로써 사서 개인과 도서 , 그리고 

모기 의 경 층이 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업

무에 한 이해와 더불어 조직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문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이며, Maslach와 Jackson

의 Maslach Bornout Inventory(MBI)를 사용

해 150명(67.0%)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소진의 세 가지 요인인 정서  탈진, 

비인간화 경향, 개인  성취 등과 배경 변인에 

의해 나타난 분석 결과에서 간 수  이상의 

소진 경험이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도서  

사서들이 경험하는 소진이 모든 측면에서 발견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사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소진의 정

도와 상을 악하는 것을 넘어, 모기 의 경

층과 이용자(고객)들이 문직으로서의 사

서 업무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해 더 이해하

고, 나아가 조직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다. 따라서 소진에 한 연구는 모든 

종의 사서들을 상으로 주기 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3. 학교도서  사서직의 소진경험 
분석

3.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는 학교도서  사서직 가운데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이 지각하는 소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요인들을 규명하여, 소진

을 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목  달성을 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학교도서 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사

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에게, 2019년 6월 18일

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메일 발송과 직

 만남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 배부는 지역별 교육청 

단 로 구분해 사서(교사) 의회 표에게 부

탁해 일  배부를 한 뒤 회수가 된 것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응답자 체가 최

근 소진경험을 한 상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문은 105건이 수집되었으나 체 문항에 응

답을 하지 않은 5건은 제외한 최종 100건을 분

석 상으로 삼았다. 

3.2 연구 참여자의 특징

본 연구에 설문을 통해 참여한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은 모두 여성

이다. 근무 인 학교유형은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으며, 연령은 40 , 30 , 50  

이상, 20 의 순이었다. 한 근무하고 있는 학

교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련된 문항이며, 두 번째는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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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학교도서 의 업무 환경에 한 문항, 

세 번째는 개인의 심리  상태에 한 문항, 네 

번째는 소진 경험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표 

3>은 측정 도구인 설문지의 내용을 범주와 세

부 측정 변인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3.3.1 인구 통계학  측정 도구

인구 통계학  요인을 측정하기 한 세부 

측정 변인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소지하고 

있는 사서 자격증의 등 , 학교도서  근무 경

력, 재 근무 인 학교, 학교에서의 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2 업무 환경 측정 도구

업무 환경에 한 평가는 역할 갈등, 역할 모

호성, 역할 과다, 자율성, 직무 특성, 업무량, 보

상 시스템, 인간 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문항들은 Jayaratne(1983)의 설문

을 이 미(1991)가 번역하여 사용한 것 에

서 burnout과 련된 조직  변수들과, Poulin 

(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  요인의 설문

지를 최혜 (1994)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사

용하 다. 다만 체 17개의 문항에 인간 계

의 측면에서 이용자와의 계에 한 것을 추

가하여 총 18개의 문항으로 만들었다. <표 4>는 

학교도서  업무 환경 요인의 측정 문항을 범

주별로 정리한 것이다.

3.3.3 심리 상태 측정 도구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

의 심리  특성 요인은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

감의 정도에 해 측정하 다. 자아존 감 척도

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최혜 (1994)

이 사용한 것으로 총 7개의 문항이며, 자기효능

감 척도는 권선덕(2000)이 사용한 일반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직업재활 역에 

맞추어 정연숙(2004)이 수정한 것을 학교도서

 역에 맞게 내용만 재수정하 다. 자기효

능감 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심리 상태 측정 문항을 범주별로 정리

한 것이다.

3.3.4 소진에 한 측정 도구

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사용한 척

도는 Maslach(1978)가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 (199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MBI는 감정  고갈의 정도, 

이용자에 한 비인격화 정도, 개인  성취감

의 정도를 알아보기 한 세 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은 소진도 측정 문항을 

범주별로 정리한 것이다.

종류 범주 세부 측정 변인

독립변수

인구 통계학  요인 성별, 연령, 최종 학력 등

업무 환경 평가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다, 자율성, 직무 특성, 업무량, 보상 

시스템, 인간 계

심리 상태 평가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종속변수 소진에 한 평가 감정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표 3> 측정 도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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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  범주 세부 문항

업무 환경

자율성

나는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나는 내 일에 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업무 처리 시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해 만족한다.

업무량
우리 도서 은 업무량 비 인원이 당하다.

학교도서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행정  기록이나 문서 작성 업무가 무 많다. (●)

역할 갈등

내가 맡은 일은 목 이 명확하다.

나에게 기 하는 역할을 분명히 안다.

나는 일을 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해 다른 사람들을 언짢게 만들지 않는다.

학교도서  업무가 방 하여 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

기 의 규칙이나 직장 상사와의 견해 차이로 내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

보상 시스템

보수 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보수는 정하다.

승진 승진(승 )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

복리후생 휴일  휴가 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 해 만족한다.

교육 기회 업무와 련된 공식  는 비공식 인 교육 기회가 많다.

인간 계

상사와의 인간 계에 해 만족한다.

직장 동료들과의 계가 친 하다.

이용자들과의 계가 친 하다.

(●) 부정 문항

<표 4> 업무 환경 요인 측정 문항

범주 세부 문항

자아존 감

나는 나 자신에 해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한다.
나는 내가 좋은 자질을 많이 지녔다고 생각한다.
나도 남들처럼 잘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해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

나는 내 능력으로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학교도서  사서(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내 자신의 문 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만 실제 인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앞으로도 나의 능력이 동료들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가능한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
나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면 일단 그것을 끝낼 때까지 집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하면 나는 즉시 그것을 시행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곧 포기한다. (●)
새로운 일이 어려워 보이면 나는 그 일을 배우고 싶지 않다. (●)
내게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능력에 부족한 것 같다. (●)
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
나는 학교도서  이용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스트 스를 받는다. (●)
이용자들이 내 도움을 통해 학교도서 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 부정 문항

<표 5> 심리 상태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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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문항

감정  고갈

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직업으로 인해 내가 감정 으로 무뎌질까  걱정이다. (●)

학교도서  사서(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무 심해지고 있다. (●)

나는 이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심을 갖는다.

나는 이용자들을 해 편안한 분 기를 만들 수 있다.

일을 할 때 나는 감정 인 문제들을 침착하게 처리한다.

비인격화
나는 내가 이용자들을 비인간 으로 하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용자들이 자기 문제로 나를 비난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취감

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효과 으로 다룬다.

나는 일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하곤 한다. (●)

나는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정 인 향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매우 활동 이라고 느낀다.

이용자들과 친 하게 지내면 매우 흐뭇하다. 

내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들을 성취하고 있다.

(●) 부정 문항

<표 6> 소진도 측정 문항

3.4 소진경험 분석 결과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

들의 소진경험에 한 분석은 인구 통계학  

요인, 업무 환경, 심리 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소진 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았다. 이 가운데 인구 통계학  특성은 빈도분

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한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조

사 상자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

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도 실시하 다.

3.4.1 인구 통계학  빈도분석

설문을 통해 조사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소지 자격증의 종류, 

학교도서  근무 경력, 근무하고 있는 학교 유

형,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서 의 총 사서 수, 근

무하고 있는 학교도서 에서의 지 이다. 이에 

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보면 성별 

분포는 100명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3-40

가 78%로 다수 고, 50  이상이 20 의 두 

배를 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 74% 이

상이 석사과정 재학 이상이라는 을 통해 학

교도서  사서직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2  정사서가 

89%로 압도 이었으며, 1  정사서와 사서

가 뒤를 이었다. 이어서 근무 경력은 6-10년이 

27%로 가장 높았고, 11-15년 근무자도 24%나 

되었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 유형은 등학교가 

반 이상인 54% 고, 학교와 고등학교 순이

었다. 근무하고 있는 사서의 수는 모두 1명이었

으며, 지 는 여 히 무기 계약직이 75%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도내 담 인력이 없는 학교도서  750여개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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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

성별 여 100 100.0

연령

20 7 7.0

30 35 35.0

40 39 39.0

50  이상 19 19.0

학력

학교 졸업 26 26.0

석사과정 재학 56 56.0

석사과정 졸업 11 11.0

박사과정 재학 4 4.0

박사과정 졸업 3 3.0

자격증

사서 4 4.0

2  정사서 89 89.0

1  정사서 7 7.0

경력

3년 미만 17 17.0

3-5년 18 18.0

6-10년 27 27.0

11-15년 20 20.0

15년 이상 18 18.0

학교

등학교 54 54.0

학교 37 37.0

고등학교 9 9.0

사서 수 1명 100 100.0

직

일반 계약직 사서 6 6.0

무기 계약직 사서 75 75.0

기간제 사서교사 19 19.0

<표 7> 인구 통계학  빈도분석표(결측값 제외)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서들의 이동

이 있었던 측면에서 보자면, 기간제 사서교사

의 비율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설

문에 참여한 학교도서  사서직들이 무기 계약

직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3.4.2 신뢰도 검증

동일한 개념에 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같

은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해 알아

보는 것을 신뢰도 검증 는 Cronbach 알  검

증이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

뢰도가 있다고 단을 한다. <표 8>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  업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611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 시

스템을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769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인간 계를 살

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730으로 보통 신뢰도

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 체를 살펴보면 신뢰

도의 값이 0.789으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

다. 다음으로 자아존 감의 측면에서는 신뢰도

가 0.88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

효능감은 신뢰도의 값이 0.651으로 낮은 신뢰

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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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문항 수 Cronbach`s Alpha

업무환경 11 .611

보상시스템  4 .769

인간 계  3 .730

환경 체 18 .789

자아존 감  7 .886

자기효능감 14 .651

심리상태 21 .752

소진도 14 .612

<표 8> 신뢰도 검증 결과

뢰도의 값이 0.752로 보통 신뢰도를 보이고 있

고, 소진도에서는 신뢰도의 값이 0.612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3.4.3 변수들의 기술  통계값 분석

변수들의 기술  통계값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

에 정리하 다.

<표 9>에 정리한 결과 가운데 먼  업무 환

경 체를 살펴보면 평균이 3.34, 표 편차가 

.475로 나타났다. 인간 계는 평균이 3.76, 표

편차가 .789이고, 보상 시스템은 평균이 2.36, 

표 편차가 .834으로 나타났다. 한 업무 환경

은 평균이 3.58, 표 편차가 .453이었고,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평균이 3.52, 표 편차가 .379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자아존 감을 살펴보면 

평균이 3.93, 표 편차가 .651으로 나타났고, 자

기효능감은 평균이 3.32, 표 편차가 .40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진도를 살펴보면 평균

이 3.39, 표 편차가 .369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규성 검정을 검토하고 정규성 항목 

 왜도와 첨도를 통해 악한 결과를 보면, 왜

도 자료의 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에 한 칭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

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한 비 칭  

분포를 이룬다. 왜도는 값 3이상, 첨도는 

값 7이상일 경우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N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업무환경 체 100 3 4 3.34 .475 -.067 -1.444

인간 계 100 3 5 3.76 .789 .415 -1.259

보상시스템 100 1 5 2.36 .834 .831 .915

업무환경 100 3 4 3.58 .453 -.223 -1.192

심리상태 100 3 4 3.52 .379 .373 -.746

자아존 감 100 2 5 3.93 .651 -.850 .658

자기효능감 100 3 4 3.32 .408 .648 -.525

소진도 100 3 4 3.39 .369 -.323 -.523

<표 9> 변수들의 기술  통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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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단한다. SPSS에서 첨도 값은 정

규분포에서 표 화된 첨도지수 값 3을 제외한 

결과로 해석할 때는 3을 더한 뒤 해석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 검토결과 일

변량 정규성 가정에는 왜도와 첨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4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진도의 

차이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진도의 차이를 

보기 해서 t-test와 일원변량분석(ANOVA)

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정리한 내용과 같다. 

설문에 응한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  계

약직 사서의 성별이 모두 여성인 계로 t-test

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증하지 않았으

며, 일원변량분석에서도 총 사서 수는 모두 1명

뿐이라서 제외했다. 

<표 10>에서 연령을 살펴보면 20 의 평균

이 3.49이고, 30 는 3.31, 40 는 3.37, 그리고 

변수 항목 평균 표 편차 t/F p
사후

검증

연령

20 3.49 .191

1.669 .179 n/a
30 3.31 .387

40 3.37 .389

50  이상 3.53 .309

학력

학교 졸업(a) 3.57 .272

3.809 .006** d>b,e

석사과정 재학(b) 3.29 .380

석사과정 졸업(c) 3.34 .424

박사과정 재학(d) 3.71 .000

박사과정 졸업(e) 3.29 .000

자격증

사서 3.07 .000

2.042 .135 n/a2  정사서 3.39 .378

1  정사서 3.53 .229

경력

3년 미만(a) 3.33 .427

3.089 .019* d>b

3-5년(b) 3.17 .250

6-10년(c) 3.39 .440

11-15년(d) 3.53 .277

15년 이상(e) 3.50 .291

학교

등학교 3.39 .401

 .039 .962 n/a학교 3.40 .366

고등학교 3.36 .107

직

일반 계약직 사서(a) 3.32 .117

5.602 .005** c>a무기 계약직 사서(b) 3.33 .392

기간제 사서교사(c) 3.63 .183

*p<0.05, **p<0.01

<표 10>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진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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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은 3.5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1.669이고 유의확률이 0.179이

므로 연령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학력을 살펴보면 학교 졸

업(a)의 평균이 3.57이고, 석사과정 재학(b)은 

3.29, 석사과정 졸업(c)은 3.34, 박사과정 재학

(d)은 3.71, 그리고, 박사과정 졸업(e)은 3.2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3.809이고 유의확률이 0.006이므로 학력에 따

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살펴보면 사서의 평균이 3.07

이고, 2  정사서는 3.39, 그리고 1  정사서는 

3.5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

값이 2.042이고 유의확률이 0.135이므로 자격

증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경력을 살펴보면 3년 미만(a)의 평

균이 3.33이고, 3-5년(b)은 3.17, 6-10년(c)은 

3.39, 11-15년(d)은 3.53, 그리고, 15년 이상(e)

은 3.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3.089이고 유의확률이 0.019이므로 경력

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를 살펴보면 등학교의 평균이 3.39이

고, 학교는 3.40, 그리고 고등학교는 3.3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0.039

이고 유의확률이 0.962이므로 학교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직 를 살펴보면 일반 계약직 사서(a)의 평균이 

3.32이고, 무기 계약직 사서(b)는 3.33, 그리고 

기간제 사서교사(c)는 3.63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F값이 5.602이고 유의확률

이 0.005이므로 직 에 따라서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4.5 변수들의 상 계 분석

변수들의 상 계를 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정리한 결과 가운데 먼  업무 환

경 체와 인간 계를 살펴보면, 상 계수가 

업무환경

체
인간 계 보상시스템

업무환경

평균

심리상태

평균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소진도평균

업무환경

체
1

인간 계 .790** 1

보상시스템 .714** .489** 1

업무환경

평균
.862** .553**  .322** 1

심리상태

평균
.362** .361** -.061 .491** 1

자아존 감 .425** .379**  .249* .382** .708** 1

자기효능감 .165 .199* -.283** .378** .827** .187 1

소진도평균 .449** .455**  .250* .386** .566** .668** .255* 1

*p<0.05, **p<0.01

<표 11> 변수들의 상 계



186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0권 제3호 2019

0.79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체와 보상 

시스템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714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업무 환경 체와 업무 환경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862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업

무 환경 체와 심리 상태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36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체

와 자아존 감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425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체와 소진도 평균

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449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이어서 인간 계와 보상 시스템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489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간 계와 

업무 환경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553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

고 있다(p<0.05). 인간 계와 심리 상태 평균

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36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간 계와 자아존 감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379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간 계와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199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

간 계와 소진도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455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보상 시스템과 업무 환경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32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보상 시스템

과 자아존 감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249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보상 시스템과 자기효능감을 살

펴보면 상 계수가 -0.283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음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보

상 시스템과 소진도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

가 0.25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

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평균과 심

리 상태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491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

다(p<0.05). 업무 환경 평균과 자아존 감을 살

펴보면 상 계수가 0.382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평균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상 계수

가 0.378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

를 보이고 있다(p<0.05). 업무 환경 평균과 소

진도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386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심리 상태 평균과 자아존 감을 살

펴보면 상 계수가 0.708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심

리 상태 평균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상 계

수가 0.827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심리 상태 평균

과 소진도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566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아존 감과 소진도 평균을 살

펴보면 상 계수가 0.668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마지

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소진도 평균을 살펴보면 

상 계수가 0.255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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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인간 계, 보상 시스템, 업무 환경 평균,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이 소진도에 미

치는 향 분석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인간

계, 보상 시스템, 업무 환경 평균,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이 소진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는 <표 12>에 정리했다.

<표 12>에 정리한 결과를 보면 모형 F값이 

14.552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

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은 

64.5%으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

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다

공선성)은 1부터 무한 까지의 수를 가지므로 

1 이상부터 10 이하는 다 공선성 문제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 는 10 이하이므

로 다 공선성 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 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 따라서 변수

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 은 0.05(95%)를 기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

지 않은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먼  연령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38으로 나타났다. 검

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87이고 유의확

률이 0.378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

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177으로 나타

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88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

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

타(B)의 값이 -0.177이므로 학력이 1단  증가

독립변수
소진도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664 .325 5.112 .000

1.734 .645
14.552**

(.000)

연령 -.038 .043 -.089 -.887 .378 2.473

학력 -.177 .036 -.431 -4.889 .000** 1.932

자격증 .008 .102 .007 .073 .942 2.099

경력 .099 .029 .361 3.381 .001** 2.835

학교 .115 .049 .204 2.357 .021* 1.864

직 .032 .073 .042 .431 .667 2.305

인간 계 .073 .046 .156 1.590 .115 2.394

보상시스템 .149 .057 .337 2.605 .011* 4.153

업무환경평균 -.123 .081 -.151 -1.532 .129 2.426

자아존 감 .318 .042 .562 7.566 .000** 1.368

자기효능감 .107 .089 .118 1.204 .232 2.397

*p<0.05, **p<0.01 ad=.601

  <표 12>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인간 계, 보상 시스템, 업무 환경 평균,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이 소진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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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소진도는 -0.177 감소하게 된다. 자

격증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08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73이고 유의확률이 0.942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9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3.381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표 화 베타(B)의 값이 0.099이므로 

경력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은 0.099 증

가하게 된다. 학교를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

의 값이 0.1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

펴보면 t값이 2.357이고 유의확률이 0.021이므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B)의 값이 0.115

이므로 학교가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는 

0.115 증가하게 된다. 직 를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3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31이고 유의확률이 

0.667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계를 살

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73으로 나타

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590이고 

유의확률이 0.115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

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14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05이고 유의확률이 0.011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표 화 베타(B)의 값이 0.149이므로 보상시스

템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는 0.149 증가

하게 된다. 업무 환경 평균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12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값이 -1.532이고 유의확률이 

0.129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을 살펴

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31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7.566이고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

(B)의 값이 0.318이므로 자아존 감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은 0.318 증가하게 된다.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1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204이고 유의확률이 0.232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3.4.7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업무 환경 체, 심리 상태 평균이 소진

도에 미치는 향 분석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업무 

환경 체, 심리 상태 평균이 소진도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고, 그 결과를 <표 13>에 정리했다.

<표 13>의 결과를 보면 모형 F값이 10.677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결과는 회귀분석에서 R제곱이 이 결정계

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
2
는 48.4%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다 공

선성)는 1부터 무한 까지 수를 가지므로 1이

상부터 10이하는 다 공성문제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VIF는 10이하이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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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소진도

B SE Beta t p VIF DW  F

(상수) 1.009 .361 2.795 .006

1.672 .484
10.677**

(.000)

연령 -.102 .048 -.239 -2.134 .036* 2.206

학력 -.108 .040 -.262 -2.677 .009** 1.696

자격증 .087 .119 .078 .731 .467 2.018

경력 .085 .030 .308 2.866 .005** 2.042

학교 .091 .053 .162 1.719 .089 1.570

직 .142 .078 .187 1.814 .073 1.880

업무 환경 체 .200 .071 .257 2.800 .006** 1.489

심리 상태 평균 .383 .084 .393 4.568 .000** 1.307

*p<0.05, **p<0.01 ad=.439

 <표 13>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업무 환경 체, 심리 상태 평균이 소진도에 

미치는 향

공성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 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

립성 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 은 0.05(95%)를 기 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먼  연령을 살펴보

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10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34이고 유의

확률이 0.036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

(B)의 값이 -0.102이므로 연령이 1단  증가하

게 되면 소진도은 -0.102 감소하게 된다. 학력

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1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77

이고 유의확률이 0.009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

한 음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B)의 값이 -0.108이므로 학력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는 -0.108 감소하게 된다. 

자격증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87

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31이고 유의확률이 0.467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경력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85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

이 2.866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표 화 베타(B)의 값이 0.085이므로 경

력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는 0.085 증가

하게 된다. 학교를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09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1.719이고 유의확률이 0.089이므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 를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14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

면 t값이 1.814이고 유의확률이 0.073이므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업무 환경 체를 살펴보면 비

표 화 베타의 값이 0.200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00이고 유의확률

이 0.006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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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0.200이므로 업무 환경 체가 1단  증가

하게 되면 소진도는 0.200 증가하게 된다. 심리 

상태 평균을 살펴보면, 비표 화 베타의 값이 

0.38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4.56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 화 베타(B)의 값이 0.383이므로 심리 상

태 평균이 1단  증가하게 되면 소진도는 0.383 

증가하게 된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교도서  사서직 가운데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이 지각하는 소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을 규명하여, 소진을 

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목  달성을 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 100명으로부터 인구 통계학  특

성, 업무 환경, 심리 상태, 소진도를 알아보기 

한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20.0

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일원변량분석

(ANOVA)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분포는 100명 모두 여

성이었다. 연령은 3-40 가 78%로 다수 고, 

50  이상이 20 의 두 배를 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 74% 이상이 석사과정 재학 이상

이라는 을 통해 학교도서  사서(교사)들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지하고 있

는 자격증은 2  정사서가 89%로 압도 이었

으며, 1  정사서와 사서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서 근무 경력은 6-10년이 27%로 가장 높았고, 

11-15년 근무자도 24%나 되었다. 근무하고 있

는 학교 유형은 등학교가 반 이상인 54%

고, 학교와 고등학교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

는 사서의 수는 모두 1명이었으며, 지 는 무기 

계약직이 75%로 가장 많았다.

둘째, 체 소진도에 한 평균값은 3.39로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들

이 느끼는 소진 정도가 보통보다 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근무

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고, 학력과 근무 경력, 학교에서의 지 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인간 계, 보상 시스템, 업무 환경 평균,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이 소진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학력은 음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 환경 평균은 음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격

증 소지 여부와 학교에서의 직 , 인간 계, 자

기효능감은 양의 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력, 

근무하고 있는 학교 유형, 보상 시스템, 자아존

감은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 학력, 자격증, 경력, 학교, 직 , 

업무 환경 체, 심리 상태 평균이 소진도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학력은 음의 

향을 미쳤고, 학교  직 는 양의 향을 미

치지 않았다. 한 자격증과 경력, 업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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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심리 상태 평균은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업무 환경의 측면에서 보상 

시스템에 한 만족도가 보통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  기간제 사서

교사와 계약직 사서들은 소진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

가 자아존 감이기 때문에, 학교도서  사서직

으로서의 유능감을 갖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

하면서 문성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요하겠

다. 이에 학교도서  사서직들이 문성을 발

휘하며 자아존 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학교 교육 장에서 신분으로 인한 차별

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계약직 사서들이 

진 으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용고시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아존 감은 객 이고 립 인 단

이라기보다 주 인 느낌이라고는 하지만, 직

장 내에서는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신분

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가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 에 일하는 사서

들이 근무환경에서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학교

도서 의 교육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학교도서  사서직들의 역량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연수 과정이 체계 으로 개발  실

천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 은 부분 사서

직 한 사람이 근무하며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사서로서의 역량, 

교사로서의 역량, 인 계 역량 등 많은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역량은 제

한 일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

가 으로 필요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한 

응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아존 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

서는 삶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교도서  사서직들은 학교 내에서 스

스로는 물론이고 나아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

로부터도 존 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직 가

운데 기간제 사서교사와 계약직 사서가 어떠한 

경우에 소진경험을 하며, 그러한 소진을 경험

하게 된 경 나 재 소진 정도를 악하고, 소

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심층 으로 밝힘

으로써 소진을 방하고 이에 따른 처 방안

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이 있었다. 그 결과 소진도가 낮게 나

온 은 환 할 일이지만, 여 히 열악한 여건

에서 고군분투하는 학교도서  사서직들이 많

다는 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지

를 망라하여 국 학교도서 에 근무하고 있

는 사서직들의 심리 상태를 검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정서  측

면에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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