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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경험
설 진 화*

[요약]
본 연구에서 Van Kamm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
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
그리고 내적 역량강화 등의 3개 범주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타 전공 분야
의 자격증 취득, 진학 등과 같은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몇 가지의 새로운 범주유형과 순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소진보호 및 소진극복
을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 장애인복지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
회복지사들의 소진에 대처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소진, 소진보호요인, 소진위험요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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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진(burnout)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Maslach, 1973)로서,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무력
감, 절망감, 신체적 박탈감, 정서적 고갈,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직업 및 삶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Pines, Aronson and Kafry, 1981).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서비스의 질 및 전문직의 효
율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태만, 결근, 이직 등을 유발하게 된
다. Cherniss(198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35∼70%가 처음 3년 이내에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는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직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진으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단절, 신규 사
회복지사의 채용,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어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
및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Gann, 1979: 4-5) 때문에 사회복지현장 및 학
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소진위험요인 즉,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거나,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
을 맞춘 양적 연구들이다. 그러나 소진위험요인이 반드시 소진보호요인과 일치하지 않
고(Fraser, Richard and Galisky, 1999), 소진위험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소진보
호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Zunz, Chernesky, 2000), 소진보호요인을 연구함으로서
사회복지사의 레질리언스(resilience)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최
명민‧현진희‧전혜성, 2005) 등,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사들의 소진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최명민 외, 2005; 최명민, 2006; 이민경, 2007; 김
수정, 2010)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는 최명민 외(2005), 최명
민(2006)의 연구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만들어
진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설문지 또는 척도 등을 통해 영향요인을 밝혀내거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용이할 수 있으나, 실천 현장의 특성과 다양성, 조사 대
상자들의 주관적인 경험 등과 같이 보다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설진화,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약 97∼98%가 재가 장애인(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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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9)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182개소에 불과(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하여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므로 그 업무가 매우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
복지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의 특성 상 타 영역의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과 공존하고,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업무수
행 등으로 그 영역이 너무 불확실하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
렵다는 점(백혜련, 2004; 민경홍, 2010), 최근 패러다임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변화하
면서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이 강조되며, 장애 유형의 확대,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등장으로 전문직인 사회복지사의 주도권이 감소되었다는
점(Bradley, Knoll, 1995; 최영광‧전동일, 2010; 민경홍, 2010),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정도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Stav, Florian and Shurka,
1986)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들보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정도가 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해볼 시점이
라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소진위험요인과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정연숙, 2004; 안화숙, 2008; 심경순,
2010; 김수정, 2010)는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진을 연구한
경우는 수퍼비전과 소진의 관계를 연구한 차은경(2000)과 이상민(2008)의 연구뿐이며,
소진보호요인을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중에서 소진의 정도가 심할 것이라 판단되
는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
라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고찰
1.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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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소진위험요인들을 살펴본 선
행연구들을 개인적 요인, 클라이언트 요인, 업무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경우로서, 첫째, 낮은 자존감이나 성격유형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eriness, 1980; Edelwich, Brodsky, 1983; 권선덕, 2000), 둘째,
연령이나 근무경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윤혜미, 1993; 이기룡, 1995), 셋째,
성별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기룡, 1995; 정태문, 2010), 넷째, 결혼여부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Maslach, 1982; 이영미‧성규탁, 1991; 하상철,
2010), 다섯째, 교육수준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erkeley
Planning Associates, 1977; 최혜영, 1994; 하상철, 2010; 정태문, 2010) 등이 있다. 그러
나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본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요인에 초점을 둔 경우로서, Cherniss(1980)의 연구에서는 복
합적인 문제를 가졌거나 무기력한 클라이언트와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인 클라이언트
가, 그리고 노성주(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벗어난
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요구가 소진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Maslach(1978), Poulin과
Walter(1993), 최혜영(1994) 등의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수의 적절성 정도, 클라이언트
문제의 형태와 심각성 정도,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시간, 클라이언트의 예후, 사회복지사
와의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등이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tav 등(1986)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
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정도가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소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경우를 살펴보면, Pines와 Aronson(1988)
은 업무환경에서 오는 소진의 요인을 다양성, 자율성,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 과업수행
의 성공과 긍정적인 피드백 등과 같이 직업 자체가 갖는 특성을 뜻하는 내재적인 요
인과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직무의 공유, 동료로부터의 지지, 슈퍼바이저와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등과 같이 업무의 압박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기능의 특성을 뜻
하는 외재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Jayaratne와 Chess(1984), 차은경(2000) 등은 편안함, 도전, 보상, 승진, 역할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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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 업무량 등의 변인과 소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윤혜미(1991)는 역할갈
등, 역할모호성, 업무량, 사회적 인정 등의 스트레스 요인과 도전, 자율성, 규칙, 보수,
물리적 환경 등의 조직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또한 이명신(2004)의 연구에서는 업무모호성, 업무과중, 문제해결의 어려움, 클
라이언트와의 갈등, 수퍼바이저의 지지 결여, 의사소통의 폐쇄성 요인과 매개요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경순(2003)의 연구에서는
직무량과 정서적 탈진 등이 소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것처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MBI척도
(Maslach Burnout Inventory, Maslach, Jackson, 1981)를 사용한 양적연구들이며, 그 결
과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Cordes, Dougherty, 1993; 최명민‧현진희,
2006).

2. 소진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Shapiro(1982)의 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수퍼비전이, 그리고 Stack(200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과 훈련이 직업적인 스트레스의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내적 통제소와 사회적 지지, 기관의 지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소진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cker, 1999: 최명민 외, 2005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소진을 경감시키는
요인들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영미와 성규탁(1991)의 연구에서는 교
육정도, 편안함, 도전, 금전적 보상, 승진, 업무만족도 등이, 이명신(2004), 황선영과 박
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효능성과 전문성이, 차은경(2000)과 이상민(2008)의 연
구에서는 수퍼비전이 소진을 경감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장배(2005)의
연구에서는 일과 자신을 분리하기, 생각의 전환, 기대치 낮추기, 업무의 세분화, 정기
적인 수퍼비전 등을 소진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최명민 등(2005)의 연구에서는 전문적 역량의 계발 및 관
리,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 좋은 팀워크, 개인적인 자질, 구조적
인 뒷받침, 가족의 지원과 인정 등이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소진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 결과, 가장 비중이 큰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난 전문적 역량의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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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의 내용을 최명민(2006)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 소진보호요인의 각 범
주별로 노드(node)1)가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적 역
량 계발은 수퍼비전, 스스로 공부하는 것, 외부의 교육 기회 활용, 진학, 모델링, 다학
문체제의 활용, 자격증 취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하위요인인 스트레스 관
리는 자기주장, 취미생활, 적절한 자기기대, 불가피한 상황수용, 자기 동기부여, 동료들
과의 공유, 업무량 조절, 무시와 망각, 비교삼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경
(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전문적 역량,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최명민(2007)은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소진에 관한 지속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접목한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여 소진탄력성
및 소진위험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김수정(2010)은 최명민(2007)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장애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적용시켜본 결과, 팀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불만스러운 처우 및 환경요인 등이 소진위험요인으로, 일을 통한 성취와 보람, 개인의
자원, 기관의 구조적 뒷받침,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이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심경순(2010)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험, 유연한 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 다양한 영역의 학습, 기관의 보상, 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담당자의 소진보호요인인 것으로, 김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준수, 동료의 평가적 지지와 조직환경
등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소진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진이나 소진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해 소진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장
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진보호요인을 연구한 경우가 상당히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1)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2에서 노드란 아이디어나 범주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한다. 즉, 인터
뷰 내용을 상세히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나 구문, 문장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특징지을 수 있는 단
어나 문구 등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각각의 이름을 노드라고 한다. 즉, 자료파일의 세부적
인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으로 코딩 작업과 관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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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A광역시, 그리고 인접 B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에서 7년 이상 실무경
력이 있는 팀장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중간관리자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연구참여자로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기의 3∼5년이 소진이나 이직의 고비(Cherniss, 1980; Poulin,
Walter, 1993)라는 점과, 소진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극복하여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진보호요인에 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
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연구참여자의 수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관한 더 이상의 새로운 사실
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진술이 반복될 때가 가장 적당하다(Parse, Coyne and Smith,
1985)는 점을 고려하여 경험의 진술이 반복되는 11명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녹음 및 녹
취된 면접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것이고, 연구가 종료되
면 파기한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은 평균 11년이었으며(최소 7년, 최
대 16년), 성별은 여 5명, 남 6명, 그리고 미혼은 1명, 기혼은 10명 이었다. 또한 모두
팀장 이상의 중간관리자들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5명, 석사과정 재
학 중인 경우가 2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3명, 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가 1명이었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4개월간, 주로 연구참여자
들의 일과가 끝난 이후나 주말에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방해받지 않는 편안한 장
소인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회의실이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회
면접에 평균 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1인당 2∼4회의 면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Van Kaam(1969)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절차는 연구참여
자들의 진술문들 중에서 소진보호요인과 관련이 없는 진술문과 막연하고 중복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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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들은 재구조화 하거나 배제하고, 소진보호요인과 관련이 있는 진술문들 중에서 공통
적인 속성들을 모아서 부주제(subtheme)를 먼저 선정하며, 비슷한 속성을 지닌 부주제
들을 다시 통합하여 주제(theme)로 묶고, 비슷한 속성을 지닌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모
아서 범주(category)화 한다. 또한 범주화된 자료에서 주제와 부주제들을 의미 있는 진
술의 빈도별 우선순위로 나열하고, 분류된 범주화를 통해서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
에 대한 서술을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진술문의 빈도와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양적 조사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며, 서술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서술적
인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
그 자체에 충실할 때 연구의 객관성이 유지된다(Olier, 1982; Thibodeau, 1993). 따라서
비구조화된 면담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실제 사
례와 함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MP3로 녹음되었으며, 면담을 하면서 관찰된 연구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의사표
현들도 연구자가 따로 기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Van Kaam(1969)이 제시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
라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동시에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확보 등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
다.
첫째, 질적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아닌 사회복
지사 1명이 보조연구원으로서 녹음파일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언어 그대로 1차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인하면서 따로 기록한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의 내용도 통합하여 최종기록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녹음파일, 1차 녹취록, 최종기록 등의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
고 읽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기록 도
중에도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재확인 하였으며, 최종기록의 내용
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읽어보게 하여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둘째, 자료수집과정에서 새로운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이 나올 경우, 구체적인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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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진술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포화상태
에 이를 때까지 연구참여자들과 만나면서 심층적인 면접을 하였다. 또한 면담 후에는
녹음 파일, 1차 녹취록, 최종기록 등의 면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읽으며, 그
의미를 숙고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제공한 경험의 본질을 찾고
자 노력하여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다양한 유형으로 기록한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서로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보
하였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회복지사 1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나 편견 등을 의식적으로 배제 하고자 노력하였
으며, 연구참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연구자로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입
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을 위해,
직관(intuiting)과 판단중지(epoche)를 사용함으로서 자료를 객관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과 결정
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Van Kaam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살펴본 결과 144개의 의미 있는 진술 즉, 부주제를 파악하여 이
를 9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다시 전문성 강화(61)와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45)
그리고 내적 역량강화(38) 등의 3개 범주로 분류하고 조직하였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
(n=의미 있는 진술의 빈도)
범주
전문성강화(61)

주제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 (27)

부주제
외부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13)
내부의 교육 및 수퍼비전에 적극 참여 (9)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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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계속)
범주

주제
자격증 취득 (12)
공부 (9)

전문성
강화 (61)

진학 (8)
강의 (5)

부주제
업무와 유관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 (9)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 (3)
공부모임을 통해 공부하기 (7)
관심 있는 분야를 혼자 공부하기 (2)
전공 분야의 대학원 진학 (7)
타 전공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진학 (1)
대학 강의 (3)
비정기적인 내·외부 강의 (2)
기관 및 기관장의 칭찬, 보상, 승진 등과 같은 지지 및 인정 (11)

지역사회
자원의

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 (33)

지지 및 인정
(45)

Client 및 Client체계들의 긍정적인 변화, 지지 및 인정 (9)
동료들과의 상호지지 및 인정 (7)
언론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지 및 인정 (4)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에 의한 지지 (2)

비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 (12)

가족의 지지 (10)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 (2)
종교 활동 (8)
취미생활 또는 동호회 활동 (6)

마음의 여유 (2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3)
봉사활동 (2)

내적 역량

기타 대외적인 사회활동 (2)

강화
(38)

자긍심을 높임/일에 대한 성취감 및 보람 찾기 (8)
긍정적인 삶의 태도 (4)
사고의 전환 (17)

수용 및 기대치를 낮춤 (2)
무시하기/빨리 잊어버리기 (2)
Role Model에 대한 동일시 (1)

1. 전문성 강화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Van Kaam의 분석방법에
의해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범주인 전문성 강화(61)는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27), 자격증 취득(12), 공부(9), 진학(8), 강의(5) 등 5개의 주제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erkeley
Planning Associates, 1977; 이영미‧성규탁, 1991; 하상철, 2010; 정태문, 2010)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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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역량, 자격증 취득, 수퍼비전 등이 소진보호요인이라고 나타난 연구들(Shapiro,
1982; 이명신, 2004, 최명민‧현진희, 2006; 황선영‧박경숙, 2007; 이상민, 2008; 심경순,
201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첫 번째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인 사회복지학이 아닌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진학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
른 영역의 휴먼서비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진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양적 연구가 대부분인 기
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에서는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
에 적극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진학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 둘째, 장애
인복지관의 특성 상 다른 전문 영역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분야의 전
문가 집단이 모여서 다학문적인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성이 요구(백혜련, 2004; 민경홍, 2010)될 뿐만 아니라 타학문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많
다는 점 등과 같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보호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고 각 범주별로
노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순위를 제시한 최명민(200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
면, 순위와 범주의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사회복지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공통적인 특성인 다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실천 현장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
첫 번째 범주의 첫 번째 주제인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27)는
외부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13), 내부의 교육 및 수퍼비전에 적극 참여(9),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5) 등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
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
인 투자가 요구되고,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고려해 볼 수 있는 등 기관의 승인
을 받기가 어려운 대학원 진학보다는 관심 있고,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 113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집

짧은 기간 내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
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수과정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학원 진학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2년 동안 공부한다는 것도 쉽
지 않고......, 보다 세부적이고 필요한 부분의 기법을 배우기에는 연수 과정이 좋다. 수료
증도 발급이 되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자신감이 생겨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든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가함으로서 재충전
의 기회가 되고, 전문성도 높아지는 것 같다...... 서비스 제공에 확신도 생기고...... 클라
이언트의 부모님들도 더 믿어주는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된다”/ “직장 상사의 수퍼
비전을 통해 전문적인 내용과 경험 등을 많이 배우고 있다......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
고...... 무엇보다도 사라졌던 자심감이 회복되는 것 같다”/ “다른 전공의 직장 동료가
학회에 갈 때, 나도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라 같이 갔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내가
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 그 후로는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라면 다른 전공 분야의 학회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편이다”/
2) 자격증 취득
첫 번째 범주의 두 번째 주제인 자격증 취득(12)은 업무와 유관한 분야의 자격증 취
득(9)과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3)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
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첫 번째 주제인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금 당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인접 분야 혹은 앞으로 맡게 될 것 같은 분야, 자신 또는 클라이
언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몇 개 취
득하고 나니 전문성도 높아진 것 같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겁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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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부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처음에
는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업무라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자신
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당
당해졌다”/ “지금은 총무파트라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 생
각되어 재활 분야의 자격증을 땄는데 좀 더 전문가다워진 것 같고, 주변에서도 많은
것들을 물어 보는 등......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든든하다......”/
3) 공부
첫 번째 범주의 세 번째 주제인 공부(9)는 공부모임을 통해서 공부하기(7)와 관심 있
는 분야를 혼자 공부하기(2)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
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
에 적극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없을 때에는, 공부모임을 통하거나 혼자 공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나 세미나 등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 공
부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된다...... 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지역사회
자원관리나 후원자 개발과 같이 꼭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교육과정이 있는 곳이
너무 멀고 다니기가 힘들어 먼저 교육을 받은 선배에게 동료들과 같이 배우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고 나니
나도 모르게 일이 재미있어졌다 ”/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고 싶으나, 마땅한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내적인 만족감이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 같다”/
4) 진학
첫 번째 범주의 네 번째 주제인 진학(8)은 전공 분야의 대학원 진학(7)과 타 전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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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학부 및 대학원 진학(1)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
면, 장애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입사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나서, 전공 분야
의 대학원이나 타 전공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에 진학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
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학문을 새로이 공부하는 것 보다는 내 전공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
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았다”/ “대학
원을 다닌다, 또는 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나 그들의 부모, 직장 동료 등
주변에서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인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 “전공과는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전공을 찾아서 대학원을 갔는데...... 학위를 취득하고 나니,
다학문적인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고...... 복지관 내에서도 양쪽 분야
의 동료들이 다 나를 찾는 것 같아 나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다”/
5) 강의
첫 번째 범주의 다섯 번째 주제인 강의(5)는 대학 강의(3)와 비정기적인 내·외부 강
의(2)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
복지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강의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
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강의를 잘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문성이 강화 된다...... 더불어 자신감도 생기고, 일에 대한 두
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현장에서 활동할 때에도 큰 힘이 된다”/ “적어도 그 분야에
서는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책임감과 자신감
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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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자원의 지지 및 인정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Van Kaam의 분석방법에
의해 살펴본 결과, 두 번째 범주인 지역사회자원의 지지 및 인정(45)은 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33), 비공식적 자원의지지/인정(12) 등 2개의 주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인정 등을 소진관련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윤혜미, 1991) 사회적지지, 가
족의 지지와 인정, 동료의 평가적지지, 금전적 보상, 승진, 기관의 뒷받침 등이 소진보
호요인이라 나타난 연구들(Zunz, Chernesky, 2000최명민 외, 2005; 이민경, 2007; 김은
정, 2011), 도전, 보상, 승진 등을 소진관련요인으로 분석한 연구(Jayaratne, Chess,
1984; 최혜영, 1994; 차은경, 2000), 동료들로부터의 지지와 피드백이 소진에 영향을 미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Pines, Aronson, 1988) 그리고 결혼 여부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Maslach, 1982; 이영미‧성규탁, 1991; 이기룡, 1995; 하상철,
201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번째 범주의 첫 번째 주제인 공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 중에서, 두 번째 부주제인 ‘Client 및 Client체계들의 긍정적인 변화, 지지 및 인
정’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진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반
적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만성적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중대한 소진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연구들
(Maslach, 1978; Stav 외, 1986; Poulin, Walter, 1993; 최혜영, 1994; 노성주, 1999)이 많
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첫째,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
들인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
어, 특성상 긍정적인 변화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긍정적인 변화나 지지, 인정 등은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존재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여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 번째 범주의 두 번째 주제인 비공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
중에서 두 번째 부주제인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 역시 기존의 연
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진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적 연구로 이루어
진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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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1) 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
두 번째 범주의 첫 번째 주제인 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33)은 기관 및 기관장의
칭찬, 보상, 승진 등과 같은 지지 및 인정(11), Client 및 Client체계들의 긍정적인 변화,
지지 및 인정(9), 동료들과의 상호지지 및 인정(7), 언론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지역사
회의 지지 및 인정(4),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에 의한 지지(2) 등의 부주제순으로 나
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기관, Client,
동료, 지역사회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공식적인 자원들과의 지지와 인정을 통
해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을 받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장님의 칭찬을 받으며 승진을 했다. 나에게 큰 힘
이 되었으며 인정을 받고 있다는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다...... 승진
후 일이 즐겁고 추진력이 강해졌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분이 조그마한
변화라도 보였을 때, 그 기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또한 부모들이 고마워하
는 모습을 보면 그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뭔가 모를 자
부심마저 느껴진다......”/ “지역 방송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재활 팀이 방송된 적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방송과 지역사회의 반응을 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큰 힘을 얻었다”/ “이전에 같이
연계해서 일을 했었던, 타 기관의 기관장이 추천하여 해당 직원들이 나에게 찾아와 자
문과 협조를 구할 때, 내가 더 전문가가 된 것 같고...... 타 기관의 전문가들에게도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많은 보람을 느낀다”/
2) 비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
두 번째 범주의 두 번째 주제인 비공식적 자원의 지지/인정(12)은 가족의 지지(10),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2) 등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
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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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외부에 있는,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을 통해서 비공식적 자
원의 지지 및 인정을 받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예쁜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남편과 아이들의 따뜻한 사랑
과 지지가 큰 힘이 된다...... 집에만 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리고 재충전되는
것 같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재롱
부리는 아이를 보면 힘이 난다......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지켜주
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다고 하
면, 뜻 깊은 일을 한다, 좋은 일한다,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힘과 사명감이 생긴다......”/

3. 내적 역량강화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Van Kaam의 분석방법에
의해 살펴본 결과, 세 번째 범주인 내적 역량강화(38)는 마음의 여유(21), 사고의 전환
(17) 등 2개의 주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존감이나 성격유형이 소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eriniss, 1980; Edelwich and Brodsky, 1983; 권선덕, 2000)와
정서적 탈진 등이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심경순, 2003)의 연구결과와 무관
하지 않으며, 일과 자신을 분리하기, 생각의 전환, 기대치 낮추기 등이 소진보호요인으
로 나타난 김장배(2005)의 연구,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 개인적인
자질 등이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난 최명민 외(2005)의 연구, 취미생활, 적절한 자기기
대, 불가피한 상황수용, 자기 동기부여, 무시와 망각, 비교삼가 등이 스트레스를 관리
하여 결과적으로 소진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명민(2006)의 연구, 일을
통한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이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난 김수정(2010)
의 연구, 다양한 경험, 유연한 사고 등이 소진보호요인으로 나타난 심경순(2010)의 연
구 등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첫 번째 주제인 마음의 여유 중에서 세 번째 부주
제인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는 심리적 자원과 훈련이 직업적인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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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Stack(2004)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진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설문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 타 기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 접촉의 기
회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1) 마음의 여유
세 번째 범주의 첫 번째 주제인 마음의 여유(21)는 종교 활동(8), 취미생활 또는 동
호회 활동(6),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3), 봉사활동(2), 기타 대외적인 사회활
동(2) 등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사람들과 봉사활동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버
리고 새 힘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고
있다”/ “등산과 사진촬영을 동시에 하는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도
머릿속이 맑아진다. 의욕도 새롭게 생기고...... 많은 활력소가 된다”/ “복지관에서 프
로그램을 하시는 분의 연구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한다...... 주로 일과 관련된 마음속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많
은 자극이 된다......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일에 매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사고의 전환
세 번째 범주의 두 번째 사고의 전환(17)은 자긍심을 높임/ 일에 대한 성취감 및 보
람 찾기(8), 긍정적인 삶의 태도(4), 수용 및 기대치를 낮춤(2), 무시하기/ 빨리 잊어버
리기(2), Role Model에 대한 동일시(1) 등의 부주제순으로 나타났다. 의미 있는 진술문
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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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처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었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보람을 찾는다.....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긍심도 높아지고......일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기분마저 든다”/ “장애인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
야’하고 최면을 걸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고 생각
한다. 그러면 힘든 일들도 좀 수월해지는 것 같고......”/ “가능하면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부분들은 빨리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려고 애를 쓴다. 머릿속에 남겨두면 뭘
하겠는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같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나
의 우상인 선배를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 선배라면 어떻게 할까?’, ‘그 선배는 이
렇게 이겨내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생각나고...... 많은 힘이 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A광역시와 인접 B도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팀장 이상의 사회복지사 11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을 Van
Kamm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 그리고 내적 역량강화 등의 3개 범주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전문성 강화는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 자격증
취득, 공부, 진학, 강의 등 5개의 주제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등에 적극 참여는 외부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내부의 교육 및 수퍼비전에 적극 참여,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 등의 부주제 순으로, 자격증 취득은 업무와 유관한 분야의 자격
증 취득, 업무와 무관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 등의 부주제 순으로, 공부는 공부모임을
통해 공부하기, 관심 있는 분야를 혼자 공부하기 등의 부주제 순으로, 진학은 전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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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대학원 진학, 타 전공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진학 등의 부주제 순으로, 강의는
대학 강의, 비정기적인 내·외부 강의 등의 부주제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인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은 공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 비공
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 등의 주제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은 기관 및 기관장의 칭찬, 보상, 승진 등
과 같은 지지 및 인정, Client 및 Client체계들의 긍정적인 변화, 지지 및 인정, 동료들
과의 상호지지 및 인정, 언론에 소개되는 것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지 및 인정, 지역사
회 자원과의 연계에 의한 지지 등의 부주제 순으로, 비공식적 자원의 지지 및 인정은
가족의 지지,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 등의 부주제 순으로 소진보호요
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범주인 내적 역량강화는 마음의 여유, 사고의 전환 등의 주제 순으로 소진
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음의 여유는 종교 활동, 취미생활
또는 동호회 활동,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기타 대외적인 사회활
동 등의 부주제 순으로, 사고의 전환은 자긍심을 높임 및 일에 대한 성취감 및 보람
찾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수용 및 기대치를 낮춤, 무시하기/빨리 잊어버리기, Role
Model에 대한 동일시 등의 부주제 순으로 소진보호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을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
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진으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단절, 신규
사회복지사의 채용,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어 사회복지 기관의 기
능 및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기관은 내외부의 교
육, 연수, 학회, 수퍼비전, 진학의 기회부여 등을 통한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으며,
소진으로부터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하고 소진을 극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
그램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을 소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또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장애인복지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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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보호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타 전공
분야의 교육, 연수, 학회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타 전공 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타 전
공 분야로 진학하는 것 등을 소진보호요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의 사회복지사들은 Client 및 Client체계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지지 및 인정, 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지지 및 인정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소진보호
요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의미 있는 진술 즉, 부주제를 파악하여 주제로
분류하고, 다시 범주로 분류하고 조직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참
여하고 결정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Van kamm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 분석을 하였으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다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실천 현장인 장애인복지관의 특성과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잘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사
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요인에 대한 새로운 범주유형과 순위를 살펴볼 수 있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소
진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다음을 제언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
요인들 즉,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의 지지 및 인정, 그리고 내적 역량강화 등의
3개 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주제와 부주제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
적인 제도적 지원 및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소진보호
요인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진보호
및 소진극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담 및 심리 프로그램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체
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을 소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 스스로가 소진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의 소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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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Burnout Protective Factor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Seol, Jin-Hwa*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regarding burnout protective factors by using Van Kamm’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consequence, workers appear to experience burnout
protective factors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in order: expertise
reinforcement, support and recognition from community resources, and internal
capacity reinforcement. Furthermore, the research surveyed new types of category
and a ranking of burnout protective factors among social worker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active participation in education, training and society of
non-special area; acquisition of certificate and entrance in non-special area; positive
change, support and recognition of client and client systems; support and recognition
of non work-related people; participation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rogram.
It is hoped that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in seek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overcome burnouts of

social workers in various areas as

well as those in rehabilitation center. Also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that
consecutive studies be executed, that systematic aid and support be provided to
protective factors of burnou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programs be provided and systematically aided to protect and
overcome burnout, and that rehabilitation centers react more actively against burnout
of social workers.
Key words: burnout, protective factors of burnout, risk factors of burnout,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Rehabilit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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