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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서비스 성과를 낮출 것이
라는 주장은 많지만 위계적 성격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위계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위계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활용하여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60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nested) 5,178명의 아동,
606명의 종사자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센터 및 종사자 특성과 아동특성 변수를 통제
하고, 소진의 세 차원을 모두 조직수준(level 2)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종사
자의 소진이 보호와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이 높을수록 이용아동이 인식한 서비스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소진의 세 차원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 차원만이 서비스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회복
지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소진, 서비스 성과, 위계선형모형(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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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의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2004년
244개소의 정부 지원을 시작으로 법제화 된지 6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총 3,474개소로서 매일 97,92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그 개소수가 가장 많은 아동복지시설이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지역아동센터의 법
적 자격종사자는 한 센터당 평균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말 기준 총
7,78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
무하는 시설이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이용시설로써 지역
사회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어 빈곤가정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불안정성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으로서 약화된 가족의 경
제적 부양 기능, 정서적 지원 기능,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여가 및 휴식 기
능과 사회보장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을 1차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이호연, 2008).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가정으로서 부모 기능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주양육자의 방임이나 학대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도 아동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종사자의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장기적으로는 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Densten, 2001). 즉, 정서적으로 지치고
무력감을 느껴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태도를 갖게 된다. 특히 대인서비스 조직의 종사자가 경험하는 소진은 개인적 차원
을 넘어서서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소진될 경우 종사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등 실천활동 자체가 약화되고
(Drake and Yadama, 1996), 이직을 가져오기 쉬우며(윤혜미, 2005), 잦은 이직은 다른
종사자의 사기가 떨어뜨리거나 신규 인력이 그 조직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수
도 있다(Mor Barak, Nissly and Levin, 2001). 결국 클라이언트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
스 제공의 어려움, 서비스의 전문성 저하 및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
히 아동은 보호를 제공하는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방과후 평균 5-6
시간 동안 성인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 24 -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종사자의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법제
화 된지 6년에 불과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또한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소진의 실태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종사자의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는 논의는 많이 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내외적으
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정익중․이경림․이정은, 2010).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에
관한 측정치(level 2)와 서비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아동 개인의 측정치(level 1)로
구성되는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일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간에는 센터내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특성을 공
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동일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종사자
자료가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된다. 표본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 회귀분석을 사용
하여 이러한 위계적 자료를 분석할 경우, 표준오차를 감소시켜 1종 오류를 증가시키게
된다(Raudenbush and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위계적 성격을 반영
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6년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보호,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며 예방적 아동복지시설로서 기능
해왔다(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 2009). 2010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첫째,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둘째, 교육적 기능으로 아
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셋째, 정서적 지원으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강화, 넷째,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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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장을 제공, 다섯째, 지역사회연계로서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지
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등을 지역아동센터의 기
능으로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
능 중에서 특히 보호와 학습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보호서비스로서 급식, 위
생지도, 생활지도, 학교생활지도, 정기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이중 생활지도가 93.4%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서비스로는 숙제지도, 학습지도, 음악, 미술, 체육관련교육, 안전,
인성교육 등이 있으며 이중 학습지도가 97.8%로 가장 많았다(이경림, 2009; 이태수․
김성경․이경림․이향란,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핵심적인 서비
스 성과를 보호와 학습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2. 지역아동센터의 근무환경과 종사자 소진
소진은 일반적으로 대인서비스 전문직에서 발생하는 업무관련 증후군으로서 1974년
Freudengerger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
으나 기대하였던 성과나 보상없이 인간적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신성옥, 2008; 이상희, 2001). 이러한 소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특히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볼 수 있
다(정익중 외, 2010).
2010년 지역아동정보센터의 현황 자료에 의한 종사자의 일반적 근무환경을 근무일
수 및 시간, 급여, 노동강도 3가지 측면에서 타 사회복지 종사자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일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주간운영일수는 6-7일 운영이
35.7%이며, 매주 토요일 운영은 27.7%, 공휴일 운영이 9.1%, 20시 이후 야간운영이
55%로 나타나 장시간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타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8.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울특별시 사
회복지협의회, 200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근무시간은 주당 47.4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주당 근무시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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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둘째,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2009년에 시설장은 월평균 884,819원, 생활복지사는
899,351원(지역아동정보센터,

2010)으로 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월평균 급여

1,430,830원(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7),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의 월 급여 160
만원(강명순, 2008)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은 28.4%, 생활복지사
는 48.6%만이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종사자의 노동강도를 10점 척도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주관적 노동강도는 평
균 6.2로서 부족한 임금 및 보상, 수행하는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종사자수, 과도한 본
인의 업무량,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조사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상과 같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일반 아동복지시설 및 타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도 소진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종사자 소진과 서비스 성과 간의 관계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종사자 소진이나 이직의 원인이 되기 쉬우며, 잦
은 이직은 서비스 연속성을 어렵게 한다. 소진은 종사자의 개인적 복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박상언․한수정, 2006) 클라이언트의 바
람직한 원조관계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업무 비용을 증가
시킨다(공계순, 2005). 소진된 종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이선영․김한성, 2007). 특히 아동관련시설 종사자의 소진은 부모의 우울 등 정신
건강 문제처럼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고, 종사자의 잦은 인력교체는 주
양육자의 변경처럼 아동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
으키기 쉽다(정익중, 2006).
소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그 원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공계순, 2005; 김선동,
1999; 윤혜미, 2005). 기존 연구들은 소진과 서비스 성과 간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는 했
지만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으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
Maslach(2003)는 소진이 대인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자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정적으로 소진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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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에너지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종
사자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지만 사회복
지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정익
중 외, 2010). 하지만 간호, 보육 등 다른 대인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일
부 진행되고 있다. 간호나 보육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소진은 심각
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자료에 근거하여 종사자 소진과 서비스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소진으로 인한 높은 이직과 지속적인 신규 직원의 유입은 아동의 안전에 여러 가지
위협을 초래한다. 적어도 2년은 아동복지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잦은 이직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
동복지인력의 평균 고용기간은 2년보다 적다(U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3).
이직은 서비스의 지속성을 방해하고 아동복지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시기적절한
개입활동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통해(Manlove, 1993; Strolin, McCarthy, and Caringi,
2007)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은 빈번한 종사자들의 이직으로 종사
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점차 경험과 능력이 적은 종사자들을 채용함으로써 기
관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Whitebook and Granger, 1989). 또한 소진은 종사자의 이
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일부 종사자는 소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지 않
고 초기의 열정이나 사명감, 헌신 등을 모두 상실한 채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무관심하
고 무감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윤혜미, 2005). 소진된 종사자들은 자신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자신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원조자가 되지 못
할 수 있다(Stevens and Higgins, 2002). 이런 측면에서 종사자의 소진은 서비스 질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의 직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감소한다고 보
며, 특히 대인서비스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Wright and Cropanzano, 1998). Garman, Corrigan, and Morris(2002)는 소진현상 중
하나인 정서적 탈진은 클라이언트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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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는 클라이언트 만족도에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
았으며, 자신의 직업관련 성취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는 간
호사들이 환자를 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클라이언트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hey, Aiken, Sloane, Clarke, and Vargas(2004)도 간호사
들이 느끼는 정서적 탈진과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는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감
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간호사가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
고 근무환경이 좋은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감
이 낮고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간호사들의 보호를 받는
환자들은 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Leiter, Harvie, and Frizzell, 1998). 또한 Zhang
and Sapp(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사의 소진은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학습효과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소진 정도가 낮고 반응성(immediacy) 정도
가 높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기부여와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보고했으며, 반대로 소진
정도가 높고 반응성이 낮은 교사들은 동기부여와 학습효과를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현재의 근무환경은 종사자의 소진으로 이어지
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소진이 종속변수인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
동센터 수준(level 2)의 요인인 종사자의 소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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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종사자
및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12월 기준 2,029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장 1인이 근무하는 센터 및 운영하고 있지
않은 센터를 제외하고 1,919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1인, 실무자 1인, 센터를 이용
하고 있는 이용아동 중 10인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자료의 최종적인 표본은 시설장 810명, 실무자
818명,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7,08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각 센터에서 응답한 아동의 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이며 분석에 사용된 조직수준(level
2)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직수준(level 2)에서 지
역아동센터(시설장 및 실무자) 자료 606개, 개인수준(level 1)에서 아동자료 5,178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종사자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소진척도인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Maslach and Jackson, 1981)를 사용하였다. MBI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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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emotional exhaustion), 개인적 성취감 결여(personal accomplishment), 클라이언
트에 대한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탈진이란
대인관계적 요구로 인한 정서적 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며(Schaufeli and Buunk, 2003),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녹초가 된다고 느낀다’ 등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적
성취감 결여는 클라이언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뜻하며,
‘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적절히 잘 다루고 있다(역문항)’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인간화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원척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맞게 수정하여 총 1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척도에서 Cronbach's
alpha로 추정된 신뢰도는 정서적 탈진이 0.86,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0.74, 클라이언트
에 대한 비인간화가 0.72이었고,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각각 0.87, 0.76, 0.78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로,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인
보호와 학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보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나는
학교 끝난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와 ‘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건강해졌다’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학습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는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와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학교숙제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의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
정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0.68과 0.70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특성, 종사자 특성, 아동 특성을 통제하였다. 센터
특성으로는 운영지역, 운영주체, 실무자수, 이용아동수, 종사자 특성으로는 자격증 유
무, 현직장 근무년수, 담당아동수, 아동특성으로는 성별, 학교급, 센터이용기간, 자아존
중감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지역아동센터와 그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2수준의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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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 다층자료 분석에 유용한 방법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들이 동일한 센터에 속해(nested) 있기 때문에 센터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점을 고
려할 때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표
본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표준오차를 감소시켜 1종
오류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Raudenbush and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종사자의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특성을 개인수준(level 1)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종
사자의 특성을 조직수준(level 2)으로 구성된 자료에 대해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사자 소진의 영향을 검증하는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기초모형
단계로서 무조건적 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을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서비스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무조건적 평균모형은 조직간 변량을
추정하여 종속변수의 총 변량 중에서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검증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둘째, 연구모형 단계
로서 조건적 기울기모형(conditional slope model)을 사용하여 조직수준의 요인인 종사
자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기초모형에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개인 및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다. 위계선형모
형은 고정효과 모수에 대한 가설검증과 무선효과 모수에 대한 가설검증의 두 부분으
로 구분되는데, 이때 고정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
지고, 무선효과 모수에 대한 가설검증은 조직간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신은경, 2007). 본 연구에서는 조직변수의 주효과에만 관심이 있기 때
문에 절편을 제외한 변수들은 무선효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센터의 운영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가 31.2%, 중소도시가 35.3%, 농산어촌이 33.5%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운영주체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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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체가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개인 34.2%, 사회복지법
인 13.9%, 재단법인 4.8%, 사단법인 4.5%, 시민단체 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아동
수는 평균 33.7명이고, 종사자수(시설장 및 급식보조교사,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실무자
수)는 평균 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직장 근무년수가 6
개월 미만이 2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2년 미만이 20.6%, 6개월-1년 미만
이 16.9%, 2년-3년 미만이 15.6%, 3년-5년 미만이 14.5%, 5년 이상이 6.8%이었다. 소
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9.5%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자격증
10.2%, 교사 자격증 8.3%, 영양사 자격증 1.0%이었으며,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는
51.0%로 나타났다.
<표 1> 지역아동센터 및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센터 특성
운영지역

운영주체

이용아동수
종사자수¹
종사자 특성
현직장 근무년수

자격증

담당아동수

내 용

(N=606)
빈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시민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
기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189
214
203
25
28
26
81
209
199
14
33.7
2.7

31.2
35.3
33.5
4.3
4.8
4.5
13.9
35.9
34.2
2.4
(10.8)
(1.6)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보육교사
교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자격증 없음
평균(표준편차)

154
102
124
94
87
41
62
50
179
6
309
25.1

25.6
16.9
20.6
15.6
14.5
6.8
10.2
8.3
29.5
1.0
51.0
(11.7)

주: ¹종사자수: 시설장 및 급식보조교사,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실무자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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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성별은 여자가 57.0%로 여아의 비중이 다소
높았고, 학교급은 초등학생이 80.7%, 중학생이 17.5%, 고등학생이 1.8%로 나타났다. 센
터이용기간은 6개월 미만이 14.7%, 6개월-1년 미만이 20.5%, 1년-2년 미만이 27.9%, 2
년-3년 미만이 19.0%, 3년 이상이 17.9%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으로는 양친부모가구에
속한 아동이 5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여성한부모가구가 16.9%, 남성한부모
가구 12.7%, 조손가구 10.6%, 재혼가구 2.7%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70만원 미만이
23.3%,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4.9%,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이 21.3%, 130
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4.6%, 150만원 이상이 15.9%로 나타났다.
<표 2> 이용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성별
학교급

센터이용기간

가구유형

가구소득

(N=5,178)

내 용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양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남성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재혼가구
70만원 미만
7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130만원 미만
130만원-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빈도
2,227
2,951
4,177
908
93
761
1,061
1,443
985
928
2,897
857
643
537
139
1,141
1,223
1,044
717
777

%
43.0
57.0
80.7
17.5
1.8
14.7
20.5
27.9
19.0
17.9
57.1
16.9
12.7
10.6
2.7
23.3
24.9
21.3
14.6
15.9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종사자의 소진은 전
체 평균이 5점 기준에 2.27점으로 ‘보통’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진의 세
차원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2.42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종속변수인 서비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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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 서비스가 3.72점, 학습 서비스가 3.68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종사자의 소진
소진 평균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결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
서비스 성과
보호
학습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606

2.27
2.19
2.42
2.19

0.49
0.69
0.50
0.72

1

4.25
5.00
4.33
4.67

5,178

3.72
3.68

1.00
0.99

1
1

5
5

3.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기초모형 분석
집단 간 변량을 추정하여 위계선형모형의 적용가능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무조건적 평균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검증 결과에 의
하면, 서비스 성과의 두 차원인 보호와 학습에 대한 level 2의 무선효과( )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따라 아동의 서
비스 성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로 측
정되는 서비스 성과에 대한 조직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호의 경우 아동 개인수준의 분산은 0.838, 조직수준의 분산은 0.167이며, 학습의
경우 아동 개인수준의 분산은 0.850, 조직수준의 분산은 0.14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값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의 전체 변량 중 조직수준에서 설명되는 변량의 비율을 나타
내는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     학습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의 ICC값을 계산한 결과, 보호는 0.166, 학습은 0.141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아동의 서비스 성과의 총 분산 중 보호의 경우 16.6%, 학습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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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4.1%가 지역아동센터의 조직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효과로서 종사자 소진의 세 차원을 level 2
수준의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선형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4> 무조건적 평균모형의 분석결과
고정효과
절편
보호 무선효과
Level-2
Level-1
고정효과
절편
학습 무선효과
Level-2
Level-1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

3.719

0.021

605

176.680***

분산

자유도



0.167

605

1631.990***

0.838
표준오차
0.020

자유도
605

t
184.118***

분산

자유도



0.140

605

1453.337***


 
 

계수
3.685


 

0.850

***p<.001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해, 개인요인(level 1)인 아동의 특성, 조직요인(level 2)인 센터 및 종사자의 특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수준(level 2)의 변수인 종사자 소진 변수를 투입하여 서비
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아동의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교급, 센터이용기
간, 자아존중감을, 센터 특성 변수로는 운영지역, 운영주체, 실무자수, 이용아동수를,
종사자 특성 변수로는 자격증 유무, 현직장 근무년수, 담당아동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하였다. 독립변수인 종사자 소진은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결여, 클라이언트에 대
한 비인간화의 세 개 차원 각각의 평균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편에
대해서만 조직변수인 종사자 소진을 투입하였고, 절편의 조직효과부분( )을 무선효
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를 살펴보면, 소진의 세 차원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
차원만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 종사자의 소진은 지역아동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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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측면 서비스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소진이 높을수록 이용아동이 인식한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사자가 개인적 성취감 결여로 인한 소진이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의 보호 측면 서비스 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센터 특성인 운영지역, 종사자 특성인 현직장 근무년수, 아동 특
성인 성별, 센터이용기간, 자아존중감이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소재지가 (대도시에 비해) 농산
어촌인 경우, 종사자의 현직장 근무년수가 (6개월 미만에 비해) 3년 이상인 경우, 아동
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센터이용기간이 (1년 미만에 비해) 2년 이상인 경우에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더 높고,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한 보
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건적 기울기모형의 분석결과
구분
절편(   )

통
제
변
수

<센터 특성>
대도시(기준)
운영지역 농산어촌
중소도시
법인 아님(기준)
운영주체
법인
실무자수
이용아동수
<종사자 특성>
자격증
자격증 없음(기준)
자격증 있음
유무
6개월 미만(기준)
6개월 이상-1년 미만
현직장
1년 이상-2년 미만
근무년수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담당아동수

보호
계수 표준오차

t

학습
계수 표준오차

t

3.614

0.059

61.142 ***

3.638

0.058

62.703 ***

0.188
0.012

0.054
0.050

3.490 **
0.236

0.148
0.081

0.051
0.048

2.927 **
1.683 †

-0.056
0.016
-0.001

0.050
0.015
0.002

-0.131
0.017
-0.001

0.047
0.013
0.002

-2.807 **
1.348
-0.589

0.071

0.041

0.066

0.038

1.720 †

0.014
0.037
-0.013
0.156
-0.003

0.065
0.059
0.065
0.064
0.002

-0.014
0.015
-0.020
0.037
-0.002

0.057
0.056
0.066
0.057
0.002

-1.120
1.045
-0.367

1.741 †
0.223
0.628
-0.200
2.425 *
-1.473

-0.250
0.279
-0.310
0.654
-1.438

1)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독립변수로 소진의 전체 평균을 투입하였을 때도,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
과는 소진의 계수가 -0.113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습 측면은 소진의 계수가
-0.137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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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계수 표준오차

통
제
변
수

<아동특성>
성별
여자(기준)
남자
학교급
초등학생(기준)
중학생
고등학생
센터이용 1년 미만(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2년 이상
자아존중감
종사자의 소진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 결여

독
립
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
수
무선효과

학습
계수 표준오차

t

t

-0.104

0.027

-3.810 *** -0.112

0.028

-4.037 ***

-0.070
0.154

0.041
0.085

-1.719 †
1.813 †

-0.262
-0.045

0.040
0.102

-6.598 ***
-0.440

-0.012
0.084
0.259

0.036
0.037
0.015

-0.330
2.283 *
17.173 ***

0.017
0.124
0.238

0.038
0.035
0.015

0.440
3.502 **
16.092 ***

-0.058
-0.125

0.042
0.049

-1.396
-2.539 *

-0.062
-0.141

0.042
0.045

-1.469
-3.103 **

0.039

0.042

0.915

0.031

0.042



분산



level-2 (  )

0.157

1610.883***

level-1 (   )

0.772

0.739

분산



0.128

1402.164***

0.786

***p<.001, **p<.01, *p<.05, †p<.10

다음으로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를 살펴보면, 종사자 소진의 세 차원 중에서 개인
적 성취감 결여 차원만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개인적 성취감 결여로 인한 소진이 높을수록 이용아동이 인식
한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센터 특성인 운영지역, 운영주체, 아동 특성인 성별, 학교급, 센터
이용기간, 자아존중감이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소재지가 (대도시에 비해) 농산어촌인 경우,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아동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인 경우, 센터이용기간이 (1
년 미만에 비해) 2년 이상인 경우에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더 높고,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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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이용아동에 대한 다층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성과의 두 측면인 보호와 학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기초모형을 검
증한 결과, 보호와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에 대한 조직효과( )가 각각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측면의 서비스 성과는 총 분산 가운
데 16.6%가 조직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의
조직효과 설명량은 14.1%이었다. 따라서 아동이 인지한 서비스 성과에 있어서 지역아
동센터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조직요인 변수를 투입하여 서비스 성과에 대한 조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서비스 성과에 대한 종사자의 소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센터 및 종사자
특성과 아동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 소진의 세 차원을 조직수준(level 2)의 독립변
수로 투입하였다. 보호와 학습 측면의 서비스 성과에서 모두 종사자의 소진이 서비스
성과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 소진이 높을수록 이용아동이 인식한 서비스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
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종사자의 소진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소진의 세 차원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 차원만이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일을 통해 지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서
적 측면보다는, 아동들의 문제들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직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들
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험이 서비스 성과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개인적 성취감 결여 차원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자신의 업무성과 측면
에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Maslach and Jackson, 1981).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아동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고 자신의 업무성과에 부정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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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가 아동들이 인지하는 서비스 성과를 낮
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 더 이상 심리정서적으로
센터의 아동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탈진 차원이나, 정서적 탈진과 관련
되어 아동들에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
화 차원은 서비스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함의
본 연구결과에 따른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돌봄이
취약한 빈곤가정 아동일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아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지속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선 지속적이고 질 높은 종사자들이 필요하다. McCartney, Scarr,
Phillips, Grajek, and Schwarz(1982)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가 아동의 언어사
용 능력, 지적능력, 과업지향과 강한 관련이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이직도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ummings, 1986; Kontos and Fiene, 1987). 종사자들의
자질과 이직, 서비스의 질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보면, 높은 이직과 낮은 자질은 아동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아동발달을 저해한다(Manlove, 1994). 특히 소진
은 종사자가 직업을 떠나게 하여 아동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해하며,
이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종사자들이 아동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
다. 따라서 종사자 이직의 감소와 자질 있는 종사자들의 보유는 아동을 원조하기 위한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종사자 이직을 줄이고 영입되는
전문가들의 자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으로 종사자들이 겪는 직업적 스트레스와 소진현상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시도를 해
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가 보호(93.4%)와 학습
(97.8%)이다(이태수 외, 2009). 본 연구결과 종사자의 소진은 지역아동센터의 핵심적인
서비스 성과인 보호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래의 서
비스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종사자가 소진되
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진의 하위영역인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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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서비스 성과가 낮아짐을 볼 때,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아동들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서 오는 개인적 성취감 결여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아동 특성에 맞는 종사자 재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특성을 보면 빈곤 취약계층 아동이 78.2%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양친부모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구유형 아동이 49.1%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이용하는 등(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다양한 아동특성과 발달단계의 욕구에 맞는 종사자의 재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종사자의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종사자의 근무년수에 맞는 종사자 년차별 교육 및 심화교육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의 종사자 교육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무교육은 연간 4시간이
며 시설장 교육과 생활복지사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는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0). 현
재의 교육체계를 상시교육, 진입교육, 연차별 교육, 직급별 교육, 재교육 등으로 세분
화하고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개인적 성취감
결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사자의 개인적 성취감은 본인의 직업이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직업이라는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의 급여는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다. 생활복지사의 경우 월 평균 899,351원(지역아동정보센터, 2010)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호
봉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종사자 급여수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취감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센터에서 종사자 1명이 약
13명의 아동(지역아동정보센터, 201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2.2명의 종
사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있다. 이용아동들의 현황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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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이 2008년 1.6%에서 2009년 2.6%로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2008년
1.9%에서 2009년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만성적 빈곤과
장애, 다문화라고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이용아동의 증가는
곧 종사자의 개인적 성취감 결여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성
적 빈곤 및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례관리 전
문인력의 추가배치, 이용아동 대비 법적 종사자 수의 증가 등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이후 아동복지 최일선의 시설로서 아동에게 서비스 성과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소진 특히 개인적
성취감 결여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 및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명순. 2008.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사망, 질병, 소진관련 사례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제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공계순.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3): 83-103.
김선동. 1999.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수퍼비젼에 관한 연구”. 『동광』
96: 134-174.
박상언․한수정. 2006. “노동과정과 생산네트워크: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12(2): 289-317.
보건복지가족부. 200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건강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처우실태
보고서』.
신성옥. 2008.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소진”.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
위논문(미간행).

- 42 -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은경. 2007. “장애인의 개인 및 지원환경요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 『직업재활연구』 17(1): 121-146.
윤혜미.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과 예방적 접근”. 『동광』 101: 22-49.
이경림. 2009. “소외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
대회 자료집』.
이상희. 2001. “빈곤지역 공부방 교사의 업무환경에 따른 소진현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선영․김한성. 2007. “수퍼바이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복지서비스조직 구성원의 스
트레스, 소진,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미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언론과
학연구』 7(2): 373-401.
이태수․김성경․이경림․이향란. 2009. 『지역아동센터의 현주소』. 서울: 공동체.
이호연. 2008. “1318 해피존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가정으로서의 청소년 전용 지역아
동센터”. 『1318세대 정책제언자료집』.
정익중. 2006.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
구』 12: 95-115.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울: 공동체.
정익중․이경림․이정은.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1: 205-234.
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Cummings, E. M. 1986. "Caregiver stability and day care: Continuity vs. daily
associ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os Angeles.
Densten, L. L. 2001. "Re-thinking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833-847.
Drake, B. and G. Yadama. 1996.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burn-out and job
exit among child protective services workers." Social Work Research 20(3):
179-188.
Garman, A. N., P. W. Corrigan, and S. Morris. 2002. "Staff burnout and patient

- 43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3 집

satisfaction: Evidence of relationships at the care unit level."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3): 235-241.
Kontos, S. and R. Fiene. 1987. "Child care qualit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children’s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udy." pp.57-79. in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 edited by D. A. Phillip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Leiter, M., P. Harvie, and C. Frizzell. 1998. "The correspondence of patient
satisfaction and nurse burnou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7(10):
1611-1617.
Manlove, E. E. 1993. "Multiple correlates of burnout in child care work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4): 499-518.
Manlove, E. E. 1994. "Conflict and ambiguity over work roles: The impact on child
care worker burnou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5(1): 41-55.
Maslach, C. 2003. "Job burnout: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d interven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189-192.
Maslach, C. and S. E. Jackson.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2: 99-113.
McCartney, K., S. Scarr, D. Phillips, S. Grajek, and J. C. Schwarz. 1982.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 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pp. 126-151. in Day 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edited by E. Zigler and E. W. Gordon. Boston: Auburn House.
Mor Barak, M. E., J. A. Nissly, and A. Levin. 2001. "Antecedents to retention and
turn-over among child welfare, social work, and other human service
employees: What can we learn from past research? A review and meta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75(4): 625-661.
Raudenbush, S. W. & A. S. Bryk.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chaufeli, W. B. and B. P. Buunk. 2003. "Burnout: An overview of 25 years of
research and theorizing." pp.383-425. in The handbook of work and health

- 44 -

종사자 소진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psychology(2nd ed.), edited by M. J. Schabracq, J. A. M. Winnubst and C.
L. Cooper. New York: Wiley.
Stevens, M. and D. J. Higgins. 2002. "The influence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burnout experienced by those who work with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Review 11(5): 313-331.
Strolin, J. S., M. McCarthy, and J. Caringi. 2007. "Causes and effects of child
welfare workforce turnover: Current state of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1(2): 29-52.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2003. Child welfare: HHS could play a greater role
in helping child welfare agencies recruit and retain Staff [GAO-03-357].
Vahey, D. C., L. H. Aiken, D. M. Sloane, S. P. Clarke, and D. Vargas. 2004. "Nurse
burnout and patient satisfaction." Medical Care 42(2): 57-66.
Whitebook, M. and R. Granger. 1989. "Mommy, who's going to be my teacher
today?: Assessing teacher turnover." Young Children 44(4): 11-14.
Wright, T. A. and R. Cropanzano. 1998. "Emotional exhaustion as a predictor of job
performance and voluntary turnover."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3): 486-493.
Zhang, Q. and D. A. Sapp. 2008. "A burning issue in teaching: The impact of
teacher burnout and nonverbal immediacy on student motivation and
affective lear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2): 52- 68.

- 45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33 집

Abstract

The Effect of the Workers' Burnout on Service Outcomes in
Community Child Centers
Chung, Ick-Joong ․ Lee, Kyung-Rim ․ Lee, Jeong-Eun
Due to the difficulty of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hierarchical nature of data,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on the effect on the workers' burnout on service
outcomes in community child cent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workers' burnout as a level-2 predictor on service outcomes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reflect the nested nature of data. Subjects consisted of 5,178
children and 606 workers nested within 606 community child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trolling for children's(level-1), centers'(level-2), and
workers'(level-2) characteristics, workers' burnout as a level-2 predictor appeare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service outcomes in terms of learning and protection.
Among sub-scales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of burnout,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was a significant
variable. A lower level of workers' personal accomplishment in community child
centers led to a greater decrease in service outcomes in terms of children's
learning and protec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in social welfare
practice were discussed.
Keywords: community child centers, burnout, service outcome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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