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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사서교사들의 직무탈진 양상과 수 을 악하여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인들의 

향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 다. 정성  연구를 해 17명의 사서교사를 의도표집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 다.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문성 강화 기회, 사서교사에 한 평 , 사회  지원, 직무열의가 요한 요인임이 밝 졌고 이를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라고 

정의하 다.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6명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후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웹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총 305부가 회수되었고 이는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량  연구 결과 첫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문 직업 정체성, 사서교사에 한 

평 , 사회  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  직무열의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사회  지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직무탈진 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문 직업 정체성은 완 매개, 사회  지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job burnout by analyzing the job burnout patterns 

and levels in teacher librarians an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effective factors. For 

qualitative research 17 teacher librarians were intentionally chosen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5, 2018 to October 30, 2018. The in-depth interview shows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burnout 

of teacher librarians are the sense of belonging,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reputation of teacher librarians, social support and job engagement which defined as librarians’ job specificity.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s, six teacher librarians were primarily investigated 

from December 5, 2018 to December 7. After that a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web questionnaire for 

two weeks from December 20, 2018 to January 3, 2019. A total of 305 copies were collected, all of which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job specificity of teacher librarians, the factors affecting job burnout were professional identity, reputation of 

teacher librarians, and social support. Second, concerning the job specificity of teacher librarians, the factors 

affecting job engagement were sense of belong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in relation to job specificity and job burnout of teacher librarians, 

professional identity showed complete mediating effect and social support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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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학교도서 은 다른 종의 도서 과는 달리 

국가 수 의 교육과정, 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직 으로 향을 

받으며, 부분 사서교사 1인 체제로 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도

서  경 은 물론 정보활용교육과 다양한 독서

로그램 운  등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교육환경에 한 요구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보다 능동 이고 극

으로 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도서  수는 2000년에 출범한 ‘학교도서

살리기국민연 ’와 같은 시민운동과 2003년

부터 시작된 학교도서 활성화사업 이후 꾸

히 증가하여 2018년 4월 1일 기 으로 11,881

개 이 설치되어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19. 

5. 1). 이 듯 학교도서 이 양 으로 성장해 왔

지만 학교도서  운  주체인 사서교사의 존재

는 오히려 축되어 교육과정에 극 으로 참

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사서교사의 직

무열의를 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과교사

들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도서 에 

한 낮은 인식과 사서교사에 한 정확한 역

할  직무에 한 이해 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다. 학교도서 은 다양한 구성

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운 되고 있기 때문

에 사서교사와 이들과의 계 정도가 학교도서

 활성화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 의 열악한 직무환경은 

사서교사들의 스트 스를 계속 유발하고 있으

며 스트 스가 높아지면 직무열의를 떨어뜨려 

결국 직무탈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에서는 ‘burnout’을 성공 으로 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스트 스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질

병으로 분류한다고 보도(MBC News 2019. 5. 

29)한 바와 같이 직무탈진에 한 사회  심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탈진에 한 

연구는 외식종사자, 항공사 직원, 공무원, 일반 

회사원으로까지 그 상이 확 되고 있는 추세

로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과 발달은 물론 학교교육의 성과에도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사서교사의 직

무탈진에 한 연구가 시 하며, 더 나아가 사

서교사의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서교사를 

상으로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하고자 정성  연구방법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하여 사서교사들에게 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

인들을 귀납 으로 발견하 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서교사들을 

상으로 정량 인 연구방법을 용하여, 직무탈

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 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서교사들의 직무

환경을 실질 으로 개선하여 직무탈진을 감소

시키고 직무열의를 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 자료로 활용되어 학교도서  교육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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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효과 인 운 과 질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용어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직무탈진

직무탈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헌신

으로 수행했지만 기 만큼의 보상과 성과를 얻

지 못해 좌 감과 회의감을 겪는 상태를 뜻하

며(Freudenberger 1974), 정서  고갈, 비인간

화, 개인  성취감 감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

한다(Maslach 1982). 본 연구에서는 직무탈진

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 을 운 하고 교육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정서  압박으로 생리 , 심리 , 계  

측면에서 에 지가 부족해 느끼는 정서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감 감소로 정의한다.

1.2.2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 정서 , 육체 , 인지  에 지를 쏟는 것으

로(Kahn 1990), 활력, 헌신, 몰입의 세 가지 요

소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를 사

서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

스나 직무탈진을 이겨내고 열정과 헌신을 바

탕으로 직무에 몰입하여 에 지를 쏟는 정

인 마음상태로 정의한다. 

1.2.3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

본 연구에서는 정성  연구를 통해서 사서교

사가 직무탈진에 해 경험하는 개별 이고 특

수한 향 요인으로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문성 강화 기회, 사서교사에 한 평 , 사회

 지원을 도출하 으며, 이를 포 하는 용어

로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으로 정의한다. 

1.2.4 소속감

소속감은 사 으로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

어 있다는 느낌’을 뜻한다. Ashforth and Mael 

(1989)은 조직동일시를 조직에 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운명을 

함께하고 성공이나 실패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조직과 자신이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

을 사서교사가 학교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 생

각하고 자신과 학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1.2.5 문 직업 정체성

Hall(1968)은 문 직업 정체성을 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문 직업인이

라고 내리는 주  평가라고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 직업 정체성을 사서교사가 

문 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자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기 인식으

로 정의한다. 

1.2.6 문성 강화 기회

Bakker, Demerouti, Taris, Schaufeli and 

Schreurs(2003)의 연구에서 문성 개발 기회

(Opportunity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를 직무자원의 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문성 강화 기회를 사서교사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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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서교사로

서의 자질 향상을 한 노력과 기회 정도로 정

의한다.

1.2.7 사서교사에 한 평

평 은 어떤 개인에 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사항에 한 장기

 찰을 통해 형성되는 찰자의 인지를 토

로 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박흥식 2008). 본 연

구에서는 사서교사에 한 평 을 외부사람들의 

사서교사에 한 평가나 이미지로 정의한다. 

1.2.8 사회  지원

사회  지원은 타인이 제공하는 물질 , 심

리  도움을 의미하며(Cobb 1976), 직장 내 상

사 는 동료가 직무 련 문제에 있어 도움을 

주는 정도(최 숙 2014)를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사회  지원은 사서교사가 학교조직, 상

사(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심리  지원 

상태로 정의한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2.1 직무탈진(Job Burnout)

탈진이란 용어를 직무와 련된 개념으로 확

립한 사람은 1970년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이

자 정신분석학 의사인 Freudenberger(1974)로 

리 알려져 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던 

자신과 더불어 자원 사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

이 의욕을 잃어가는 것을 느 고, 주어진 업무

에 한 성과나 보상이 없어 회의감이나 좌 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냉담해지는 것

을 발견하고 이를 ‘탈진(Burnout)’이라 명명했

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헌신 으로 

수행했지만 기 만큼의 보상과 성과를 얻지 못

해 좌 감과 회의감을 겪는 상태를 뜻한다. 

Maslach and Jackson(1981)이 탈진의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는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탈진 상에 한 실

증  연구가 본격 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재 탈진 연구에서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 기 탈진에 한 연구는 간호사를 시작

으로 심리치료사와 같은 인  서비스 종사자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차 모든 직업군으로 

확 되었다. 

Pines, Aronson and Kafry(1981)는 탈진을 

오랜 시간 사람들과 지속 이고 반복 인 정서

 압력의 결과로 보고 무기력  만성  피로

와 같은 신체  측면, 우울이나 좌 과 같은 정

서  측면, 낮은 자아개념의 정신  측면으로 

구분하 다. Girdin, Everly and Dusek(1996)

는 료주의  분 기와 과로로 인한 장기간의 

정신 , 신체  피로 상태와 스트 스로 탈진

을 정의하 으며, Gold and Roth(1993)는 성

공 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의 내외 인 압

력의 증가와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요구가 자

신에게 주어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 , 정서  고갈이라고 하 다.

이 만(2013)은 Maslach(1982)가 제시한 탈

진의 하 요인을 교사들에게 용해 해석했는

데, 정서  고갈은 교사 개인의 정서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학생들을 환 할 수 있는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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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상태, 비인간화는 학생들을 부정

이고 냉담하게 할 뿐 아니라 싫어하는 사물

처럼 하는 것으로, 개인 성취감 감소는 자신

의 직무에 한 실패감, 능력 상실감을 경험하

여 아  교직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마다 직

무탈진에 한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통 으로 인  서비스를 상으로 하

는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나며, 직무환경에서 

야기되는 것으로써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고 일에 한 열정이 상실되는 부정  반응

이며, 신체 , 심리 , 정서 인 스트 스 상태

까지 포함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2.2 직무열의(Work Engagement)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업무열의, 일

독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와 련된 정 이고 충만한 동기 

상태를 뜻한다(Bakker and Schaufeli 2008). 최

근 정심리학의 등장으로 산업  조직, 심리

학과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직무탈진이라는 부정 인 측

면에 을 두고 이를 이는 것에 심을 가

졌다면, 최근에는 정  측면인 구성원의 직

무열의에 한 개념과 요성에 해 심이 

증가하고 있다.

직무열의는 Kahn(1990)에 의해 처음으로 소

개되었으며, 직무열의를 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 , 육체 , 인지  에 지를 쏟는 것이라

고 정의하 다. 일반 으로 직무열의는 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몰입(absorption)의 

세 가지 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Hackman 

and Oldham(1980)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미

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요하고 심리  안

과 가용성이 직원의 내부 업무 동기에 향

을 미친다고 설명하 고, Maslach(2001)은 직

무탈진과 직무열의는 개인의 직무환경과 련

이 있으며, 개인과 직무환경 간의 간격이 커질

수록 직무탈진이 나타날 여지가 크고, 반 로 

개인과 직무환경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직

무열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 다. 

국내 연구에서는 성오 (2013)이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고 개인의 발 과 성과를 

창출하기 해 업무에 몰입하고 집 하는 진취

인 직무태도로 정의하 으며, 박성애(2017)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

스나 갈등 속에서도 인내하고 업무에 한 열정

과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에 집 하는 몰

입으로 높은 에 지를 쏟아내는 정 인 마음

상태라고 정의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열의에 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에서 제시하

고 있었으며, 조직의 운 에 있어서 직무탈진

과 함께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2.3 문헌정보학 분야의 직무탈진에 한 연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직무탈진에 한 

연구는 미흡했다. 장지숙(1994)은 비교  기

에 문도서  사서를 상으로 탈진을 측정하

는데, 성취감 감소에서 높은 수 의 탈진 상

태를 보 다. 진정희(2012)는 국회도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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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 구성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

서  탈진에서는 비교  높은 수 의 탈진을 나

타냈다. 장혜란, 김정아(2015)는 의학도서  사

서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  탈진과 직

업효능감은 간 단계에 속했으나, 냉소는 매우 

높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탈진은 업무량, 역할갈등, 의사결정  성과평

가의 합리성, 조직내 의견교환, IT환경, 계속교

육 등과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탈진에 한 직 인 연구는 아니지만 민

숙희(2014)는 사서직을 감정노동자로 구분하여, 

사서들이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는 직무환경이 탈진과 같은 부정  결과를 래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직무탈진에 한 국외 연구는 최근까지도 다

양하게 시도되었다. 

Ferriero and Powers(1982)는 도서 의 

차가 융통성이 없고 특정 상황에서 사서 자신

이 단을 내리지 못하는 과 참고데스크에서

의 정 인 피드백의 부재가 탈진의 요소라고 

지 했으며, Caputo(1991)는 사서들의 직무

탈진에 한 원인으로 사서들에 한 고정

념, 참고 질문에 한 시의 한 응, 검열 

문제, 컴퓨터  네트워크 문제를 포함한 장비 

문제, 도서  자료의 도난과 훼손, 필요한 장서 

수집에 한 안내 부족  수집 결정 시 제한

인 승인 등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Sheesley 

(2001)는 학술교육사서(Academic Teaching 

Librarian)들의 탈진에 해 도서  업무가 자

극과 도 이 부족하고 반복 인 업무를 수반하

며, 사서들은 종종 노력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고 하 다. 

Togia(2005)는 서지사서(bibliographic instruc- 

tion librarians)가 역할갈등과 역할모호로 인해 

탈진에 취약하며, 이는 정서  고갈과 비인격화

로 이어진다고 했다. Topper(2007)는 인력 부

족으로 인한 과 한 업무를 스트 스의 근원으

로 보았으며, Pantry(2007)는 도서  직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축소되는 산, 아웃

소싱, 과도한 작업량으로 탈진에 직면해 있으

며, 이 모두가 내  스트 스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서 은 의 쉬운 

근성, 열려 있는 분 기, 서비스 윤리 등의 이유

로 외부로부터의 스트 스에 취약하다고 하

다.  Harwell(2013)은 높은 작업량, 시간 압

박, 모순되는 요구, 한 정보 부족, 사회  

지지 부족, 피드백 부족이 탈진의 원인이라고 

봤다. DelGuidice(2011)는 학교도서  사서들

을 한 탈진 응 방법으로 지나친 과외활동

을 거 하고 업무에 해 생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탈진을 피할 수 있다고 하 다. 

3. 연구설계

3.1 연구 차  방법

본 연구는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향 요인들의 

계를 분석하여 사서교사들의 직무탈진 맥락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해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하 다. 사서교사를 

상으로 한 직무탈진에 한 국내 연구가 미

흡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처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변인들로 양  연구

만 수행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특수한 직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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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 하기 어렵다는 단에 따라 순차  탐색 

설계를 선택하 다. 체 인 연구 차는 <그림 

1>과 같다.

3.2 정성  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정성  연구

방법으로 심층면담(Depth Interview), 표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이 많이 활용되

고 있다. 심층면담 상자는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하 다. 이는 직무탈진에 

한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수 있는 표본 

선정 방법이라고 단되었다. 따라서 근무 경

력이 10년 이상인 사서교사 17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 으며, 연구의 윤리성을 확

보하기 해 참여자들에게 연구목 과 연구과

정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확

인하고 방지하기 해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3.2.1 정성  연구결과 요약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에 한 심층면담 내용

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정

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  직

무탈진에 요한 향을 미칠 변인으로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문성 강화 기회, 사서교사

에 한 평 , 사회  지원, 직무열의를 채택하

여 정량  연구에서는 직무탈진과의 향 계

를 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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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세부 역 직무탈진 경험 내용 요약

직무
탈진

양상

생리  측면 ∙피부트러블, 소화불량, 수면장애, 우울감뿐 아니라 상담치료까지 받은 경험이 있음

심리  측면

∙심리  좌   사기 하, 조직에 한 기 감 상실

∙개인  성취감을 느낄 수 없고 무 심과 체념으로 일 되는 태도를 보이며, 자존감도 하락됨
∙잉여인간 같음

계  측면
∙고등학교는 리자와의 계, 등학교는 학부모와의 계에서 갈등 유발 
∙동료교사와 단 된 상태

근무
환경
요인

학교 

운  형태

∙ 등학교는 교생이 이용에 극 이어서 무 힘듦

∙방학  개 과 같은 운 시간에 학교 차이가 큼

직무
련

요인

성과   
승진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B 교사로 상  박탈감을 느낌
∙행정실 직원은 수라도 올라가지만 사서교사는 평생 사서교사

문성
강화 기회

∙늘 새로운 수업, 독서문화 로그램 기획해야 하는 부담감
∙연수기회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참가하기 어려움

∙스스로 문성을 향상하기 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

인식
요인

소속감

∙학교 내에서 존재감이 없음

∙동일 학년( 등), 동일 교과( 등)에 한 소속감 부족
∙부당한 우와 상  박탈감

문 직업
정체성

∙사서교사로서의 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학교도서 의 다양한 인력 채용 방식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 모호  사서교사 고유의 업무지침의 미비 
∙ 문 직업 정체성 기감  혼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자존감 하

사서교사에 한
학교 내 평

∙학교 조직 내에서 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 사서교사의 역할  요성에 한 

인식이 낮음
∙사서교사 업무에 한 평가 하
∙동료교사로 인정받기 어려움

사서교사에 한

사회  평

∙신문기사나 인터넷, 드라마 등을 볼 때 학교도서 과 사서교사에 한 부정 인 내용
∙사서교사에 한 인식이 과거보다 하향평 화 되었다고 느낌

∙교사를 상으로 하는 로모션에 사서교사는 제외되어 교사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함을 
느낌

직무 열의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노력을 투자하려는 활력 상태
∙사서교사에 한 인식 환과 계 형성을 해 헌신
∙학생들을 해 해마다 더 열정 으로 직무에 깊게 몰입

<표 1> 심층면담 내용 분석 결과 정리

3.3 가설설정

이상의 논거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은 직무탈진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사서교사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직무탈진

은 낮아질 것이다.

  1-2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1-3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가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1-4 사서교사에 한 평 이 높을수록 직무탈

진은 낮아질 것이다.

  1-5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

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은 직무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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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2-1 사서교사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

는 높아질 것이다.

  2-2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2-3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가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2-4 사서교사에 한 평 이 높을수록 직무열

의는 높아질 것이다.

  2-5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

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3-1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소속감과 직무탈

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

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3-3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

와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3-4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에 한 평 과 직무탈

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5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3.4 정량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정성  연구결과 도출된 사서

교사의 직무 특수성을 반 한 연구모형을 수립

하 고, 제시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정량  연구방법을 용하 다.

3.4.1 연구 차  조사 상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검정을 해 질문지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해 정량  연구를 실시하기  

측정 도구에 한 설문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자 6명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비조사(pilot test)

를 실시하 다. 비조사는 자유기입식으로 수행

되었으며, 번역된 문항의 경우 맥락에 맞게 내

용  어휘를 수정, 보완하 다.  사서교사와 

련성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거나 사서교사에

게 합하도록 수정하 다.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재구성

하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웹 설문

지를 작성하여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국의 사서교사를 상으로 배포

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해 설명하며 단체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 다. 2018년 4월 기 으로 사서

교사 수는 910명이며, 이  설문에 응답한 사

서교사는 305명(33.51%)이었고 이는 모두 분

석에 사용하 다. 

3.4.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자들

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근거로 구성하 으며, 

합한 측정 도구가 없는 경우 심층면담의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  작성하 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3.4.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우선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인

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기 해 성별, 담임여부, 학교 설립 유형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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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유형 하 요인 설문항목 문항수 출처

독립변인

사서

교사의 

직무 특수성

소속감 I. 1 ~ 8 8
Mael and Ashforth(1995)

연구자 작성

문

직업 정체성
II. 1 ~ 11 11 Snizek(1972)

문성 강화 

기회
IIII. 1 ~6 6

Bakker, Demerouti, Taris, Schaufeli and 

Schreurs(2003) 연구자 작성

사서교사에 

한 평
IV. 1 ~ 13 13  연구자 작성

사회

지원

조직 V. 1,2,3 3 Cohen and Hoberman(1983)

민숙희(2014)

정창훈(2014)

상사 V. 4,5 2

동료 V. 6, 7, 8, 9 4

종속변인 직무 탈진

정서  고갈 VI. 1 ~ 7 7

Maslach and Jackson(1981)비인간화 VI. 8 ~ 11 4

개인  성취감 감소 VI. 12 ~ 16 5

매개변인 직무 열의

활력 VII. 1, 2, 3 3

Schaufeli, Bakker and Salanova(2006)헌신 VII. 4, 5, 6 3

몰입 VII. 7, 8, 9 3

인구

통계학

특성

개인 특성

요인

성별, 연령, 지역, 경력, 자

격증 취득경로
VIII. 1 ~ 5 5 연구자 작성

근무 환경

요인

학교 , 학교 설립 유형, 

학교 유형, 학  수
VIII. 6 ~ 9 4 〃

직무 련

요인

수업시수, 담임여부, 근무

시간, 방학  개 , 성과
VIII. 10 ~ 14 5 〃

계 86

<표 2> 설문지 구성 체계

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연령, 경력, 학교 , 

학  수, 주당 수업 시수는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사용하 으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각 항목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신뢰도 검정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 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가설의 검증을 해 상 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Baron and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차의 계  다 회

귀분석을 통해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4. 정량  연구결과 분석

4.1 인구통계학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검정을 해 질문지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했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4.2 기술통계 분석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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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Cronbach’s α 문항 수

독립변인

소속감 .907 8

문 직업 정체성 .764 11

문성 강화 기회 .815 6

사서교사에 한 평 .871 13

사회  지원 .909 9

종속변인 직무탈진 .897 16

매개변인 직무열의 .857 9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6 8.5

자격증

취득경로

교육 학원 25 8.2

여성 279 91.5 사범 학 81 26.2

연령

20 69 22.6 교직이수 199 65.2

30 135 44.3

학교

등학교 111 36.4

40  86 28.2 학교 77 25.2

50  이상 15 4.9 고등학교 112 36.7

지역

강원 9 3.0 기타 5 1.7

경기 40 13.1 설립

유형

사립 47 15.4

경남 14 4.6 국공립 258 84.6

경북 16 5.2

학  수

18학  이하 60 19.7

주 11 3.6 24학  이하 72 23.6

구 16 5.2 36학  이하 113 37

9 3.0 36학  이상 60 19.7

부산 11 3.6

주당 수업 

시수

없음 75 24.6

서울 79 25.9 5시간이하 124 40.7

세종 5 1.6 5~10시간 87 28.5

울산 9 3.0 10~16시간 15 4.9

인천 13 4.3 17시간 이상 4 1.3

남 17 5.6
담임여부

없음 278 91.1

북 16 5.2 있음 27 8.9

제주 9 3.0
근무시간

일반교사와 동일 287 94.1

충남 20 6.6 1~2시간 탄력조정 18 5.9

충북 11 3.6

방학  개

개  안함 76 24.9

경력

5년 이하 110 36.1 일주일 55 18.0

5~10년 57 18.7 2주일 37 12.1

10~20년 127 41.6 3주일 137 44.9

20~30년 5 1.6

성과

등

아직 없음 71 23.3

30년 이상 6 2.0

S등 39 12.8

A등 77 25.2

B등 118 38.7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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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하  요인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소속감 소속감 1.00 5.00 3.313 .777 -.297 .175

문 직업 정체성

자율성 1.75 5.00 3.693 .730 -.412 -.193

소명감 1.00 5.00 3.617 .816 -.204 -.416

공공성 2.00 5.00 4.182 .658 -.451 -.432

서비스 1.50 5.00 3.727 .719 -.201 -.086

합계 2.35 5.00 3.805 .508 -.077 -.141

문성 강화 기회

역량개발 기회 1.00 5.00 3.149 .849 -.248 -.110

개발지원 기회 1.00 5.00 3.179 .713 -.045 .249

합계 1.00 5.00 3.164 .681 -.076 .403

사서교사에 한 평

학교 내 평 1.00 4.50 2.516 .656 .077 -.034

사회  평 1.00 5.00 3.037 .670 -.176 .371

합계 1.00 4.56 2.777 .579 -.104 .317

사회  지원

동료 지원 1.00 5.00 3.346 .914 -.530 .028

조직 지원 1.00 5.00 3.052 .890 -.342 -.344

상사 지원 1.00 5.00 3.298 .993 -.495 -.106

합계 1.00 5.00 3.232 .785 -.595 .399

직무탈진

정서  고갈 1.00 5.00 3.182 .876 -.147 -.515

비인간화 1.00 4.60 2.229 .767 .453 -.133

개인  성취감 감소 1.00 4.00 2.426 .554 .063 -.155

합계 1.00 4.29 2.612 .601 .025 -.389

직무열의

헌신 1.00 5.00 3.630 .873 -.475 -.037

활력 1.00 5.00 2.850 .737 -.017 .405

몰입 1.00 5.00 3.519 .753 .029 -.021

합계 1.00 5.00 3.333 .660 -.171 .557

<표 5>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4.3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정

본 연구에서는 성별, 담임 여부, 학교 설립 유

형, 연령, 경력, 학교 , 학  수, 수업 시수 등

과 같은 사서교사의 인구통계학  특성들을 통

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

속변인의 향력을 확인하 다. 그리고 통제변

인으로 설정된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각 변

인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

다. 성별, 담임 여부, 학교 설립 유형은 독립표본 

t-test로, 연령, 경력, 학교 , 학  수, 수업 시

수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

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 다. 

4.3.1 성별

각 변인들에 한 성별 차이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문성 강화 기회(t=2.65, p<.01), 사

서교사에 한 평 (t=2.57, p<.05), 사회  지

원(t=3.20, p<.01)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

었다.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에 한 혼합연구  267

변인 성별 N 평균 표  편차 평균차 t p

문성 강화 기회
남 26 3.500 .585

.367 2.658**　 .008
여 279 3.132 .681

사서교사에 한 평
남 26 3.054 .492

.303 2.576* .010
여 279 2.751 .581

사회  지원
남 26 3.697 .764

.508 3.203** .002
여 279 3.189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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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성별에 따른 차이 검정

4.3.2 담임 여부

담임 여부에 따른 각 변인들에 한 차이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담임을 하는 경우가 

담임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사회  지원에 한 

평균이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t=-2.310, p<.05). 이는 담임 업무의 

특성상 학교조직, 리자, 동료교사와의 상호작

용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들과의 계가 더 요하다고 생각한 것

으로 단된다.

4.3.3 연령

각 변인들에 한 연령별 차이는 <표 8>과 같

다. 사서교사의 연령은 20 , 30 , 40 , 50  

이상으로 구분하 다. 소속감(F=4.63, p<.01), 

문 직업 정체성(F=5.13, p<.01), 문성 강

화 기회(F=3.15, p<.05), 사서교사에 한 평

(F=5.26, p<.01), 직무탈진(F=5.89, p<.01)

과 매개변인인 직무열의(F=7.94,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문성 강화 기회, 사서교사

에 한 평  모두 50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직무탈진에 해서는 20 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직무열의에 해서는 50  이

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  이상의 연령에

서 직무탈진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업무

에 한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으며 풍부한 경

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무탈진의 수 이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사후 분석에 한 평균차이 도표는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같다. 

4.3.4 경력 

각 변인들에 한 사서교사의 경력별 차이는 

<표 9>와 같다. 사서교사의 경력은 5년 이하, 5~ 

변인 담임 여부 N 평균 표  편차 평균차 t p

사회  지원
없음 278 3.200 .792

-.363 -2.310* .022
있음 27 3.563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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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담임 여부에 따른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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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령 N 평균 표  편차 F p 사후 검증

소속감

20 (a) 69 3.315 .677

4.638** .003 a, b, c < d

30 (b) 135 3.233 .720

40 (c) 86 3.316 .880

50  이상(d) 15 4.008 .789

합계 305 3.313 .777

문

직업

정체성

20 69 3.800 .568

5.137** .002 a, b, c < d

30 135 3.740 .465

40 86 3.829 .495

50  이상 15 4.268 .447

합계 305 3.805 .508

문성

강화

기회

20 69 3.101 .642

3.157* .025 a, b, c < d

30 135 3.125 .671

40 86 3.186 .692

50  이상 15 3.666 .723

합계 305 3.163 .680

사서

교사에 한

평

20 69 2.893 .529

5.269** .001 b, c < d

30 135 2.703 .568

40 86 2.719 .588

50  이상 15 3.234 .613

합계 305 2.777 .579

직무

탈진

20 69 2.680 .586

5.890** .001 d < a, b, c

30 135 2.670 .591

40 86 2.568 .595

50  이상 15 2.030 .487

합계 305 2.612 .601

직무

열의

20 69 3.212 .614

7.944*** .000 a, b, c < d

30 135 3.246 .638

40 86 3.450 .662

50  이상 15 3.992 .613

합계 305 3.333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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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그림 2>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소속감

<그림 3>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문 직업 정체성

<그림 4>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문성 강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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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사서교사에 한 평

<그림 6>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직무탈진

<그림 7> 연령에 따른 차이 

검정 - 직무열의

변인 경력 N 평균 표  편차 F p 사후 검증

소속감

5년 이하 (a) 110 3.345 .685

6.053** .001 a, b ,c < d

5~10년 (b) 57 3.054 .893

10~20년 (c) 127 3.335 .750

20년 이상 (d) 11 4.079 .791

합계 305 3.313 .777

문

직업

정체성

5년 이하 110 3.805 .507

3.786* .011 a, b ,c < d

5~10년 57 3.679 .544

10~20년 127 3.825 .475

20년 이상 11 4.221 .497

합계 305 3.805 .508

문성

강화

기회

5년 이하 110 3.122 .672

2.731* .044 a, b < d

5~10년 57 3.032 .689

10~20년 127 3.220 .659

20년 이상 11 3.606 .800

합계 305 3.163 .680

사서

교사에 한

평

5년 이하 110 2.904 .521

7.223*** .000 b, c < d

5~10년 57 2.571 .601

10~20년 127 2.719 .566

20년 이상 11 3.229 .708

합계 305 2.777 .579

직무

탈진

5년 이하 110 2.645 .596

5.054** .002 d < a ,b ,c

5~10년 57 2.792 .606

10~20년 127 2.546 .582

20년 이상 11 2.112 .484

합계 305 2.612 .601

직무

열의

5년 이하 110 3.246 .616

5.563** .001 a, b, c < d

5~10년 57 3.183 .735

10~20년 127 3.425 .634

20년 이상 11 3.919 .553

합계 305 3.333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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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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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20년, 20년 이상으로 구분하 다. 분

석 결과 소속감(F=6.05, p<.01), 문 직업 정체

성(F=3.78, p<.05), 문성 강화 기회(F=2.73, 

p<.05), 사서교사에 한 평 (F=7.22, p<.001), 

직무탈진(F=5.054, p<.05)과 직무열의(F=5.563,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매개변인인 직무열의는 20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종속변인인 직무탈진은 이와 반 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경험이 쌓여감에 따

라 문 인 지식과 기능, 태도도 함께 발달해 나

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사서교사의 경력

은 연령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후 분석에 한 평균차이 도표는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과 같다. 

4.3.5 학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 등 학

교 에 따른 차이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문성 강화 기회(F=3.31, p<.05)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증

에서 문성 강화 기회는 기타 학교보다 학교

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2016년도

부터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학교도서 을 심

으로 진로독서  도서 활용교육 등 다양한 

로그램과 연계되어 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디어와 정보 공유가 필요했을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부분의 교사들이 등학생과 고

등학생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

<그림 8>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소속감

<그림 9>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문 직업 정체성

<그림 10>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문성 강화 기회

<그림 11>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사서교사에 한 평  

<그림 12>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직무탈진

<그림 13> 경력에 따른 차이 

검정 -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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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교 N 평균 표  편차 F p 사후 검증

문성

강화

기회

등(a) 111 3.027 .639

3.312* .020 d < b

등(b) 77 3.307 .606

고등(c) 113 3.213 .748

기타(d) 4 2.791 .515

합계 305 3.163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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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학교 에 따른 차이 검정

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분야의 연수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후 분석에 한 평균차이 도표는 <그림 14>

와 같다. 

<그림 14> 학교 에 따른 차이 검정 

- 문성 강화 기회

4.3.6 학  수

18학  이하, 24학  이하, 36학  이하, 36

학  이상 등 학  수에 따른 차이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사회  지원에 해 통계 으

로(F=3.48,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증에서 사회  지원에 해 36

학  이상 학교보다 18학  미만 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  수가 작을수록 리

자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사후 분석에 한 평균차이 도표는 <그림 15>

와 같다. 

<그림 15> 학  수에 따른 차이 검정 

- 사회  지원

변인 학  수 N 평균 표  편차 F p 사후 검증

사회

지원

18학  이하 (a) 60 3.438 .675

3.489* .016 d < a

24학  이하 (b) 72 3.172 .889

36학  이하 (c) 113 3.284 .761

36학  이상 (d) 60 3.001 .752

합계 305 3.232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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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학  수에 따른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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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주당 수업 시수

주당 수업 시수에 따른 차이는 <표 12>와 같

다. 분석 결과 사서교사에 한 평 (F=2.53, 

p<.05)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증에서 사서교사에 한 평

에 해 10~16시간 수업 시수가 있는 사서교

사보다 17시간 이상 수업 시수가 있는 사서교

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을 통해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인 구성

원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서교

사가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수업 시수가 많은 사서교사일수록 

사서교사에 한 평 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 것으로 단된다.

사후 분석에 한 평균차이 도표는 <그림 16>

과 같다. 

<그림 16> 주당 수업 시수에 따른 

차이 검정 - 사서교사에 한 평

4.4 상 계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에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련 정

도와 방향을 악하기 해 Spearman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사

서교사들의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문성 

강화 기회, 사서교사에 한 평 , 사회  지원

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지고, 사서교사들

의 직무탈진이 낮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4.5 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논의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탈진과 직무열

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한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차를 통해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

성과 직무탈진 사이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살펴보

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변인 수업 시수 N 평균 표  편차 F p 사후 검증

사서

교사에 한

평

없음 (a) 75 2.705 .458

2.533* .040 d < e

5시간 이하 (b) 124 2.777 .617

5 ~ 10 시간 (c) 87 2.866 .575

10 ~ 16 시간 (d) 15 2.480 .704

17시간 이상 (e) 4 3.260 .556

합계 305 2.777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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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수업시수에 따른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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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문성 강화 기회 1 　 　 　 　 　 　

2. 소속감 .519** 1 　 　 　 　 　

3. 문 직업 정체성 .309** .457** 1 　 　 　 　

4. 사서교사에 한 평 .521** .472** .363** 1 　 　 　

5. 사회  지원 .655** .573** .329** .648** 1 　 　

6. 직무열의 .455** .562** .557** .424** .532** 1 　

7. 직무탈진 -.518** -.501** -.412** -.559** -.603** -.6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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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변인들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4.5.1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종속변인인 직

무탈진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의 표

화 계수 크기를 살펴보면 문 직업 정체성(β

=-.135, p<.01), 사서교사에 한 평 (β=-.225, 

p<.001), 사회  지원(β=-.300, p<.001) 순으로 

직무탈진과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5.2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매개변인인 직

무열의에 해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의 표

화 계수 크기를 보면 문 직업 정체성(β=.342, 

p<.001), 사회  지원(β=.262, p<.001), 소속감

(β=.210, p<.001) 순으로 직무열의와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β VIF

(상수) 5.269 .270 　 19.516 　

독립변인

소속감 -.083 .043 -.107 -1.927 .055 1.791

문 직업 정체성 -.159 .057 -.135 -2.777** .006 1.359

문성 강화 기회 -.098 .052 -.111 -1.897 .059 1.993

사서교사에 한 평 -.233 .060 -.225 -3.876*** .000 1.938

사회  지원 -.230 .051 -.300 -4.535*** .000 2.531

F = 22.004

R²= .496, adj. R² = .473

D/W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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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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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β VIF

(상수) -.295 .290 　 -1.016

독립변인

소속감 .179 .046 .210 3.856*** .000 1.791

문 직업 정체성 .445 .062 .342 7.207*** .000 1.359

문성 강화 기회 .038 .056 .039 .680 .497 1.993

사서교사에 한 평 .030 .065 .026 .462 .645 1.938

사회  지원 .220 .054 .262 4.044*** .000 2.531

F = 23.941 

R²= .517, adj. R² = .495

D/W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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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4.5.3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차를 통해 사서교사의 직무 특

수성과 직무탈진 사이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표 16>과 같다. 1단계에서 사

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문 직업 정체성(β=-.135, 

p<.01), 사서교사에 한 평 (β=-.225, p<.001), 

사회  지원(β=-.300, p<.001) 이 직무탈진과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

계에서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문 직업 정체성

(β=.342, p<.001), 사회  지원(β=.262, p<.001), 

소속감(β=.210, p<.001) 순으로 직무열의와 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에 한 

단계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변인 β t p β t p β t p

　 (상수) 　 19.516 　 -1.016 20.569　

독립변인

소속감 -.107 -1.927 .055 .210 3.856*** .000 -.027 -.505 .614

문 직업 정체성 -.135 -2.777** .006 .342 7.207*** .000 -.004 -.075 .940

문성 강화 기회 -.111 -1.897 .059 .039 .680 .497 -.096 -1.766 .078

사서교사에 한 평 -.225 -3.876*** .000 .026 0.462 .645 -.215 -3.986*** .000

사회  지원 -.300 -4.535*** .000 .262 4.044*** .000 -.200 -3.163** .002

매개변인 직무 열의 　 　 　 　 -.383 -.6.886 .000

종속변인 　 직무 탈진 　 직무 열의 　 직무 탈진 　

합도 통계량

F = 22.004
R²= .496 

adj. R²= .473
D/W = 1.964 

F = 23.941 
R²= .517

adj. R²= .495
D/W = 1.998

F = 27.078
R²= .567 

adj. R²= .546 
D/W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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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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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서교사에 한 평

(β=-.215, p<.001)과 사회  지원(β=-.200, p<.01)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5.4 매개효과에 한 유의성 검정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살펴보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sobel test 검증은 Z검증 통계치로 해석이 

가능한데 Z의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고, 유의수  .05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열의는 문 직

업 정체성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 계(Z= 

-4.953, p<.001)에서 완 매개 효과가 있었고, 사

회  지원은(Z= -3.501, p<.001)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18>과 같다. 

4.6 가설검증 결과  논의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문 직업 정체성, 

사서교사에 한 평 , 사회  지원이 부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담교사들의 직무탈진에 문직 정체성

이 유의미한 조 효과가 있었고(김정숙, 유

란 2010), 사회복지사의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

록 직무탈진이 감소한(안수경 2001) 선행연구

도 있었다.  허난설(2016)은 등교사의 직

무스트 스와 탈진과의 계에서 직업 정체성

의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듯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

이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사서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범 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직무탈

진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

록 직무탈진 수 이 낮게 나타나거나(이 만 

2012), 리자의 지원과 동료교사의 지원이 교

사의 직무탈진과 부  상 계가 있다(이채

향, 허진  2006; 이재일 2011)는 선행연구 결

구분 

비표 화 계수 t-통계량 sobel-통계량 　

model 1

(a)

model 2

(b)

간 효과

크기(a-b)
model 1 model 2 z값 S.E p 매개종류

독립 

변인

소속감 -.083 -.021 -.062 -1.927 -0.505 -3.383 0.018 0.001 효과 없음

문 직업 정체성 -.159 -.004 -.155 -2.777** -0.075 -4.953 0.031 0.000 완 매개

문성 강화 기회 -.098 -.085 -.013 -1.897 -1.766 -0.675 0.020 0.500 효과 없음

사서교사에 한 평 -.233 -.222 -.010 -3.876*** -3.986*** -0.460 0.023 0.645 효과 없음

사회  지원 -.230 -.153 -.077 -4.535*** -3.163** -3.501 0.022 0.000 부분매개

매개변인 직무 열의 　 -.349 　 　 -6.886***

종속변인 직무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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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매개효과에 한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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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구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은 직무탈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1-1 사서교사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기각

1-2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1-3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가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기각

1-4 사서교사에 한 평 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1-5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2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은 직무열의에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2-1 사서교사의 소속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2-2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2-3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가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2-4 사서교사에 한 평 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기각

2-5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3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3-1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소속감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3-2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완 매개)

3-3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문성 강화 기회와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3-4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에 한 평 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3-5 직무열의는 사서교사의 사회  지원과 직무탈진과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표 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

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김정은, 이상록(2018)은 직업존 감의 하 요

인인 사회  평 이 탈진에 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으며, 주변인들로부터 자

신의 직업에 한 사회  인정  평가가 탈진에 

향을 미친다는(박은정 2002; 고수정 2006; 

김녹 , 권오숙 2013) 연구결과는 사서교사에 

한 정  평 이 높을수록 직무탈진은 낮아

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사서교사에 한 정  평 은 사서교

사가 자 심을 갖고 열정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탈진에 한 부  향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직

무 특수성  문성 강화 기회와 소속감은 직

무탈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진화(2012)는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들이 

교육, 연수, 학회 등에 극 참여하고 자격증 취

득, 공부 모임, 공 분야의 학원 진학  타 

공 분야의 학부  학원 진학 등을 통해 

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탈진보호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도서 인 윤리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서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앞서 정성  연구에서는 소속감이 직무탈진에 

부  향을 주는 속성으로 악되었으나 정량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가설은 채택되지 않

았다. 사서교사들의 경우에는 소속감을 직무탈

진의 부  향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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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둘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소속감, 문 직업 

정체성, 사회  지원이 정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문 직업 정체성 정립이 자신의 직무에 한 확

신으로 이어져 궁극 으로 직무열의를 상승시

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Xanthoupoulou et al. (2008)은 

승무원을 상으로 동료지원, 자기효능감, 직무

열의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동료지원은 직

무열의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민석(2016)의 연구에서도 동료로부

터 도움을 받고 상사의 지원이 직무열의에 정

인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다.  조철호(2016)의 연구에서

는 소속감과 유사한 개념인 조직동일시가 직무

열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에 한 소속감은 사서교사들의 

자발 이고 능동 인 업무 수행에 정 인 계

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로 학교조직의 일

원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

받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활력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성 강화 기회는 사서교사의 직무

열의에 직 인 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상담자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해서 문

성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는 연구

결과(진두찬, 손은정 2015)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서교사가 독립된 공

간인 도서 에서 혼자 근무하는 특성으로 인하

여 스스로가 개인의 성장은 물론 도서  발 을 

해서라도 반드시 문성 향상을 해 노력해

야 하는 당연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여겨진다.  사서교사에 한 평 도 직무

열의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사람들의 사서교

사에 한 평가보다 사서교사 스스로 직업에 

한 사명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직무탈진과

의 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 문 직업 정체성과 사회  지원은 직무탈

진에 직 인 향을 주기도 하지만, 직무열

의를 거쳐 직무탈진에 향을 다는 것이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문 직업 정체성과 사

회  지원이 높아질수록 직 으로 직무탈진

이 감소하기도 하며, 직무열의를 통해 직무탈

진이 감소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다. 특히 

문 직업 정체성은 완 매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직무탈진에 한 직 효과보다는 

직무열의를 매개로 한 간 효과가 더 강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사회  지원은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자체가 직무

탈진을 감소시키는 직 효과뿐 아니라 직무열

의를 매개로 한 간 효과도 동시에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들의 직무탈

진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문 직업 정체성과 

사회  지원을 높이는 동시에 직무열의를 증가

시키는 것도 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다. 

5.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서교사들의 

직무탈진의 방과 감소를 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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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서교사들의 직무탈진을 완화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문 직업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문 직업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직무열

의도 높고 직무탈진도 감소했다. 사서교사 스

스로 교육  역할에 한 정체성이 부족한 것

은 학교도서 을 운 하는 인력 구성이 다양화

됨에 따라 구성원 간의 직무가 모호하여 갈등

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과 련이 있다. 한 사

서교사보다 사서가 더 많은 상황 속에 사서교

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하는 환 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사서교사의 정확한 직무 구분을 실행하

기 한 행정 , 제도 , 법  지원이 반드시 뒷

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사서교사의 직무탈진은 개인  차원의 

근이 아니라 사회  차원으로 확 하여 교육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에서 해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서교사에 한 비

난이나 평가 하는 자 심을 갖고 열정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사회 반 으로 학

교도서 의 요성  사서교사의 역할의 요

성을 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심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학교도서 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그 

효과가 증 될 것이다.

셋째, 리자의 경 철학과 사서교사에 한 

지원 정도, 동료교사와의 업 정도 등 직무탈

진이 사회  지원과 한 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사회  지원  동료의 지원이 높게 나타

난 은 학교도서 에서 교수학습의 트 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서교사들의 문성 강화를 해 각종 

연수기회를 확 하여 제공하고 이를 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 , 제도  뒷받침이 마련되

어야 한다.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부분 1인체제로 운 되는 학교도서 의 특성

상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에 한 한 피드백

도 필수 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

칙(보건복지부령 제673호, 2019. 10. 24. 일부개

정) 제20조에 따라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사서교사도 문성 향상  자격 유지,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최신 지식 습득  

직무역량 향상을 해 계속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 각종 연구회와 교원학습공

동체등의 기회를 통해 역량 강화를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사서교사와 신규 사서교사와

의 소통 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사

서교사의 연령과 경력이 낮을수록 직무탈진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사서교사의 연령과 경력

이 높아질수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습득된 경

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탈진이 완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 선배 교사로부터 문제 

상황에 하게 처하는 방식도 수받는다

는 측면을 볼 때(홍우림 2015), 선배 사서교사

와의 긴 한 계를 형성하는 극 인 처 

략을 통해 직무탈진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직무열의가 매개변인으로 사서교사

의 직무탈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

다. 사서교사의 직무탈진 방과 감소에 한 

노력과 함께 직무열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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