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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있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 대처

론

기술이 인간의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은 적극적 대처기술과

있는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질환이 산업재해 중에서 차

소극적 대처기술로 나눌 수 있다(Folkman & Lazarus,

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의 발표에

1980; 김정희, 1987). 적극적 대처기술은 고통을 일

의하면 과로 및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기타 업무관련

으키는 문제를 다스리거나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향된

성 질환은 1999년에는 집계가 되지 않은 반면 2000년

대처를 말한다. 이것은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적 해결

에는 138명, 2004년에는 294명으로 증가하였고, 직

책을 찾아 이득과 부담을 평가한 후 대안들 중에서 특

무스트레스가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될 수 있는 뇌심혈

정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관계질환자는 1999년 1,214명에서 2004년 2,285명

소극적 대처기술은 문제에 대해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으로 증가하였다(노동부, 각년도).

방향으로 지향된 대처를 말한다. 이것은 사건의 의미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직접 변화시키지는 않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

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의

지적 과정으로서 회피, 최소화, 거리 두기, 부정적 사

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였고, 2003년에는 사

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 찾기, 긍정적 비교 등을 하

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

는 것이다. 김선숙(1997)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술

질환 예방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교대작

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스트레스 결

업, 차량운전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하여

과를 초래하며, 또한 음주, 흡연, 과식 등의 부정적 행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작업

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차원에서

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도 업무능력의 저하, 태만, 이직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였다(노동부, 2003).

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습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과

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만족스런

환경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를 잘 관리하고 해결할 때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사업장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 및 관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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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무스트레스 중재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본 연구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1개 외국계 사업장의

한다. 직무스트레스 중재요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인구

근로자 전수인 5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동의

통계학적 특성, A형 성격 유형, 자기효능감, 통제신념,

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468부이었으며(회수율 93%),

자기존중심 등이 있으며, 환경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

이 중 부실하게 응답한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447명

지를 들 수 있다(강동묵 등 2005; 황순영, 2005).

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와 관련
2. 자료수집방법

된 요인으로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Bandura(1997)
는 이러한 신념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할 수

자료 수집은 2007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고형태, 스트레스와 같

행되었으며, 각 관리자들과 사원대표를 통해 두 차례에

은 정서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걸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의 비밀유지를 약속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

한 후 조사하였다. 관리자 및 부서 대표자를 통해 설문

로 보고되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의 지각에

지와 회신용 봉투를 배부하였으며 각 대상자가 자기기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낮추는 완화와

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배포된 회

관련되며, 인구학적 특성, 성격 유형, 통제신념 및 다

신용 봉투에 넣고 자신이 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른 내적 요인들과는 달리 성취 경험, 언어적 설득, 대
3. 조사도구

리 경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 가능한 내적 요인이
므로(황순영, 2005)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설문지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를 알아보는 것은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유용한 방

직무스트레스 정도, 직무스트레스 증상, 직무스트레스

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처기술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직종, 직급,

지금까지 수행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영옥,

2006;

근무경력, 근무형태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진형

1999; 조성연과 구현아 2005; 황순영, 2005), 자기

자기효능감은 한혜진(2002)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

효능감과 대처기술에 대한 연구(김윤정, 2000; 민소영

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과 정승교, 2006; 이미선, 2003; 전윤정, 2004), 자

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 문항으

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손민옥, 2004;

로,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금선, 2005),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과 직무스트레

120점 만점의 문항이다. 일부 문항을 역변환 처리하였

스 증상에 대한 연구(이경숙 등, 2002)들이 많이 진행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되었으나 이는 모두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 또는 교사

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는 0.79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

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한국산업안전공단(2006)에서

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대상으로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자

이 도구는 물리적 환경(3문항), 직무요구(8문항), 직무

기효능감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트레스 대

자율(5문항), 관계갈등(4문항), 직무불안정(6문항), 조

처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

직체계(7문항), 보상부적절(6문항), 직장문화(4문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등의 43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스트
레스 점수는 일부 문항을 역변환 처리하여 각 영역별로

Ⅱ. 연구 방법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
1. 연구대상

다. 산출된 점수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규준을 마련
하기 위해 전국 근로자의 중앙값이 포함된 4분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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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남녀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기본형 참고치’와 비교

상인 경우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으로 중앙값 미만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정도의 Cronbach's

경우를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으로 하였으며, 그 차이는

α는 0.82이었다.

Chi-square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증상(Worker's Stress Response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의 직무스트레스 정도, 직무스트

Inventory: WSRI)은 우종민(2004)의 연구에서 사용

레스 증상,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의 차이는 t-test를

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증상(8문항), 신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증상(9문항), 분노증상(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

점 척도로서 총 22개 문항의 88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트레스 대처기술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직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높음을

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증상의 Cronbach's

트레스 대처기술도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α는 0.95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영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Lazarus 등(1985)이 개발한 68개 문항의 대처방식

군과

척도 개정판을 토대로 박주영(1995)이 개발한 도구를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낮은

군으로

나누어

multiple

stepwise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극적 대처기술(문제중심 대처
및 사회적 지지 추구)과 소극적 대처기술(정서적 대처

Ⅲ. 연구 결과

및 소망적 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24문항 4점 척도로서 96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의 Cronbach's α

자기효능감 점수는 59점에서 108점까지 분포하였으

는 0.63이었다.

며 중앙값인 81을 기준으로 하여 81점 이상을 자기효
능감이 높은 군으로 81점 미만을 자기효능감이 낮은

4. 분석방법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성별, 직종, 근무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을 자기효능감

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별 빈도와 분포는 비슷한

의 중앙값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후, 중앙값 이

양상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은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계
성별
직종
연령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

남성
여성
사무직
생산직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4년 이하
5～9년
10년 이상
미혼
기혼
일반사원
관리급
정상근무
교대근무

314(70.2)
133(29.8)
85(19.0)
362(81.0)
160(35.8)
203(45.4)
84(18.8)
261(58.3)
116(26.0)
70(15.7)
170(38.0)
277(62.0)
348(77.9)
99(22.1)
218(48.8)
229(51.2)

N(%)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154 (49.0)
70 (52.6)
42 (49.4)
182 (50.3)
72 (45.0)
97 (47.8)
55 (65.5)
128 (49.0)
54 (46.6)
42 (60.0)
80 (47.1)
144 (52.0)
168 (48.3)
56 (56.6)
108 (49.5)
116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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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160 (51.0)
63 (47.4)
43 (50.6)
180 (49.7)
88 (55.0)
106 (52.2)
29 (34.5)
133 (51.0)
62 (53.4)
28 (40.0)
90 (52.9)
133 (48.0)
180 (51.7)
43 (43.4)
110 (50.5)
113 (49.3)

x²

p

0.481

0.488

0.021

0.886

10.004

0.007

3.445

0.179

1.023

0.312

2.119

0.146

0.05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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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에서는 40세 이상이 65.5%로 가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에서 자기효능감이 낮

장 많았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에서는 29세 이하 연

은 군 보다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2>.

령이 55.0%로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1>.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

및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은 전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보다

체 직무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

전체 직무스트레스 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영역으로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은 전체적인 직무 대처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술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은 물리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며,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은 전체 직무스트레스

<표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43.3± 7.2
38.7±16.2
45.7±14.0
51.5±14.4
34.8±11.8
52.9±14.9
45.3±12.5
41.7±11.2
35.6±14.5

직무스트레스
- 물리적 환경
- 직무요구
- 직무자율
- 관계갈등
- 직무불안정
- 조직체계
- 보상 부적절
- 직장문화

(M±SD)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47.1± 6.7
43.2±16.4
50.0±13.2
53.5±11.7
39.3±11.5
53.0±12.9
49.4±11.5
47.2±12.1
41.0±13.9

t
-5.771
-2.927
-3.326
-1.604
-4.130
-0.048
-3.621
-4.956
-3.989

<표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직무스트레스 증상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 적극적 대처기술
- 소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11.2±10.9
65.0± 4.3
34.7± 2.9
30.3± 2.9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20.1±14.3
63.4±3.58
32.9±2.68
30.5±2.49

(M±SD)
t
-7.339
4.322
6.703
-0.567

<표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성별
직종
연령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

남성
여성
사무직
생산직
20세 이하
30～39
40세 이상
4년 이하
5～9년
10년 이상
미혼
기혼
일반사원
관리직
정상근무
교대근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12.0±11.7
9.7± 8.8
15.3±12.5
10.3±10.4
10.8±10.8
12.0±11.6
10.4±10.1
10.1± 9.8
13.4±13.0
12.0±11.1
11.1±11.3
11.3±10.7
10.2±10.3
14.3±12.2
12.3±11.8
10.2±10.0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20.1±13.5
20.1±16.3
27.3±15.8
18.3±13.3
19.7±15.4
21.6±13.8
15.6±11.1
18.5±14.2
21.5±13.8
24.3±14.9
20.7±17.0
19.6±12.1
19.2±14.0
23.5±14.9
22.0±15.8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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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0
0.004
0.001
0.110
0.000
0.962
0.000
0.000
0.000

p
0.000
0.000
0.000
0.571

(M±SD)
t
-5.680
-4.644
-3.897
-6.383
-4.114
-5.344
-2.148
-5.562
-3.217
-3.961
-4.290
-6.035
-6.805
-3.358
-5.142
-5.308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35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대처기술과 적극적 대처 기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능감이 낮은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나타났다<표 3>.
6.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남성 및 여성의 기준
성별, 직종, 연령,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

에 따라 상위 50% 이상과 하위 50% 미만으로 나누었

형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자기효능감이 높

으며 이에 따른 두 집단의 직무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

은 군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직무스트

았다. 그 결과, 상위 50% 이상 그룹과 하위 50% 미

레스 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만 그룹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
이 낮은 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증상을 더 적게 경험하였
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7.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적극적인 대처기술은 대상자의 성별, 직종, 연령, 근
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 모두에서 자기효능
감이 높은 군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사이에 유의한

적극적 대처기술은 상위 50%이상 그룹과 하위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 대처기술은 성별, 직종, 연령,

50%미만 그룹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형태 전반에 걸쳐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자기효

그러나 소극적 대처기술은 상위 50%이상 그룹과 하위

<표 5>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남성
여성
사무직
직종
생산직
29세 이하
연령
30～39세
40세 이상
4년 이하
근무
5～9년
경력
10년 이상
미혼
결혼
상태
기혼
일반사원
직급
관리직
정상근무
근무
형태
교대근무
* p<0.05, ** p<0.01
성별

자기효능감
높은 군
35.1±2.5
33.9±3.4
34.6±2.7
34.7±2.9
34.8±2.8
34.7±2.6
34.6±3.4
34.7±2.8
33.6±2.6
36.0±2.8
34.8±2.7
34.6±3.0
34.4±2.8
35.4±2.8
34.8±2.9
34.6±2.8

적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낮은 군
33.5±2.5
31.6±2.6
32.8±2.8
33.0±2.7
33.2±2.7
32.8±2.7
32.7±2.6
33.1±2.6
32.1±3.1
33.9±1.9
33.2±2.6
32.7±2.7
32.9±2.7
33.0±2.8
33.2±2.5
32.7±2.9

t
5.587**
4.340**
3.070**
5.943**
3.493**
3.493**
2.743**
4.754**
2.893**
3.520**
3.916**
5.507**
5.131**
4.365**
4.316**
5.159**

자기효능감
높은 군
29.9±2.7
31.2±3.1
30.0±2.7
30.4±2.9
30.1±2.6
30.0±2.7
31.1±3.5
30.2±2.9
30.5±3.2
30.4±2.7
30.1±2.5
30.4±3.1
30.4±2.8
29.9±3.1
30.2±2.8
30.4±3.0

(M±SD)
소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낮은 군
30.0±2.5
31.5±2.1
30.5±2.8
30.4±2.4
30.0±2.8
30.7±2.2
31.0±2.5
30.3±2.5
30.7±2.5
30.5±2.3
30.2±2.8
30.6±2.2
30.6±2.5
30.0±2.7
30.3±2.5
30.6±2.4

<표 6>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

직무스트레스

상위 50% 이상
하위 50% 미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17.9±11.6
10.4±10.6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26.1±15.3
17.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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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83
-0.638
-0.732
-0.270
-1.978
2.432
0.246
-0.360
-0.362
-0.233
-0.293
-0.567
-0.448
-0.131
-0.267
-0.543

(M±SD)
t
-4.038
-2.429

p
0.00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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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상위 50% 이상
하위 50% 미만
* p<0.05, ** p<0.01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높은 군
33.2±2.8
34.9±2.8

적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낮은 군
31.5±2.8
33.5±2.4

t
2.482*
5.166**

(M±SD)

자기효능감
높은 군
31.2±3.8
30.2±2.7

소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낮은 군
30.4±2.3
30.5±2.6

t
1.154
-0.964

50%미만 그룹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직무스트레스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적극적 대처 기술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정
8. 직무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 성별, 경력이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남성인 경우, 근무경력이

직무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길수록 적극적 대처 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대

기 위하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직무

처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직무스트레스 정

스트레스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stepwise

도, 자기효능감이었다. 즉, 여성인 경우, 직무스트레스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 정도,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

자기효능감, 직종, 직급,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다. 즉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사무직인 경우와 직급이 관리직인 경우, 연

Ⅳ. 논

의

령이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직무스트레스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증상과 직무스트레스

<표 8> 직무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
직종(사무직)
직급(관리직)
연령

대처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β
Partial R²
p
0.355
0.158
0.000
-0.255
0.070
0.000
-0.234
0.058
0.000
0.196
0.024
0.000
-0.140
0.017
0.001
R²=0.327 F=42.797 p=0.000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
은 군보다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적게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
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낮으

9.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며(문양호와 김완일, 2006; 조성연과 구현아, 2005),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이영옥, 2006; 임진형, 1999).

펴보기 위하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표 9> 직무스트레스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극적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정도
성별(여성)
경력

소극적 대처기술

성별(여성)
직무스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

β
0.320
-0.304
-0.164
0.084
R²=0.320
0.219
0.197
0.096
R²=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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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R²
0.194
0.090
0.029
0.007
F=52.047
0.059
0.026
0.008
F=15.073

p
0.000
0.000
0.000
0.035
p=0.000
0.000
0.000
0.048
p=0.000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술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기술을 많이

다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

사용한다는

타났다. 그러나 직무자율과 직무불안정은 유의한 차이

(2003)의 연구와 자기효능감이 소극적 대처기술에는

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김윤정(2000), 문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직무스트레스 증

김민정(2003),

김윤정(2000),

이미선

양호와 김완일(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상을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이 낮은 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낮았다.

직무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적

이 낮은 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낮았다.

게 느끼므로 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증상도 낮게 나타

이는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정도와는 관계없이 직

난 것으로 생각된다.

무스트레스 증상을 감소 또는 조절하는 데 중요하게 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직무스트레스 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처기술을 비교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능감이 낮은 군보다 적극적 대처기술이 유의하게 높았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다.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문제가 통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적극적 대처기술이 높

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적극적 대처기술을 사용하

게 평가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소극적 대처기

고,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소극적 대처기술을

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은

직무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 직종, 직급, 연령이었다. 즉

판단과 확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기술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

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록, 사무직인 경우와 직급이 관리직인 경우, 연령이 낮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

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

무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면 성별, 직종, 연령, 근무경

레스 증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보다

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는 직무관련특성인 직무스트레스 정도, 직종, 직급인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직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

무스트레스 증상을 유의하게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

스 증상 조절에 대한 신념이 감소되어 잘 관리하지 못

타났다. 이것은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건 간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스트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증상 감소에 유의하게 영향

레스 증상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이는 이경숙 등

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2002)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

자신의 건강증진행위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신념

록 불안과 우울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와 다른 결과를

정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스트

나타내었다.

레스를 잘 관리하여 신체적 및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정

적극적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

도가 낮다는 Jex와 Bliese(1999)의 연구 및 한금선

감, 직무스트레스 정도, 성별, 경력이었다. 즉 자기효능

(200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남성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

경우, 경력이 많을수록 적극적 대처기술이 높게 나타났

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살펴보면, 성별, 직종, 연령, 근

다. 자기효능감이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적으로 유의

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 상관관계가 있고(신영희, 1993; 탁진국과 한덕웅,

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199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과 조력추구

적극적 대처기술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문양호와 김완일, 2006; 신

타난 반면, 소극적 대처기술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영희, 1993), 문제중심 대처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갖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신영희, 1993)의 결과를

고 있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에서 적극적 대처기

지지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중간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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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처를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면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자기효능감 증진

두 가지 대처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손민옥(2004)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 증상, 대처기

연구결과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적극

술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

적 대처기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극적 대처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직
무스트레스 정도, 자기효능감 이었다. 즉 여성인 경우,

Ⅴ. 결론 및 제언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직무스트레스 대처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정도가 자기효능감에 따라

기술에는 성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윤영애

직무스트레스 증상과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어떻게

(2001)의 연구 및 신현숙과 구본용(2001)의 연구와는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2007

일치한 반면, 대처기술과 성별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라남도 1개 사업장에

않았다는 김윤정(2000), 김희수(2000), 전윤정(2004)

근무하는 근로자 총 503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별에 따른

응답설문지는 대상자의 비밀유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대처기술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

개별 봉투에 밀봉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

468부 이었으며, 이 중 부실하게 응답한 21명의 자료

록 소극적 대처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손민옥(2004)의

를 제외한 4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와 동일하였으나, 소극적 대처기술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이미선(2003)의 연구

1.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와 정서중심 대처방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탁진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국과 한덕웅(199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었다.

났다. 세부영역별로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관계

본 연구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에서 자기효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유의하

해야 하는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결

게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직

2.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보다

무스트레스 증상이 낮았으며, 동시에 적극적 대처기술

직무스트레스 증상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 적극적
대처기술은 유의하게 높았다.

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의 근
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효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

능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적응

무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면 성별, 직종, 연령, 근

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직무스

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의 모든 영역에

트레스로 인한 증상과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에 영향을

걸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주는 것도 자기효능감이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군보다 직무스트레스 증상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유

증가시켜 문제 중심의 대처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는

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적용

4.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직

하는 것이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에 도움

무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살펴보면 성별, 직종, 연령,

이 될 것이다.

근무경력, 결혼상태, 직급, 근무형태의 모든 영역에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걸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군보다 적극적 대처기술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의

으며, 소극적 대처기술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

저하, 이직, 근무태만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

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

보이지 않았다.

감이 높은 군에서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직무스트

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레스 증상이 적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대처기술

직무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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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에서 자기효능감이

김윤정 (2000).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

높은 그룹이 자기효능감이 낮은 그룹보다 직무스트

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레스 증상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

6.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별로 자기효능감에 따른

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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