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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ffect of work environment and work-related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employees. 
It further sought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employees’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might be improved.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of work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 obsession, depression, working 
burden is related to the obsession, depression, concern. The lower parts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working 
burden effects every factors. Furthermore, levels of financial compensation and working stability also seemed to have 
adverse affects on mental health. Secondly, excessive working hours and duty trouble have lots of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mental health. The lower parts of working stress: excess working hours, duty trouble, and imprecise responsibilities 
affects the mental health. Especially, the excessive working hours affected all nine parts of mental health level which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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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산업 사회의 변화는 많은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

에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아동

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장기 아동

은 적절한 의식주 생활을 통해 생리적, 문화적 욕구를 충

족해야 한다.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충분한 물질적, 
정서적 부적 체험으로 인해 성장 후 야기될 수 도 있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

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공간이나 교사인력의 부족 

등 빈약한 여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윤영미, 이완정, 2008).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2004년 12월 9일 법제화

가 되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061-750-3671, Fax: 061-750-3169
  E-mail: parkok@sunchon.ac.kr



2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5호 2010

- 806 -

는 895개소에서 2007년 12월 기준 2618개소 76,229명이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3,472
개소에 이용 아동 수는 97,926명에 이른다(지역아동정보

센터, 2009).
이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과 열

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지역아

동센터 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강이석, 
2007).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과다한 업무, 
승진기회의 불투명성,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하여 교

사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직무활동에 대한 욕구가 감소

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

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서영, 2006). 이러한 상

황들이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역아동센터 종사

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

은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자신의 역할문제, 보수문제. 직
무 만족도 등과 같은 직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현숙, 2007).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개인이 적절하게 대처하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감소되지만(임승락 외, 2000) 교사가 경험

하는 스트레스는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와 질에도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게 되므로(김보들망, 신혜영, 2000), 보다 효율적

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올바로 파악하

고 이를 예방,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아동센터가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

사자들이 그들의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인식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직무환경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직무환경 및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

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정서 안정에 더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이 정신건강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환경의 정의

직무환경의 의미를 정의하기 앞서, 흔히 사용되는 근무, 
업무, 직무, 세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근무란 ‘직장에 

종사한다’는 의미이며 업무는 ‘맡아서 하는 일’ 이라고 나

와 있다. 그런데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혹은 맡은 일’이라고 나와 있다. 사전

적 정의를 보면 직무와 업무의 차이는 명백해진다. 단순히 

맡은 일이 아닌, 직무란 책임을 져야할 자신의 직책에 맡겨

진 의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차원인 것이다. 
환경이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널리 ‘생물이 생활하는 

장소’라고 풀이하고 보통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를 말 한

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영어의 환경이란 말, 즉 

Environment의 어의를 사전의 내용과 어휘 분석으로 살

펴보면 생물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종국적으로 그것

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

인의 복합체라고 풀이하고 있다(정은주, 2009). 즉, 환경

을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물리적인 환경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 속

에 존재하는 사물 등을 의미하고, 심리적인 환경은 인간

과의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다(이상섭, 1991). 
직무환경은 조직 구성원들의 경험과 행동에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의 총체로서 내부적, 외부적 조

건의 총체를 나타내며 조직구성원과 함께 환경에 대한 대

응방식에서 표출된 특정조직이나 하위조직에 대하여 지

각할 수 있는 고유의 속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며(구자대, 
1990). 물리적 배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조직구성

원의 고객이나 외부인에 대한 행동 등에 의한 전체적인 

느낌, 보수이외의 근무조건, 근무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총칭하기도 한다(박은정, 
2003). 이렇듯 직무환경이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

경으로 조직 환경이라고도 하는데 포괄적이며 주관적이

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강이석, 2007; 김성필, 1998; 신유근, 1990).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학습지도, 상담, 행정업

무, 체험활동, 급식 및 야간보호, 지역연계 등 종합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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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모두 담당해야하므로 양적인 직무 과다로 직무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개인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김성필, 
1998), 지역아동센터에 있어 시설의 물리적 환경 외에도 

아동과 보호자 등 인적 환경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으로 승진, 안정성, 금전

적 보상, 동료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아동관의 관

계, 직무부담, 시설여건으로 구분하였다.

2. 직무 스트레스 정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용어로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직업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 등 여러 가지

로 사용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

무와 관련한 위협적인 환경 특성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는 환경이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김영락, 임영규, 2009).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과업특성,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리더십, 의사결정 참여 등이다(양춘희, 권용만, 
2005).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고 연구자 

마다 요인선택을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역

할변인 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를 스트레스 요

인으로 보았으며(김지희, 2008; 이선규, 1991; 박선주, 
2004),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갈등은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기대

가 개인에게 동시에 주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역할갈등이 커지며, 직무 스트레스가 커

지게 되며, 직무만족이 낮아지게 된다. 
둘째, 역할모호성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영역과 

직무목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생성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사나 문서화된 규칙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역할과다란 조직 구성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대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직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어떤 일을 보다 급하게 하거나 주

의를 기울이지 못하게끔 강요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보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

으며, 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업무

부담 및 인사제도의 개선, 이직자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경

주되어야 한다(정서영, 2006).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당

면 문제들은 직무만족과 직무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 및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중요

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모호성으로 구분하

였다. 

3. 정신건강의 정의

정신건강에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행복감, 만족감, 안정감, 주관적 삶의 질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주희, 
2009). 정신건강이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적

응하는 개인의 통합된 성격 발달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

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이 생활환경 속에서 여러 행동으

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동들이 개인의 성격 속에서 통합

되어 건전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은 삶의 만족감,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의

미 등의 주관적 삶의 핵심이 된다(안영미, 2003). 
Keyes(2002)는 정신건강의 지표로 주관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사용하였고, 정신질환의 지표로 우울, 
불안, 공황장애, 알콜 의존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데,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내적 통제, 정신적 안정성과 적

응성을 가지고 있으며(김연중, 1998; 양덕희, 1998),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개인적 좌절, 우울수준 및 불안 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원, 1995; Schafer, 1997; 
Wright, Frost, & Wisecarver, 1993).

Kilander는 정신건강을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며, 
잘 적응하고 알맞게 만족하고 능률과 행복을 누릴 수 있

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안녕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측면은 물론 음주행

동이나 약물복용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의 문제를 포함시

켰다(차승은, 2005).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적응할 수 있

는 일련의 습관을 가지며 환경의 어떤 특정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순응시키고 성취를 추구함에 있어 지속적

인 인내심이 있고 능동적이며 생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

으며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조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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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용, 김기중, 1993; Glasser, 2003). 
이를 정리하면 정신건강이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긍정

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통합된 성격발달이라 할 수 있으

며,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이 생활환경 속에서 여

러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정신건강이란 삶의 만족감, 긍
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삶의 의미 등의 주관적 삶의 핵

심이 된다(안영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 하위요인으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
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영역의 심리

적 증상으로 구분하였다.

4.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

직무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

하면(권용만, 2005), 직장에서 직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구조의 특성이나 직무와 역할이 복잡해질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심화는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소 중 직업적 역할과다와 보상(보

수)체계 요인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정각, 2006),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연

구에서도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송유미, 2005).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대되는 역할과 업무가 지나치게 다양한 경

우 혼란과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례, 
2003). 

오민정(2003)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각 개인의 

지각은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또한 반영되므로 교사가 속한 사무실의 물리적․심

리적 환경요인은 스트레스나 혼란 등의 심리적 상태를 통

하여 직무수행의 효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직무수행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 불유쾌한 환경적 조건은 잠재적으

로 해롭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스트레스 인자가 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간섭을 받게 되고 짜증과 분노에 대

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개인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유기현(2001)은 근로자의 환경요인인 노동의 

성질, 노동시간, 근로의욕의 자극요건, 근로집단, 감독기

법, 기업특성, 개인차이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

하면(정유찬, 2007),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보다 정신건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강혜련(2009)의 연구에서도 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

모호 순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현숙(2007)의 연구에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공분산구조분석결과를 보면, 사회심리적 

요인의 인지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모두 정신적 건강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무역할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비해서 불충분하고 모호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 불안증상과 같은 정서적 고

통의 호소는 직무 자체의 특성 보다 주변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이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락 외, 2000).
이를 정리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신건강을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순천, 광양, 
여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77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조사는 먼저 지도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순천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8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

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삭제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아동

센터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요청에 응한 종사자를 대상

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는 40명(18.9%), 여자는 

172명(81.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명

(10.4%), 31-40세가 72명(34.0%), 41-50세가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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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51세 이상이 25명(11.8%)이다. 직위별로는 시

설장이 69명(32.5%), 실무교사가 75명(35.4%), 복지교사

가 66명(31.2%)이었으며, 근무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63
명(29.7%), 1년 이상～2년 미만이 57명(26.9%), 2년 이

상～3년 미만이 32명(15.1%), 3년 이상～5년 미만이 37
명(17.5%), 5년 이상이 23명(10.8%)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지역별 분포는 순천지역이 90명(42.5%), 광양지역이 

45명(21.2%), 여수지역이 77명(36.3%)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환경 검사지는 Smith, 
Kendall 와 Hulin(1969)에 의해 개발된 Job Descriptive 
Index(JDI)에 바탕을 두고 김성필(1998)이 재구성한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설문지 구성은 승진 2문

항, 안정성 2문항, 금전적 보상 2문항, 동료관계 4문항, 
아동관계 2문항, 보호자관계 2문항, 직무부담 4문항, 시

설여건 6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

환경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83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검사지는 Jayaratne(1983)가 개발한 척

도를 유숙자(1999)가 수정한 것을 참고하여 정서영

(2005)이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질문

지는 역할요인에 따른 측정으로 역할갈등 4문항, 역할모

호성 5문항, 역할과다 5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검사지는 김재환, 김광일, 원호택(1984)이 한

국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한 SCL-90-R (간이정신진단검

사)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9개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 등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9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PC Win(ver. 1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각 적재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 검증에서 사용된 유의 수준은 .05이

였다. 

Ⅳ. 연구결과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 요인과 정신건강 간

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이, 직무환경과 정신건강

(r=-.41), 직무환경과 편집증(r=-.41)로 높은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직무환경과 신체화(r=-.35), 직

무환경과 강박증(r=-.37), 직무환경과 대인예민증(r=-.30), 
직무환경과 우울증(r=-.38), 직무환경과 불안(r=-.37), 직

무환경과 적대감(r=-.37), 직무환경과 공포불안(r=-.32)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의 하위요인과 정신건강 하위요인 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보호자관계와 강박증(r=-.53), 보호자관계와 

우울증(r=-.47), 직무부담과 강박증(r=-.46), 직무부담과 

불안(r=-.44)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정리하면, 직무환경과 정신건강에는 서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 관계, 직무부담이 

정신건강의 강박증, 우울증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직무부담이 높을

수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은 나빠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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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환경
승진 안정성

금전적

보상

동료와

관계

아동

관계

보호자

관계

직무

부담

시설

여건

정신

건강
-.41** -.22** -.25** -.20** -.15* -.22** -.41** -.44** -0.05

신체화 -.35** -.19** -.17** -.20** -0.12 -.15** -.27** -.41** -0.09

강박증 -.37** -.23** -.22** -.25** 0.01 -.27** -.53** -.46** 0.02

대인

예민증
-.30** -.18** -.18** -.13* -0.07 -.21** -.37** -.37** 0.01

우울증 -.38** -.22** -.28** -.22** -.13* -.21** -.47** -.42** 0.03

불안 -.37** -.17** -.24** -.17** -0.13 -.20** -.36** -.44** -0.03

적대감 -.36** -.20** -.15* -.14** -.19** -.28** -.29** -.32** -0.09

공포

불안
-.32** -.15* -.19** -0.12 -.23** -.15** -.29** -.31** -0.03

편집증 -.41** -.25** -.30** -.17** -.24** -.16** -.33** -.33** -0.12

정신증 -.34** -.15* -.22** -.14* -0.11 -0.12 -.28** -.36** -.14*

* p < .05  ** p < .01

<표 1> 직무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자료의 정규성 분포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나
타난 결과는 다중공선성의 경우 변수 간 상관계수의 값이 

모두 .60이하로 나타났다. Tolerance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평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모두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직무환경이 정신건강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직무환경이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인 강박증 .42, 우울증 .36, 불안 .27, 편집증 .24, 대
인예민증 .23, 신체화 .20, 정신증 .19, 공포불안 .17, 적

대감 .1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화 요인에는 보호자관계(

=-.19) 요인과 직무부담(=-.41) 요인이 부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증 요인에는 승진(=-.14), 보

호자관계(=-.42), 직무부담(=-.44) 요인이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금전적 보상(=.14), 동료와 관계(=.13) 요인

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예민증 요인에는 금전적 보상(=.20) 요인이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자관계(=-.306)와 직무부담(
=-.38)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 요인은 아동관계(=.15)와 시설여건(=.14) 요인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성(=-.18), 
보호자관계(=-.39), 직무부담(=-.40) 요인은 부적 영향

을 보이고 있다. 불안 요인에는 금전적 보상(=.15)요인

만이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안정성(=-.18), 보호자관계

(=-.26), 직무부담(=-.45)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감 요인에는 보호자관계(=-.18)
와 직무부담(=-.26) 요인만이 부적영향을 미쳤다. 

공포불안 요인에는 아동관계(=.16) 요인이 정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료와 관계(=-.20), 보호

자관계(=-.28), 직무부담(=-.28) 요인은 부적영향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증 요인에는 안정성(
=-.18), 동료와 관계(=-.15), 보호자관계(=-.28), 직무

부담(=-.31)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관계(
=.21) 요인은 정적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신증 요인에는 

아동관계(=.19) 요인만이 정적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성(=-.17), 보호자관계(=-.23), 직무부담(=-.38)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관계와 직무부담 요인은 정신건강의 모든 하위 

요인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부담이 적을수록 적대감, 신
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증, 우울증, 불안, 공포불안, 편집

증, 정신증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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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change F p B  t p

신

체

화

승진

.20 7.45 .000

-.08 -.10 -1.36 .173

안정성 -.07 -.08 -1.18 .236

금전적 보상 .07 .07 .92 .358

동료와 관계 -.00 -.01 -.15 .881

아동관계 .11 .13 1.71 .088

보호자관계 -.13 -.19 -2.46* .015

직무부담 -.30 -.41 -5.59** .000

시설여건 -.02 -.02 -.33 .735

강

박

증

승진

.42 19.69 .000

-.14 -.14 -2.08* .038

안정성 -.10 -.09 -1.54 .124

금전적 보상 .17 .14 2.07* .039

동료와 관계 .13 .13 2.17* .031

아동관계 .06 .06 .94 .344

보호자관계 -.36 -.42 -6.34** .000

직무부담 -.40 -.44 -7.11** .000

시설여건 .12 .09 1.57 .118

대

인

예

민

증

승진

.23 8.76 .000

-.12 -.13 -1.78 .076

안정성 -.08 -.09 -1.26 .207

금전적 보상 .21 .20 2.53* .012

동료와 관계 .01 .01 .27 .786

아동관계 .06 .07 .90 .366

보호자관계 -.23 -.30 -4.00** .000

직무부담 -.30 -.38 -5.30** .000

시설여건 .11 .10 1.49 .136

우

울

증

승진

.36 15.63 .000

-.09 -.08 -1.23 .218

안정성 -.20 -.18 -2.70** .008

금전적 보상 .19 .14 1.93 .054

동료와 관계 -.07 -.06 -1.00 .317

아동관계 .17 .15 2.19* .029

보호자관계 -.38 -.39 -5.69** .000

직무부담 -.41 -.40 -6.23** .000

시설여건 .21 .14 2.34* .020

불

안

승진

.27 1.77 .000

-.05 -.06 -.87 .382

안정성 -.16 -.18 -2.54* .012

금전적 보상 .16 .15 2.00* .047

동료와 관계 -.02 -.02 -.35 .721

아동관계 .10 .12 1.61 .107

보호자관계 -.20 -.26 -3.58** .000

직무부담 -.34 -.45 -6.43** .000

시설여건 .07 .06 1.02 .306

<표 2>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이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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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change F p B  t p

적

대

감

승진

.15 5.64 .000

-.08 -.11 -1.38 .168

안정성 -.01 -.01 -.22 .823

금전적 보상 .08 .09 1.16 .246

동료와 관계 -.06 -.08 -1.10 .271

아동관계 -.04 -.05 -.65 .513

보호자관계 -.12 -.18 -2.35* .019

직무부담 -.17 -.26 -3.43** .001

시설여건 .02 .02 .32 .746

공

포

불

안

승진

.17 6.56 .000

-.05 -.05 -.72 .470

안정성 -.08 -.09 -1.20 .230

금전적 보상 .12 .11 1.43 .152

동료와 관계 -.18 -.20 -2.80** .006

아동관계 .13 .16 1.99* .047

보호자관계 -.21 -.28 -3.56** .000

직무부담 -.22 -.28 -3.82** .000

시설여건 .08 .07 1.03 .301

편

집

증

승진

.24 9.25 .000

-.11 -.13 -1.73 .084

안정성 -.15 -.18 -2.53* .012

금전적 보상 .13 .13 1.74 .083

동료와 관계 -.13 -.15 -2.19* .029

아동관계 .16 .21 2.71** .007

보호자관계 -.19 -.28 -3.70** .000

직무부담 -.22 -.31 -4.39** .000

시설여건 -.01 -.01 -.15 .874

정

신

증

승진

.19 7.33 .000

-.05 -.06 -.83 .404

안정성 -.14 -.17 -2.27* .024

금전적 보상 .14 .13 1.70 .089

동료와 관계 .01 .00 .10 .919

아동관계 .16 .19 2.42* .016

보호자관계 -.17 -.23 -3.03** .003

직무부담 -.28 -.38 -5.23** .000

시설여건 -.10 -.09 -1.3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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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1)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3>과 같이 직무스트레스와 정신

건강(r=.59), 직무스트레스와 신체화(r=.55), 직무스트레

스와 편집증(r=.55),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증(r=.55), 직무

스트레스와 강박증(r=.54), 직무스트레스와 대인 예민증

(r=.45),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r=.52), 직무스트레스와 

불안(r=.58), 직무스트레스와 적대감(r=.48)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역할갈등과 강박증(r=.50), 역

할과다와 신체화(r=.53), 역할과다와 강박증(r=.52), 역할

과다와 불안(r=.53)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 모호 

등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의 신체화, 강박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 및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9

- 813 -

구분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역할 모호 역할과다

정신건강 .59** .50** .37** .52**

신체화 .55** .47** .29** .53**

강박증 .54** .50** .24** .52**

대인예민증 .45** .40** .31** .37**

우울증 .52** .47** .27** .47**

불안 .58** .45** .39** .53**

적대감 .48** .40** .28** .45**

공포불안 .42** .34** .31** .35**

편집증 .55** .46** .41** .45**

정신증 .55** .48** .44** .42**

**p < .01

<표 3>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change
F p B  t p

신체화

역할갈등

.32 34.25 .000
.15 .20 2.66*** .008

역할 모호 .08 .07 1.21 .227
역할과다 .29 .39 5.57*** .000

강박증

역할갈등

.32 34.18 .000
.26 .29 3.83*** .000

역할 모호 -.01 -.01 -.01 .992
역할과다 .31 .35 4.97*** .000

대인

예민증

역할갈등

.20 18.50 .000
.17 .21 2.61** .009

역할 모호 .17 .15 2.29* .023
역할과다 .15 .19 2.54* .012

우울증

역할갈등

.27 27.45 .000
.28 .27 3.52*** .001

역할 모호 .09 .06 .96 .333
역할과다 .28 .28 3.90*** .000

불안

역할갈등

.34 36.85 .000
.09 .11 1.55 .121

역할 모호 .24 .21 3.47*** .001
역할과다 .30 .39 5.61*** .000

적대감

역할갈등

.23 22.36 .000
.10 .15 1.96* .050

역할 모호 .10 .11 1.64 .101
역할과다 .22 .32 4.32*** .000

공포

불안

역할갈등

.17 15.16 .000
.09 .13 1.54 .123

역할 모호 .20 .18 2.66** .008
역할과다 .16 .21 2.74*** .007

편집증

역할갈등

.30 31.48 .000
.14 .19 2.58** .010

역할 모호 .24 .24 3.76*** .000
역할과다 .18 .26 3.64*** .000

정신증

역할갈등

.31 32.35 .000
.18 .24 3.21** .002

역할 모호 .28 .26 4.17*** .000
역할과다 .14 .19 2.6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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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이 정신건강 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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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예민증,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

신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설명력은 불안 .34, 신체화 .32, 강박증 .32, 정신증 .31, 
편집증 .30, 우울증 .27, 적대감 .23, 대인예민증 .20, 공

포 불안 .17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화 요인에는 역할과다

(=.39), 역할갈등(=.20), 강박증에는 역할과다(=.35)
과 역할갈등(=.29), 대인예민증에는 역할갈등(=.21), 
역할과다(=.19), 역할모호(=.15), 우울증에는 역할과

다(=.28), 역할갈등(=.27), 불안에는 역할과다(=.39), 
역할모호(=.21), 적대감에는 역할과다(=.32), 역할갈

등(=.15), 공포불안에는 역할과다(=.21), 역할모호(
=.18), 편집증에는 역할과다(=.26), 역할모호(=.24), 
역할갈등(=.19), 정신증에는 역할모호(=.26), 역할갈

등(=.24), 역할과다(=.19)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건강에는 직무스트레스의 역할갈

등, 역할모호, 역할과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신의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수록 정신건강에 좋

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환경 및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이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 종

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정신건강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환경의 보호자관계는 정신건강 요인의 강박

증, 우울증과 관계있고, 직무부담은 강박, 불안, 우울, 신
체화 등의 증상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중 보호자 관계와 직무부담은 정신건강의 모든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전적 

보상, 아동관계, 직무안정성 또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 요인에는 보호자관계 요인과 직무부담 요인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증에는 승진, 
보호자관계, 직무부담 요인이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금전

적 보상, 동료와 관계 요인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예민증에는 금전적 보상 요인이 정적영향

을 미쳤으며, 보호자관계와 직무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에는 아동관계와 시설여

건 요인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성, 보호자관계, 직무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보이고 있

다. 불안 요인에는 금전적 보상만이 정적영향을 미쳤으

며, 안정성, 보호자관계, 직무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감에는 보호자관계와 직무부

담 요인만이 부적영향을 미쳤다. 공포불안 요인에는 아동

관계 요인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료

관계, 보호자관계, 직무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증에는 안정성, 동료관계, 보호자

관계, 직무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관계 

요인은 정적영향을 미쳤다. 정신증에는 아동관계 요인만

이 정적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성, 보호자관계, 직무

부담 요인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관계와 직무부담 요인은 정신건강의 모든 하위 

요인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

증, 우울증,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 요

인에는 아동관계, 금전적 보상이 정적영향을 미쳤고 직무 

안정성은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관계, 아동관계, 금전적 보상, 직무안정성이 좋을

수록 직무부담은 적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현숙(2007)의 연구를 보면, PWI(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와 SDS(우울증상) 수준이 업무 요구도가 낮은 군

보다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 유사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역할과다, 역할갈등은 정신

건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

인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모호 모두가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역할과다는 정신건강의 9개 영

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

과다 세 요인 모두가 정신건강의 하위 요인인 대인예민

증, 편집증, 정신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체화, 강박증, 우울증에는 역할갈등과 역

할과다 요인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과 공포불안에는 역할 모호와 역할과다 요인이 정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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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에는 역할갈등과 역

할과다 요인이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 역할과다 요인이 정신건강의 모든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업무가 복잡

하고 힘이 들수록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을 의미한다. 정유찬(2007)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KOSS)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보다 정신건강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혜련(2009)의 연

구에서 역할과다, 역할갈등, 역할모호 순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현숙(2007)의 연구에

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과 직무스

트레스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 심리적 요인의 인지 및 직무스트

레스 요인 모두 정신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수준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직무환경이 직무스

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연구대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들이 직무의욕,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 직무수행의 효

과성 등을 떨어뜨리게 되며 이러한 순차적 경로를 거쳐 

결국 교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해 준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현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열악한 직무환경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가 교사의 정신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정

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직무환경의 개선과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예방

적 차원의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를 측정하는 집단 검진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앞으로의 조사 연구자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실정에 잘 맞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직무환경 

측정도구’와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졌

으면 한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무환

경과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그에 따른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지지가 높아졌으면 한다. 덧붙여 

이러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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