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교사들 사이에 명 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명

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수가 증가하는 이유를묻는 질문

에 55.8%의 교원들이 ‘교권이 하락하고 생활지도에 한

어려움을 느낀다’를 꼽았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

에 해 교사들은 경제 으로나 사회 인환경의 변화보

다는 정서 인 환경 변화에 더 불편함을 느끼고,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 졌다[1].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

교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스트 스가 스스로 퇴직을 신청

할 정도로 높다는 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스트 스의 개념을 보다 조직 측면에서 직무차원으

로 한정한 것을 직무 스트 스라고 한다. 직무스트 스

가 과도하면 개인 으로는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건강

이 손상될 수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는직무에 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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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교사들 사이에 명 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격한 환경변화와 스트 스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스트 스와 직무소진 간의 향 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창원시 소재 등교원을 상으로 하여

진행하 다. 연구결과 첫째,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정고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교원의 직

무스트 스는 비인격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성취감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소진과 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원의 스트 스요인의 분석을 토 로 한 행정의 간소화, 수업에의 몰입이 가능토록

개선이 시 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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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onorary retirement is spreading like a fashion among teachers. This was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nd stres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tress and 

job exhaustion. The study was conducted for middle school teachers in Changwo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job stress of middle school teachers affected emotional exhaustion. Second, job stress of 

middle school teachers had an effect on impersonation. Finally, job stress of secondary teachers did not affect the 

reduced individual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job stress of middle school teachers is closely 

related to job exhaus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eacher 's stress factors and the immersion into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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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과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미성숙한 학생들

과 긴 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과 복지에 직 으로나 간 으로 향을주는 교

사들이 직무스트 스를 과다하게 받으면 학생들의 신체

·심리 안녕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에서 교사의 직무스트 스에 한 연구의필요성이

두된다[2].

‘직무 소진’이란 타인에게 조력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상으로 정서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감

결여의 형태로 나타난다[3]. Freudenberger(1974)에 의

하면 자신의 직무에 헌신 인 이상주의 직업 을 지닌

사람이 심리 소진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4]. 직무

련 스트 스는 정서 소진으로 연결되고, 그에 따라

직무효율성이 하되기 쉽다.[5] 교사가 직무 소진을 경

험하면, 이 에 비해 가르치는데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

고, 학생들과의 을 피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치게 완고해지거나 권 인

태도로 학생들을 하고, 인내심을 상실하며, 교직에

한 부정 인 견해가 많아지고, 직장 이탈에 한 생각을

갖게 되며, 결근을 하거나 무기력을 느껴 업무에 소홀한

경향을 나타내는 등, 교사 자신이나, 학생, 학교에 여러

측면에서 역기능 문제를 불러일으켜 성공 인교육 활

동을 기 하기 힘들게 된다[6]. 그러므로 교사들의 직무

소진을 미리 방지하고, 교사 자신의 삶의 만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학교에서의 학생지도 학업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교사의 직무 스트 스와 직무 소

진 사이의 향 계를 통해, 직무 스트 스가 직무 소진

에 미치는 향을알아보고자 한다. 이를통해 교육 장

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 스와 직무 소진을

임으로써 교사 본인의 삶의 만족과 학교교육의 질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론적 고찰

2.1 직무스트레스

직무 스트 스에 한 기 연구들은, 직무와 련된,

잠재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스트 스 요인이라고 정의

하 다. 그리고 직무스트 스가 심리 으로나 신체 , 행

동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에 심을 두

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스트 스의 부정 인

향에 한 연구 뿐 아니라 정 수 의 스트 스가 정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직무스트 스의

요인으로조직 특성과 개인 특성을 모두포함하면서,

환경 조건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개인의 욕구가

불충족 될 때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7].

교사들은 다른 직종과는 달리 직무 특수성 때문에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수업 이외의 많은

업무량, 근무시간 이외에도 계속되는 학생 지도에 한

책임감, 학부모나 행정가와의 계, 교사에 한 높은 사

회 기 로 인한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

며, 학습이나 학업에 한 동기가 없는 학생 가르치기, 체

벌 없이 사랑으로 훈육하기,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업무

량, 사회변화에 한 하고 빠른 처, 동료교사들과

의 계, 리자와의 갈등, 열악한 업무환경등을 그요인

으로 제시하 다[2].

최근에는 높은 험요소와 낮은 사회 신뢰[8],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에 한 새로운 정책과 교사에 한

변화의 요구[9] 등이 교사들의 직무 스트 스를 불러일

으키는 요인으로 밝 지고 있다.

2.2 직무 진

직무소진에 한 기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와의

이 많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장시간동안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됨으로써 겪게 되거나 인지하게 되는 부정

인 심리 경험’을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

에서는 직무소진이 주로 인 이 잦은 서비스업종 뿐

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직종 직무에서 포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Gorkin(2004)은소진을 4단계로 구분하 다. 첫째로는

장기간의 스트 스, 둘째로는 정신 혹은 감정 긴장,

셋째는 좌 감, 넷째는 고립감 등에 의해 진 으로 진

행되며 그 결과로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냉소주의 으로

변하며, 고갈되는 느낌과 아무것도 할 수없는 느낌 등을

래한다고 하 다[10].

직무소진의 정의 일반 으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Maslach Jackson(1981)의 개념이다[11]. 그

들은 직무소진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되는 감정고갈(emotional exhaustion), 둘째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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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부터 심리 으로 이탈되어 냉담한 태도를 보이

게 되는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셋째는 스스로를

부정 으로 평가하는 감소된 개인성취감(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의 심리 증후군으로 정의하

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1981)의

직무소진 3가지요소인 ‘감정 고갈,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를 기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2.1 감정고갈

감정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한 심리 부

담감 는 불편한 요구들에 의해 한 개인의 정서 자원

들이 고갈 되었다고 느끼는 에 지 결핍을 뜻한다[12].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긴장, 우울, 불안,

피로 등을 수반하는 만성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2.2 비 격화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조직의 구성원이 상

과의 상호작용에 시간과 에 지를 덜 쓰려고 하며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싫증과 짜증이 나게 되어 결국

개인의 성취나 성과 하락과 함께 조직의 생산성을 하

시키는 것이다[12]. 비인격화의 증상으로는 비속어 사용,

단편 인 답으로만 응 하는 행 , 자신과 직장의 생

활은 분리되었다는 생각 등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우 문

제해결을 해 몰입하기 보다는 독선 이거나 료 인

행동을 한다[13].

2.2.3 감 된 개 취감

감소된 개인성취감 (reduced personal accomplish-

ment)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만족감

부족으로 자신을 부정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 감정고갈과 비인격화가 작용하여 자기스스로 일

에 해 시간과 노력을 덜 투자하게 되면서 직무상 능력

을 발휘하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감소되어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뜻한다[13].

2.3 직무스트레스  직무 진

직무스트 스 조직 내에서 인 계에 문제가 발

생했을 경우는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게 하고,

직무에 한 만족도를 하시키며, 업무효율성을 떨어뜨

린다. 한 우울과 불안의 유발하거나, 성취 욕구를 하

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

의 인 계문제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교육의

질을 하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7].

높은 직무요구도도 요한 직무스트 스 요인 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직무 요구의 증가는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어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하시키고 업무

를 회피하게 한다[14]. 방병문·이선 ·정종원(2015)은 종

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직무스트 스와 소진간에

향 계를 규명하 다[15]. 이외에도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유효성, 직무탈진, 삶의 질과 련하여 다

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있다[16-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원의 스트 스와 직무소진간

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지혜와 이인회(2010)는 교사의 업무부담에 한 문

제의 핵심은 교사가 교사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념

할 수 없는 환경과 교사의 문성을 향상 시킬수 없는교

육 여건이라고 하 다[22].

교사의 부 한 보상 문제는 학교의 특수한 인사방

식과, 보수체계와 련해 외 보상이 부 하게 이루

어짐에 따라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혼인 여교사들을 상으로 한 안귀여루(2008)의 연구

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한 우가 낮다’, ‘사회경제 으

로 낮은 우를 받고 있다’와 같은 낮은 우가 큰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하고 한 보상 요인

을 통해 스트 스가 높은 사람들에게 보호 장치의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23].

교사의 직무소진이 인구학 배경과의 련성을 밝히

기 해 용된 변인들을 선별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이 만(2013)에 따르면, 성별이나 학교 별, 는 결혼

여부, 근무경력과 연령, 근무지, 담당직무 등에 한 연구

가 많았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어 유의

한 차이 을 발견하기 어려웠다[4].

등 교사 소진의 유형에 한 연구(김선경, 안도 ,

2015)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5개의 하 유형을

확인하 다. 첫 번째로는탈진형으로, 심각한 소진상태를

경험하면서도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탈진형의 반 유형인 성취형으로 정서 고갈

과 비인격화에 따른 소진 경험은 없이 개인 성취감 결

여에 따른 소진이 심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셋째로

소진형은 소진의 유형으로 확인은 으나, 소진의 정도



한 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8호84

가 낮거나 실제소진 없이 잘 응하는 집단이고, 넷째로

소진형은 정서 고갈과 개인 성취감 결여는 간

정도지만 비인격화에 따른 소진 경험은 낮은 유형이며,

다섯째로 고소진형은 체 소진 수가 높고, 비인격화

소진의 정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등

교사의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업무부담

감과 학생의 문제행동, 학생지도에 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 는데, 직무부담이 핵심 인 요소는 아닐 수 있

지만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생지도 자기효능감은 유의미

한 요소라고 밝혔다[24].

한, 교사들의 소진은 교사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직무능력과도 한 련이 있고, 시간 인 제약과 자

율성, 학부모와의 계, 학생에 한훈육 문제, 리자의

지지 등의 요인에 의해 자기 효능감과 교사의 직무소진

이 서로 간에매우강력한 련성을갖게된다는연구 결

과도 발표되었다[25].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 스와 직무소진 간에는 매우 한 향 계가 있

는 것으로 악되어지며 본 연구에서는이러한 직무스트

스를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향 계측면으로 분류하

여 진행하 다. 우선 동료, 상사와 련한 교사스트 스,

업무와 련한 업무스트 스, 학생, 학부모와 련한 학

생스트 스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 이 세 가지 요인과

직무소진과의 향 계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1. 직무스트 스가감정고갈에 향을미칠것이다.

1-1. 교사스트 스는감정고갈에 향을미칠것이다.

1-2. 업무스트 스는감정고갈에 향을미칠것이다.

1-3. 학생스트 스는감정고갈에 향을미칠것이다.

가설2. 직무스트 스가비인격화에 향을미칠것이다.

2-1. 교사스트 스는비인격화에 향을미칠것이다.

2-2. 업무스트 스는비인격화에 향을미칠것이다.

2-3. 학생스트 스는비인격화에 향을미칠것이다.

가설3. 직무스트 스가 감소된 개인성취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3-1. 교사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성취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업무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성취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3-3. 학생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성취감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실  

3.1 연  계

3.1.1 조사 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해 창원시 소재 학교의 교

원을 상으로 하여 설문지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180부를 배포하 으며, 165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사용이 불가능한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161

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통계분석을 해서는

SPSS 18.0을사용하 으며신뢰성, 회귀분석을실시하 다.

3.1.2 변수  조 적 정  

(1) 직무스트 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Wilson(1979)이 개발한 Stress Profile for Teacher(SPT)

를 재수정한 홍승희(2009)의 직무스트 스척도를 재구성

하여 사용하 다[26]. 이 척도는 3개의 하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학생으로 인한 스트 스� 5문항, �교

사에 의한 스트 스� 6문항,�업무로 인한 스트 스�

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를 보면

�학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힘이 든다�(학생으로

인한 스트 스), �업무 계로 상 자와의 계가 불편

하다.�(교사에 의한 스트 스), �업무를 완수하기 해

일거리를 집에 가져 갈 때가 종종 있다.�(업무로 인한

스트 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되어

있고 수가높을수록직무스트 스가높은것을나타낸다.

(2) 직무소진 척도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해 Maslach와 Jackson(1981)

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척도를 유성

경과 박성호(2002)가번안한 것을 김연우(2015)가 재구성

한 직무 소진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3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정 고갈�에 한 9개 문

항, �비인격화�에 한 5개 문항, �감소된 개인성취감

�에 한 8개의문항등으로 총 22문항으로구성되어있

다. 문항의 를 보면 �나는 학교 업무 때문에정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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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쳐있다고 느낀다.�(감정 고갈), �내가 학생들을

비인격 으로 하고 있다고 느낀다.�(비인격화), �나

는 학생들의감정을 쉽게 이해할수 있다.�(감소된 개인

성취감) 등이 있으며 이 개인 성취감 하 요인은

역채 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로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심리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감소된 개인성취감문항(8개 문항)은 역채 하면 체

수가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27].

3.2 문지 

본 연구의 검증을 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지를 구성

하 으며 신뢰도측정을 해 Cronbach'α계수를 활용하

는데 그 결과는 아래 Table 1와 같다.

Scale Items Cronbach'α

T. S. 4-9 .702

S. S. 1,2,3,10,11 .756

J. S. 12-20 .828

E. E. 2122,23,26,28,33,34,36,40 .904

Dep. 25,30,31,35,42 .797

R. P. 24,27,29,32,37,38,39,41 .866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3.3 가  검

3.3.1 가  1  검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29 1.08 .282

T. S. .331 .283 4.85 .000

J. S. .656 .683 12.39 .000

S. S. -.043 -.038 -.63 .527

R²=0.734, F=144.457 (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2.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가설 1의검증을 하여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R²는

73.4%를 나타내어 높은 설명력을 보 다.

가설1-1. 교사스트 스는t값이4.85, p값이0.000(p<0.001)

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1-2. 업무스

트 스는 t값이 12.39, p값이 0.000(p<0.001)로 나타나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1-3. 학생스트 스는 p값

이 0.527(p<0.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를 종합하면 가설 1은 부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

정고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된다.

3.3.2 가  2  검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153 1.36 .175

T. S. .306 .331 4.80 .000

J. S. .190 .250 3.84 .000

S. S. .297 .331 4.72 .000

R²=0.628, F=88.535 (p=0.000)

* p<0.05, **p<0.01, *** p<0.001

Table 3.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가설 2의 검증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는

62.8%를 나타내어 높은 설명력을 보 다.

가설 2-1. 교사스트 스는 t값이 4.80, p값이

0.000(p<0.001)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

설 2-2. 업무스트 스는 t값이 3.84, p값이 0.000(p<0.001)

로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설 3-3. 학생스

트 스는 t값이 4.72, p값이 0.000(p<0.001)로 나타나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2는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등교원의 직무스

트 스는 비인격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된다.

3.3.3 가  3  검

가설 3의 검증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²는

3.7%를 나타내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설 3-1. 교사스트 스는 p값이 0.858(p<0.05)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3-2. 업무스트 스는

0.428(p<0.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3.

학생스트 스는 0.052(p<0.05)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가설 3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성취감에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악된다.



한 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8호86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
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2.156 11.53 .000

T. S. .019 .020 .18 .858

J. S. -.066 -.083 -.80 .428

S. S. .206 .221 1.96 .052

R²=0.037, F=2.031 (p=0.112)

* p<0.05, **p<0.01, *** p<0.001

Table 4.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4. 결론

상기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정고갈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교사스트 스

와 업무스트 스는 정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생스트 스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비인격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교사스트 스,

업무스트 스, 학생스트 스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원의 직무스트 스는 감소된 개인

성취감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시사 을 종합하면 등교원

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소진과 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원의 근본 책무는 철 한 수업 비

를 토 로 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인

데, 여타스트 스로 인한수업에차질이 생기면 안된다.

따라서 교원의 스트 스요인의 분석을 토 로한 행정의

간소화, 수업에의 몰입이 가능토록 개선이 시 하다하겠

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창원시 소재 등교

원에 한 조사를 토 로 하여 모든 연구에 용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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