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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exhaustion that Korean 
school nurses suffer,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address this issue, and to propose preventive and 
supervisory measures regarding emotional exhaustion experienced by school nurs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under the authorization of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Out of 400 copies first distributed, 376 copies were returned. Among the 376 copies, 117 copies 
which were judged insincere or from teachers with less than 1 year of experience were exclded from the study. 
Through this process, only 259 copies were finally selected. Results: As a result of assessing the fit of the model, 
it was found that x2=67.247 (df=28,p<.001), GFI=.953, AGFI=.911, TLI=0.936, CFI=0.965 and RMSEA=.074. 
Emotional exhaustion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job demand (β=.26) and an indirect effect on stress 
response (β=.31). The total effect was β=.57. There was a positive complete indirect effect of β=.52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total effect was not significant, respectively. Conclusion: 
Since job demands of school nurses affect emotional exhaus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ir jobs and 
operations to alleviate their job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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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며 교내 응급상황을 빠

르고 정확한 판단하과 대처를 해야 하는 직무요구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9]. 보건교사는 학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육

활동읕 통해 학교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와 학업의 성공을 촉진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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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있다[14]. 학교는 2017년 116,684건, 2018년 

122,570건, 2019년 138,784건으로 매년 안전사고 증가 하였고

[1] 비만, 스트레스 관리, 흡연 ․ 음주 ․ 약물 문제 ․ 성 건강 ․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시력 ․ 구강관리 ․ 질환과 관련된 정서문제 ․ 
만성질환관리, 당뇨 ․ 응급 알러지로부터의 응급 주사행위, 성

폭력 문제, 학생 건강검진 등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는 학교의 유일한 의

료제공자로서, 학교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사후 

관리 등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27].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OECD 발표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16.4명) ․ 중
(14.0명) ․ 고(13.2명)으로 보고에[2] 비하여 우리나라 학교보

건의 실정은 모든 학교에 학생인원에 상관없이 1인이 감당하

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마져 있다[27]. 직무요구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면 스트레스를 거쳐 소진에 이르고 개인적, 

조직적 성과를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 요

구 자체의 성질이나 근로자와 타인과의 관계 등 외부적인 특성

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 자원은 포함하

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개인적 자원을 모델

에 포함하는 확장 형태가 알려지고 있는데[3], 개인적 자원으

로 특히 주목받는 특성 중의 하나가 감성지능이다. 감성지능

은 사회적 지능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변별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나 행위의 길잡이로 삼는 능력이다. 감성지능은 스트레스 반

응을 줄이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감

성지능은 직무만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결근을 감소

시키거나 조직몰입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4].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무요구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5]. 인체는 단기간의 스트레스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

가려는 회복력을 발휘하지만,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조절반응

에는 상당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며[6]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

출되면 신체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발생하게 한다[7].

반면에, 직무만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능력

을 발휘하도록 하게 하여, 조직의 업무성과를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환자들에게도 결과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8].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교사 또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한 

부분으로 보건 교사의 직무만족 또한 학교 및 학생의 건강유지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

소진은 1970년대 초기에 Freudenburger [10]에 의해 처음

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업무 관계에서 생겨나는 피로나 좌절의 

상태를 말한다. Maslach [11]은 소진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는

데,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 성취의 부족감을 의미하는 것

이 소진이며, 힘든 환경에서 타인과 부딪히며 일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건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업무량이 많고, 역할이 모호할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2], 보건교사의 직무요구가 높

을수록 소진이 증가하고, 보건교사의 열의와 직무자원이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보건교사의 소진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감소하고,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과대학급에서 보건

교사의 직무소진이 높게 나타난 질적연구[14]가 수행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의 세 가지 요소 중 정서적 고갈에 집중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직무요구가 정서적 고갈과 가장 긴 하

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정서적 고갈이 소진의 핵심 

요소이면서 동시에 소진으로 이르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여

[8] 소진 예방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모형분석을 활용하여 보건교사의 직무

요구와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정서적 고갈를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은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보건교사의 직무요구 

및 스트레스 반응이 정서적 고갈을 촉진하는 감성지능과 직무

만족이 정서적 고갈을 억제를 통하여 보건교사의 정서적 고갈

을 예방하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서적 고갈

을 촉진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의 직무요구, 감성지능, 스트레스 반응, 직무만

족, 정서적 고갈의 구조적모형을 설정한다. 

 보건교사의 직무요구 및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

는 직 ․ 간접효과를 규명한다. 

 보건교사의 직무요구 및 감성지능이 스트레스 반응, 직무 

만족을 통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

에 이르는 경로와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이 스트레스 반응과 직

무만족을 매개하여 정서적 고갈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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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다(Figure 1).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초 ․ 중 ․ 고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보건교

사이다. 지역은 17개 시도 중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갖춘 

충청남도를 선택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전체 초 ․ 중 ․ 고 보건교

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376명

(94%)이 응답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와 근무기간이 1년 미

만에 해당하는 117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9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표본 크기의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정서적 고갈, 일반

적 특성, 직무요구, 감성지능, 스트레스 반응, 직무만족에 따라 

연구모델에서 표본산정방법에서는 자유모수의 10~20배로 하

며 다만 5배 이하는 통계적 정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최소한 200개 이상이 필요하다[15].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9일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수

를 받는 초 ․ 중 ․ 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본 연구자가 연수 장소에 직접 가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배부한 후 조사에 동의한 보건교사를 대상

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완성 후 제출자

의 익명 유지를 위해 봉된 박스에 설문지를 넣도록 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MC18QESI0018). 

4. 연구도구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요구, 감성지능, 스트레

스 반응, 직무만족, 정서적 고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직무요구(job demand)

직무요구는 Chang 등[5]이 개발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요

인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의 7개 하위영역 중 직무요구 4문항을 이용

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문항의 총합을(실제점수－문항 수)/ 

(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 수)×100의 수식을 이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7이었다.

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Wong와 Law [16]가 개발한 WLEIS (Wong & 

Law’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Choi와 Chung [17]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총 16문항으로 자

기 감성 이해 4문항, 타인 감성 이해 4문항, 감성 활용 4문항, 감

성 조절 4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의 Cronbach’s 

⍺는 .90이었다.

3) 스트레스 반응(Stress response)

스트레스 반응은 NIOSH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한국

어로 번역한 Lee [18]의 측정도구 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과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6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출처 추가 필요).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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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Response, and Emotional Exhaustion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N=2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verage value by factor

Job 
demand

Emotional
intelligency

Job
satisfaction

Stress
response

Emotional 
exhaustion 

M±SD M±SD M±SD M±SD M±SD

School type Elementary
Secondary

149
110

60.44±20.1
66.86±17.8

37.15±5.0
36.36±5.0

3.49±0.7
3.41±0.6

2.60±0.9
2.68±0.9

3.71±1.1
3.89±1.1

School size
(number of classes)

＜42
≥42

241
 18

62.76±19.3
68.68±20.1

36.73±5.0
37.83±5.2

3.48±0.6
3.09±0.5

2.60±0.9
3.16±0.6

3.74±1.1
4.42±0.8

Years of experience ＜10
≥10

112
147

59.83±19.8
65.71±18.7

36.02±5.0
37.42±4.9

3.46±0.7
3.46±0.7

2.54±0.8
2.71±0.9

3.76±1.1
3.81±1.1

Average number of 
class sessions 
conducted per week 

＜2
≥2

 56
203

60.80±19.7
63.82±73.3

36.46±4.8
36.91±5.1

3.36±0.7
3.48±0.6

2.60±0.9
2.65±0.9

3.76±1.1
3.80±1.1

Employment type Established teacher
Temporary teacher

184
 75

62.71±19.3
64.30±19.7

36.89±4.7
36.61±5.7

3.42±0.7
3.54±0.7

2.67±0.9
2.55±0.8

3.81±1.2
3.73±1.0

Total Mean 259 63.17±19.36 36.81±4.99 3.46±0.7 2.64±0.9 3.79±1.1

트레스 반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반

응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4)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June과 Choi [19]가 개

발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CO 

PSOQ-K) 중 직무만족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 9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신뢰도

는 Cronbach’s ⍺는 .64였다. 

5)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정서적 고갈은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Eum [20]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중 정서적 소모에 관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없음’(0점)에서 ‘매일’(6점)의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

적 고갈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AS 9.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

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AMOS (version 23)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를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

변량 정규성가정(Tests for Normality) 검토를 위해 히스토그

램의 자료와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평가는 지수 판정 기준에 따라 x2, 

GFI, AGFI, RMSEA, TLI (or NNFI), CFI의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와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을 외생변

수로 선정하고 정서적 고갈을 내생변수로 그리고 스트레스 반

응과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

고 최대우도법(Maxmum Likelihood, ML)을 통해 모수추정

을 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직무요구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17±19.71점, 감성지능

의 평균은 7점 만점에 4.68±0.99점,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은 5

점 만점에 2.64±0.90점, 직무만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총 평

균이 3.46±0.73점, 정서적 고갈의 평균은 5점 만점에 총 평균

이 3.79±1.1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1).

2. 직무요구, 감성지능, 스트레스 반응, 직무만족, 정서적 

고갈 간의 상관관계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했으며 구

체적으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요구와 감성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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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surement Tools (N=259)

Variables
Job 

demands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response
Job

satisfaction
Emotional
exhaustion 

r r r r r

Job demands 1

Emotional intelligence .14* 1

Stress response .66*** -.60*** 1

Job satisfaction -.17** .31*** -.59*** 1

Emotional exhaustion .26*** -.24*** .29*** -.26*** 1

*p＜.05, **p＜.01, ***p＜.001.

과는 양의 상관관계(r=.14, p<.05)가 있었고, 직무요구와 스트

레스 반응과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r=.66, p<.001)가 있

었으나, 직무요구와 직무만족과는 음의 상관관계(r=-.17, p<.01)

를 보였으며, 직무요구와 정서적 고갈과는 양의 상관관계(r=.26, 

p<.001)가 있었다. 또한 감성지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스트레

스 반응과는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r=.60, p<.001)가 있었

고, 감성지능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r=.31, p<.001)가 

있었으나, 감성지능과 정서적 고갈은 음의 상관관계(r=-.24, 

p<.001)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은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r=-.59, p<.001)가 있었으나, 스트레스 반응과 

정서적 고갈은 양의 상관관계(r=.29, p<.001)가 있었으며, 직

무만족과 정서적 고갈은 음의 상관관계(r=-.26, p<.001)를 보

였다(Table 2).

3. 연구모형의 검증

연구에서 외생변수는 직무요구, 감성지능이며, 내생변수는 

정서적 고갈이다. 직무요구 수준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이 중간 매개인자로 작동

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다.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결과, x2 값이 67.247, df 값이 28로 

나타났다. p 값이 .05보다 작아서 적합하지 않았지만(p<.001), 

x2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다(홍세희, 2000). 그래서 x2

이외에 다른 적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중 GFI, AGFI, 

RMSEA (Lo90 Hi90), TLI, CFI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GFI 적합도는 .953으로 .9 이상의 적합기준(Hu, Bentler, 1999)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AGFI 적

합도도 .907으로 .9 이상의 적합기준(Hu, Bentler, 1999)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TLI 적

합도는 .946로 .9 이상의 적합기준(Hu, Bentler, 1999)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CFI 적합도

는 .966로 .9 이상의 적합기준(Hu, Bentler, 1999)보다 큰 것으

로 확인되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RMSEA 적합도는 .074로 .1 이하의 적합기준

(MacCallum et al., 1996)보다 작은 것으로으로 확인되어 적

합도 기준을 충족하여 연구자가 선정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β=.26, p<.001),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

만(β=.36, p<.001), 직무만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 

-.21, p<.001). 하지만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β=-.38, p<.001),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β=.41, p<.001). 또한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β=.72, p<.001), 직무만

족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고갈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23, 

p<.01) (Table 3, Figure 2).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직무요구와 정서적 고갈사이에 β=.31의 양의 부분간접효과

가 있었다.(p<.01).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의 간접효과는 β
=.26의 양의 부분간접효과가 있었고(p<.001), 직무 만족의 간

접효과는 β=.05의 양의 부분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p<.05). 

또한, 감성지능과 정서적 고갈사이에 β=.52의 양의 완전간

접효과가 있었다(p<.01).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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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al Structural Model Path Coefficient

Observation variables Potential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β)

SE CR p

Stress response ← Job demands .36 .092  5.044*** ＜.001

Stress response ← Emotional intelligence -.38 .113 -4.714*** ＜.001

Job satisfaction ← Emotional intelligence .41 .164  6.191*** ＜.001

Job satisfaction ← Job demands -.21 .131 -3.721*** ＜.001

Emotional exhaustion ← Job demands .26 174  3.839*** ＜.001

Emotional exhaustion ← Emotional intelligence .15 .220  1.868 .062

Emotional exhaustion ← Job satisfaction -.23 .086 -2.943** .003

Emotional exhaustion ← Stress response .72 .208  6.996*** ＜.001

Utilization ← Emotional intelligence .79

Regulation ← Emotional intelligence .77 .088 11.462*** ＜.001

Understand ← Emotional intelligence .79 .087 11.691*** ＜.001

Emotional response ← Stress response .75

Physical response ← Stress response .71 .057  9.087*** ＜.001

Emotion ← Emotional exhaustion .82

Fatigue ← Emotional exhaustion .76 .086  8.596*** ＜.001

**p＜.01, ***p＜.001; CR=Construct reliability; SE=Standard error.

Table 4. Final Structural Model Mediating Effect

Potential variables Potential variables Observation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 (β)

p

Job demands → Stress response → Emotional exhaustion .26 ＜.001

Job demands → Job satisfaction → Emotional exhaustion .05 ＜.05

Emotional intelligence → Stress response → Emotional exhaustion .34 ＜.001

Emotional intelligence → Job satisfaction → Emotional exhaustion .18 ＜.01

효과는 β=.34의 양의 완전간접효과가 있었고(p<.001), 직무 

만족의 간접효과는 β=.18의 양의 완전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p<.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

에 이르는 경로와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이 스트레스 반응과 직

무만족을 매개하여 정서적 고갈에 이르는 경로를 구축하고 요

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

건교사의 정서적 고갈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17점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보건교사의 직무요구 53.17

점과 비교하면 10점이 높게 나타났다[21]. 이 점수는 한국인 

여자 근로자의 상위 25~50% 범위에 속하는 수준이다[5]. 학교

의 위기 상황인 집단 감염병 확산 시기의 보건교사 업무 요구

도는 112%로 나타나[22] 개인의 업무량을 초과한 상태를 보였

다.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보건교사의 직무부담을 살펴면[27], 

수시로 요청되는 학생 개개인에 관한 안전한 투약과 처치, 응

급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대응, 요양호자(건강 이상자) 학생들

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의 책무이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교사의 감성지능 평균은 7점 만점에 4.68점으로 나타

났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은 평균 4.65점[23], 병

원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4.41점[24]이었다. 특히 감성지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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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

령, 삶의 경험 축적,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감성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25].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은 2.64점이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

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학교의 보건실은 심신의 건강문제를 가졌거나 부

적응학생, 허약 학생들이 쉬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보건교사에

게는 휴식시간이 별도로 없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특히 

학교 내 응급사고 발생 시 골든 타임과 관련하여 엄청난 스트

레스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21].

보건교사의 직무만족 평균은 5점 만점에 3.46점이었다. 보

건교사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실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기도[9]한다.

정서적 고갈의 평균은 50점 만점에 37.9점이었다.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의 정서적 고갈은 34.7점[26] 보건교사가 매우 높

은 정서적 고갈을 보였다. 

직무요구는 정서적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를 관리가 매우 중요

함을 시사하였다.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는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여서도 정

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져서 정서적 고갈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이다[12,13]. 외국

에서는 학교 내 보건교사의 착된 건강서비스가 필요한 학생

을 고려하여 보건교사 대 학생의 배치 비율을 1:450명에서부

터 탄력적으로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있다[27].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학교 규모나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의 정도가 반영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을 배치하고 있는데, 보건교사가 업

무량이 많아 생명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면 단

순한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이와 같

은 직무요구 과다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이 업무 량, 동료의 사회

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급 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과 비례

한다고 하였다. 과대학급 보건교사 일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정서적 고갈이 심화될 수 있다[21].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정서적 고갈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와 같은 전문 인

력이 업무 수행상의 과도한 심리적 ․ 정서적 역할을 요구받거

나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기대한 성과나 보상이 

고려되지 않아 인간적인 회의나 좌절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

우 직무만족의 저하를 가져온다. 이는 곧 결근, 재해, 이직 등으

로 이어져 의료비의 증가는 물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24]. 이 결과는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의 경쟁력 하락과 발

전저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성지능

이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 만족과는 완전매개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미국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감성지능을 가진 의사는 보다 탄력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수행하여 정서적 고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25]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 원만한 인간관계 능력,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감성적으로 잘 적응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6], 이

를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극복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

시켜 정서적 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를 대상

으로 감성지능을 개발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서적 고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증진 연수를 

실시한 결과 감성지능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으므로[24] 보

건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

련하여 동기부여와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자가보고 형식의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교사의 직무요구와 정서적 고

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갈을 감소시키

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교사의 직무

요구와 감성지능이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 만족을 매개하여 정

서적 고갈의 구조를 에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보건교사협회(NASN)의 공동 연구[27]에 따르면 보건

교사가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에 9천 220만 달러의 순이익

을 안겼고, 소진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의 1억 2,91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고 보고하였다. 보건교사의 헌신은 학생의 건강

과 학업 성취, 출석과 졸업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학교보건에 

투자된 1달러는 사회에 2.20달러 비용 절약효과를 가져와 지

역사회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27]. 이처럼 보건교사

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교사가 정서적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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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초 ․ 중 ․ 고 보건교사들의 정서적 고갈의 관련 요

인을 분석하고, 보건교사들의 정서적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요구, 감성지능, 스트레스 반응 및 직무만족과 정서적 고

갈의 구조 모형을 결정하여 직무요구와 감성지능이 정서적 고

갈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반응 및 직무만

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의 매개도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성지능과 

정서적 고갈 사이에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은 정서적 고갈에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사의 직무요구가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무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교사의 직무요구는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건교사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증진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교사의 감성지능은 스트레스 반응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건교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정서적 고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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