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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계*

 이      아                   이   기   학†

연세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과 

직무스트 스 하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에 있는 문상담교사 270명을 상으로 온라인을 통

해 설문을 실시하 고, 다 회귀분석과 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첫째,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학교행정가와의 계, 

동료교사와의 계로 부터의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 스요인  역할과다와 학생과의 계가 심리  소

진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교사

와의 계와 직무만족도의 계에서 심리  소진은 부분매개를 하 고, 각각의 역할과다, 학

생과의 계와 직무만족도의 계에서 심리  소진은 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심리  소진을 통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직무스트 스와 심리  소진을 낮춰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주요어 : 문상담교사, 직무스트 스요인,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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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학업  성장과 인  발달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실은 인지 , 정의 , 

행동  요소를 조화롭게 다루고 있지 못한 상

황으로(심미향, 2004), 그동안 학업과 입시 주

의 교육을 주로 실시해 왔다. 교과지도교육과 

인성교육의 불균형으로 인해 학교 교육 장의 

변화에 한 필요성이 지각되고 있다. 한 

속히 변해가는 사회에서 학교 폭력과 

학생 비행이 사회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문 으로 학생의 심리  문제에 개입하는 

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박정

희, 2008). 이에 따라, 2004년 ‘ 등 교육법’

과 ‘학교 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문상담교사 배치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에서 학교 상담의 태동이 시작되어 2005년부

터 재까지 총 779명이 국 시ㆍ도교육청과 

공ㆍ사립 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활동을 

시작하 다(이규미, 권해수, 김희  2008).

  학교 상담가는 일반 교사와는 달리 학생의 

심리  건강을 한 상담과 자문, 조정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Gysbers & Henderson, 

2007; Wittmer, 2000). 이들은 상담자로서의 

문성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에 한 부담감이 있어(나

연 , 2006) 이로 인해 역할과다와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 한 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학교 장에서 

교육 행정가의 재량에 따라 역할을 산발 으

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모호성으로 인

한 정체성 혼란을 일으켜 능률이 하(이기학, 

이동귀, 양은주, 배주미, 김 신, 2008)되어 직

무스트 스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 상담자들은 내담자(학생)뿐만 아

니라 그 밖의 학교 행정가나 동료교사와 좋은 

인 계를 갖고자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스

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Koeske & Koeske, 

1988). 문상담교사는 물품의 생산이 아니라 

집 인 인간 계 형성을 통해 무형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일이므로, 직무스트 스로 인

한 심리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하는 내담

자와의 계나 서비스의 효과성에 결정 인 

악 향을 미칠 수 있다(황경열, 소혜정, 2006). 

따라서 효과 인 인력의 질을 유지하기 해

서는 문상담교사가 겪고 있는 직무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과 같은 심리

 문제는 요한 연구 과제로 제기 되지 않

을 수 없다(박 란, 2005). 문상담교사가 경

험하는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도, 심리  소

진은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의 질과 효과

를 결정하는데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황경열, 소혜정, 2006).

  일반 상담자와 구분되어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직무스트 스요인과 심리  소진, 직

무만족도의 계를 연구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문상담교사는 학교 장에서 활동하

는 학교 상담자로서 일반 상담자와는 다른 특

수성과 문성을 지니고 있다(조 희, 2007). 

즉, 학교 상담은 종래의 상담의 역할을 보다 

탄력 으로 학교 교육에 도입시켜 학습자의 

인 인 발달을 조력하고자 하는 목 을 가

진 보다 넓은 조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허

승희, 2000). 이로 인해 문상담교사의 역할

에 한 요구가 행정가, 일반교사, 학생, 학부

모 등 시각에 따라 다양하여 역할 갈등을 일

으키고, 한 처음으로 학교 장에 상담만 

담하는 비교과 교사로 임용된 만큼 큰 역할을 

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상담교

사들이 모호한 자신의 역할에 혼란스러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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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요구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직무스트

스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낮은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으로 인해 상담자의 역할을 비효

율 으로 만들 수 있다(Beehr, Walsh, & Taber, 

1976; Show, Bensky, & Dixon, 1981; Corey, 

1986). 따라서 일반 상담자와는 차별성을 두고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하는 직무스트 스

요인,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연구가 필요

하며, 이를 통해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와 심리  소진을 낮추고 이에 따라 직무만

족도를 높이기 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스트 스요인이란 직장에서 직무환경과 

련되어 발생하는 스트 스 요인을 의미한다

(Hellriegel et al., 1986). 직무스트 스를 유발

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연구자 마다 분류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Parker & 

Decotiis(1983)와 Cluskey & Vaux(1997)에 의해 제

시된 역할 스트 스요인과 인 계 스트 스

요인을 직무스트 스의 하 요인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조직에 속한 문

상담교사의 역할스트 스로서 개인에게 기

되어온 행동과의 불일치인 역할갈등, 조직에

서 자신에게 기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역할모호성, 조직구성원의 역할 수행

에 있어 기 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과하는 역할과다(백기복, 2000; Ivancevish & 

Matterson, 1980)를 하 요인으로 하 다. 한, 

인 계 스트 스인 학교행정가와의 계, 

동료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하미승, 

2002)를 고려하 다. Hackman과 Oldham(1976)

은 조직 내에서 상, 하 동료와의 인 계가 

원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큰 스트 스 요인

이 될 수 있다고 하 기 때문이다.

  Söderfeldt(1995)는 직무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를 소진이라는 개념이 설명한다고 하 다. 소

진이란 장기간 사람들과 한 계를 유지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정서  압박의 결과로서, 인 계를 바탕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 , 정서 , 정신  

고갈 상태라고 정의 된다(Maslach, 1976). 따라

서 인간 서비스 문직 계통으로 분류되는 

문상담교사는 상황에 따라 쉽게 심리  소진

에 빠질 수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다. Hanye

와 Long(1989)은 과도한 업무요구와 상호배타

인 요구, 그리고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의 

모순된 요구 혹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동할 

수 있는 충분한 권 를 갖지 못하는 것이 스

트 스를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직무소진을 

래한다고 하 다. 그러므로 문상담교사는 

학교 장에서 쉽게 겪는 역할갈등이나 역할모

호성, 그리고 학교행정가나 동료교사, 학부모 

등과의 계에서의 갈등으로 심리  소진에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한, 직무스트 스 요인은 직무만족과 

련성이 있다고 가정된다(이은희, 2003). 직무만

족이란 주어진 직무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갖게 되

는 정 인 정서 상태를 말하며, 넓게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하여 가지고 있는 만

족의 정도라고 하겠다(최외선, 2003). 직무스트

스 요인은 반 으로, 직무만족도와 부  

계에 있다(박진희, 1995). 한, 직무만족도

에 직 인 향력을 행사하며, 간 으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사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목, 1989). 직무만족

과 소진사이의 유의미한 계는 여러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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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신체 , 정서  탈

진 증후의 소진이 결국 직무불만족을 가지게 

되고(Maslach, 1976), 개인의 능력에 비해 과다

한 업무량이 소진과 련 있음을 보여주었다

(Thomas, 1982). 차미숙(2000)은 학병원에 근

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

록 소진경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

며, 김은주(2002)연구에서는 소진 경험정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계는 부  상 계로 나

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교사의 소진이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도를 

낮춤으로써 서비스 질을 하시킨다고 지

하 다(김남희, 1993; 김지 , 1995; 오선균, 

2001).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

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

도와의 계를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를 통

해 설명하고자 하 다. 문상담교사의 직무

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도가 련이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직무스트 스를 받았다

고 해서 모두 직 으로 직무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간 으로 향을 미

치기도 한다. 문상담교사 스스로 직무스트

스 요인으로 인해 심리 으로 고갈되고, 소

진을 겪으며 스트 스를 응하는 능력이 떨

어지고(G Sand & Miyazaki, 2000), 이것은 직무 

만족도에 향을 다. 이처럼 직무스트 스

와 직무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 주는 

요한 변인  하나가 심리  소진으로 상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

스 요인과 이직의사의 계에서 심리  소진

이 이를 매개한다는 연구와(이선 , 김한성, 

2007), 심리  소진이 직무 부담과 직무 태도

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이인석, 박문수, 장

무 , 2007)으로 밝힌 바 있는 연구에서 심리

 소진을 매개 인 변인으로 견하 다.

  기존의 직무스트 스 요인에 련된 선행 

연구들은 직무만족도나 심리  소진과의 련

성을 각각 살펴보았지만 주로 두 변인간의 

련성이나 향력을 악하는 것으로 수행되었

다. 따라서 직무스트 스 요인 수 이 높을수

록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박희서, 오세윤, 노

시평, 2001) 혹은 심리  소진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차미숙 ,2000)은 증명되

었다. 하지만, 직무스트 스의 다양한 하  요

인들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때 심리  소

진이 이를 부분 으로 는 완 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문상담교사에게서 

나타나는 직무스트 스의 요인이 직무만족도

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

 소진의 매개를 통해 그 계에 향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각 하  

요인이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력을 세부 으로 검증하고, 문상담교사

의 각 하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 만족도

에 향을 주는 과정에서 심리  소진이 매개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은 문

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1-1. 역할 스트 스 요인인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과다는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1-2. 인 계 스트 스인 학교행정가와의 

계, 일반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는 직

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이 아․이기학 /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계

- 87 -

  2.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은 문상담교사의 심리  소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2-1. 역할 스트 스 요인인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과다는 심리  소진에 향을 미

칠 것이다.

  2-2. 인 계 스트 스인 행정가와의 계, 

일반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는 심리  

소진에 향을 미칠 것이다.

  3.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인 역

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행정가와의 

계, 일반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는 심리

 소진을 매개로 하여 문상담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요

인이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과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각 하  

요인과 직무만족도의 계에서 상담자 소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해 국 문상담교사 

270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자료선별을 통해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

지 않거나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은 40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문상담교사는 230명이었다. 이 에서 남교

사는 31명(13.5%), 여교사는 199명(86.5%)이었

으며, 연령은 남교사가 평균 39.94세(표 편차 

8.1), 여교사가 평균 34.22세(표 편차 7.1)이었

다. 재직기  분포는 학교가 41명(17.8%), 인

문계 고등학교가 38명(16.5%), 문계 고등학

교가 74명(32.2%), 교육행정기 이 77명(33.5%) 

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문상담교사의 역할 스트

스 측정을 한 역할갈등척도, 역할모호성척

도, 역할과다척도를 사용하 으며, 인 계 

스트 스 측정을 한 인 계 진단척도를 

사용하 다. 한 직무만족도 측정을 해 

JDI(Job Descriptive Index)직무만족도척도와 

문상담교사의 심리  소진을 측정하기 해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사용하 다. 

각 측정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할갈등척도

  본 연구에서 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 측정

을 해 Rizzo, House와 Lirtzman(1970)이 개발한 

Role Conflict Scale을 하미승과 권용수(2002)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컨  ‘내 직업은 내가 처음 기 했던 

것과 같다.’라는 문항을 ‘ 문상담교사라는 직

업은 내가 처음 기 했던 것과 같다.’와 같이 

문상담교사를 상하기 때문에 주어를 수정

해서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으로 

Likert식 5 척도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미승

(2002)이 산출한 내  신뢰도계수는 .75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할갈등의 내

 신뢰도계수는 .69이다.

  역할모호성척도

  본 연구에서 문상담교사의 역할모호성 

측정을 해 Rizzo 등(1970)이 개발한 Role 

Ambiguity Scale을 하미승과 권용수(2002)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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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3문항으

로 Likert식 5  척도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

수록 역할모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미승(2002)이 산출한 내  신뢰도계수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할모호성

의 내  신뢰도계수는 .60이다.

  역할과다척도

  본 연구에서 문상담교사의 역할과다 측정

을 해 Ivancevich와 Matteson(1980)의 스트 스 

측정 설문(Stress Diagnostic Survey)  역할과다 

척도를 김태웅(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Likert식 5  척도

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역할과다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웅(1999)이 산출한 

내  신뢰도계수는 .88이고,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역할모호성의 내  신뢰도계수는 .60이었다.

  인 계 진단척도

  본 연구에서 문상담교사의 인 계 스트

스를 측정할 목 으로 사용한 도구는 하재

윤(1996)과 노종희(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 인 계 진단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컨 , 

‘상사는 나의 개인 인 제안이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라는 문항에서 ‘상사’를 학교 

장에 맞게 ‘학교행정가’ 등으로 수정하여 사

용하 다. 학교행정가(상사)와 문상담교사의 

계 10문항, 동료교사(교육행정직원)와 문

상담교사의 계 10문항, 학생과 문상담교

사와의 계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식 5  척도로 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인 계 스트 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재

윤(1996)과 노종희(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측

정도구 체 내  신뢰도계수는 .90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  신뢰도계수는 

.92 으며, 하 요인의 내  신뢰도계수는 각

각 학교 행정가와의 계는 .88, 동료교사와의 

계는 .90, 학생과의 계는 .93이었다.

  JDI(Job Descriptive Index) 직무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도

를 측정하기 해 Smith 등(1969)에 의해 개발

된 JDI(Job Descriptive Index)의 직무만족도 척

도를 박진희(1994)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컨 , ‘나의 동

료들은 업무수행에 도움을 다.’에서 학교

장에 맞게 ‘동료’를 ‘동료 교사’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JDI 직무만족도 척도는 총 38문항

으로 Likert식 5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자

가 JDI 직무만족도 척도의 하 요인인 보수 

련 문항  2문항은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2문항의 보수 

문항은 성과 에 련된 문항이다. 컨  ‘기

의 이익이 증가하면 보 스 등으로 히 

분배해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다. 이러한 

보수 문항의 제외 이유는 2009년 재 우리나

라 문상담교사는 교원으로서 신분이 결정되

어 경력에 따라 일정한 호 을 받고 있으며, 

소속되어 일하는 기 이 학교나 교육행정기

으로서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에 따

른 상여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진희(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만족도 

척도 체 내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문상담교사의 직무만족

도 척도의 내  신뢰도계수는 .89이었다.

  소진 측정도구

  문상담교사 소진을 측정하기 해 Masl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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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역할갈등 -

 2. 역할모호성 .32
** -

 3. 역할과다 .41
**   .10 -

 4. 행정가와의 계 .39**   .31**  .04 -

 5. 동료교사와의 계   .08   .10 -.03  .30
** -

 6. 학생과의 계  -.11   .01 -.05 .11 .55
** -

 7. 직무만족도  -.44** -.28**   -.18**  -.43** -.36** -.18** -

 8. 심리  소진  .15
* .13*   .34**  .11 .35**  .48**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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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   평균

와 Jackson(1996)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유성경과 박성호(200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MBI는 총 22문항으로 정서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과 개인  성

취감감소 8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Likert식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심리  소진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MBI 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었다.

분석 방법

  SPSS 15.0을 분석에 사용하여, 데이터의 인

구학  변인을 분석하기 한 기술통계, 직무

스트 스 하 요인,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

진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직무스트 스요인이 심리  소진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표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문상담교사

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  소진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 

(1986)의 계  다 회귀 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분석법을 사용하 다. SPSS 계  다 

회귀 분석 시 입력(Enter)방법을 사용하 다.

결  과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 직무만족

도, 심리  소진과의 상 계

  주요 변인인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상 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독립변인인 직무

스트 스요인의 역할갈등과 종속변인인 직무

만족도는 -.44(p<.01)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그 밖에 다른 직무스트

스 요인인 역할 모호성, 역할과다, 행정가와

의 계, 동료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는 

직무만족도와의 상 계수는 -.18 ～ -.43(p<.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독립변인인 직무스트 스 하 요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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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R2 adj-R2 F df

역할스트 스

역할갈등 -.23***  -.39***

.21 .20 20.55*** 3역할모호성 -.09** -.16**

역할과다 .00 -.01

인 계스트 스

학교행정가와의 계 -.23*** -.35***

.24 .23 23.88*** 3동료교사와의 계 -.17*** -.26***

학생과의 계     .01     .01

종속변인: 직무만족도  
**p<.01 ***p<.001

표 2. 직무만족도에 한 역할스트 스와 인 계스트 스 하 변인의 다회귀분석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과의 상 계수는 .11 

～.48(p<.01)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의 총

과 거 변인인 직무만족도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r=-.45, p<.01).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의 역할 

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할갈등(β=-.39, p< 

.001), 역할모호성(β=-.16, p<.01)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 역

할스트 스가 직무만족도를 21%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문상담교사의 인

계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

은 학교행정가와의 계(β=-.35, p<.001), 동료 

교사와의 계(β=-.26, p<.001)가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 

인 계스트 스가 직무만족도를 24%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의 역할 

스트 스요인이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할과다(β=-.33, p< 

.001)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서 역할 스트 스가 심리  소진을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문상

담교사의 인 계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은 학생과의 계(β=-.41, p< 

.001)가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모델에서 인 계스트 스가 직무만

족도를 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소진의 매개 효과

  문상담교사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

도와의 계에서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차를 

사용하 다. 매개효과에 한 가설을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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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β R2 adj-R2 F df 

역할스트 스

역할갈등 -.02 -.02

.12 .11 10.64*** 3역할모호성 .11 .10

역할과다   .46
***   -.33***

인 계스트 스

학교행정가와의 계 -.04 -.03

.24 .23 23.90*** 3동료교사와의 계 -.14 -.12

학생과의 계   .46
***   -.41***

종속변인: 심리  소진  
***

p<.001

표 3. 심리  소진에 한 역할스트 스와 인 계스트 스 하 변인의 다회귀분석

기 해서는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어

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부분 매개효과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의 향

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매개변수가 완  매

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에 

따라 심리  소진이 직무스트 스요인들과 직

무만족도간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해 보면 

표 4와 같다. 먼  직무스트 스요인  역할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심리  소진을 종속변인

으로 했을 때 역할갈등(β=.15, p<.05 )이 유의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매개 효과 검증을 

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 역

할갈등(β=-.44, p<.001)이 직무만족도에 주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 했으므로 매개효과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마지막 3단계 회

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고(β=-.39, 

p<.001), 역할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향력이 어들기만 하여(β=-.44, p< .001 → 

β=-.38, p<.001) 심리  소진이 역할갈등과 직

무만족도의 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냈

다.

  다음으로, 직무스트 스요인  역할모호성

을 독립변인으로 심리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역할모호성(β=.13, p<.05)이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매개 효과 검증을 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역할모호성

(β=-.28, p<.001)이 직무만족도에 주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 했으므로 매개효과 두 번

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

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고(β=-.42, p< 

.001),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향력이 어들기만 하여(β=-.28,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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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효과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역할갈등 심리 소진(매개) .15*

부분매개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역할갈등 직무만족도 -.44***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역할갈등

심리 소진(매개)

직무만족도 -.38
***

직무만족도 -.39***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역할모호성 심리 소진(매개) .13*

부분매개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역할모호성 직무만족도 -.28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역할모호성 직무만족도 -.23
***

심리 소진(매개) 직무만족도 -.42***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역할과다 심리 소진(매개) .34***

완 매개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역할과다 직무만족도 -.18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역할과다 직무만족도 -.03

심리 소진(매개) 직무만족도 -.44
***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동료교사와의 계 심리 소진(매개) .35***

부분매개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동료교사와의 계 직무만족도 -.36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동료교사와의 계 직무만족도 -.23***

심리 소진(매개) 직무만족도 -.36***

1단계 독립변인→매개변인 학생과의 계 심리 소진(매개) .49***

완 매개
2단계 독립변인→종속변인 학생과의 계 직무만족도 -.18**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학생과의 계 직무만족도 -.05

심리 소진(매개) 직무만족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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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계  다 회귀 분석

β=-.23, p<.001) 심리  소진이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도의 계에서 부분매개효과로 나타

냈다.

  역할과다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력(β

=.34, p<.001)도 유의미 하고, 역할과다가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β=-.18, p<.01)도 

유의미 하 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마지막 3단

계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β=-.44, p< 

.001)이 유의하 고, 역할과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사라져(β=-.18, p<.01 → β

=-.03, ns) 심리  소진이 역할과다와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완  매개 효과를 나

타냈다.

  다음으로, 직무스트 스요인  동료교사와

의 계를 독립변인으로 심리  소진을 종속

변인으로 했을 때 동료교사와의 계(β=.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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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 모형

p<.001)가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매개 효

과 검증을 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동료교사와의 계(β=-.36, p<.001)가 직

무만족도에 주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 

했으므로 매개효과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다.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심리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고(β=-.36, p<.001), 동료교사와의 

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사라지지 않고 향력이 어들기

만 하여(β=-.36, p<.001 → β=-.23, p<.001) 심

리  소진이 동료교사와의 계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향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계가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력(β=.49, p<.001)도 유의미 하고, 

학생과의 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

(β=-.18, p<.01)도 유의미 하 으므로 매개효

과 검증을 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충족

시켰다. 마지막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심리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β=-.47, p<.001)이 유의하 고, 학생과

의 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이 완

 사라져(β=-.18, p<.01 → β=-.05, ns) 심리

 소진이 학생과의 계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향에서 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 한 소진의 매개 모형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문상담교사의 직무

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에 

주는 향력과, 직무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

족도와의 계에서 심리  소진의 매개 효과

를 검증 하 다. 직무스트 스 요인인 인

계스트 스 하 요인에 해당하는 행정가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심리  소진은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제외하고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때 심리  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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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혹은 완 매개 효과를 보 다. 이에 변

인 간 경로 가운데 유의한 변인 심으로 도

식화한 모형을 그림 1에 제시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직무스트 스요인  학교행

정가와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

아 제외하 으며,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동료

교사와의 계가 문상담교사의 직무 만족도

에 향을  때 심리  소진은 부분 매개 효

과를 보 으며, 역할과다, 학생과의 계가 직

무만족도에 향을 때는 심리  소진이 완

 매개 효과를 보 다.

논  의

  본 연구는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  소진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직무

스트 스요인  직무만족도를 유의미 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학교행정가와의 계, 동료교사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것은 문상

담교사에게 두 가지 이상의 상호 모순되는 역

할 기 가 존재하는 것으로 학교교사로서의 

역할과 문상담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기  

받기 때문에(나연 , 2006) 이러한 두 가지 역

할 기  상충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측된다. 컨  학교행정가는 문상담교사에

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더 비  있게 기 하고, 

학생들은 문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기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역할모호성은 

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명확한 규정과 분담이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직

무가 명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상담

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여 사기를 

하시킨다(김희 , 2006)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뒷받침 된다. 한 상담자 직무스트 스의 여

러 하 요인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요인

에서의 직무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 수 이 낮아진다는 이 의 연구 결과(박

진희, 1995)가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 장에서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의 질

과 직 으로 연 이 되어 있는 직무만족도

를 높이기 해서는 학교행정가(교장  교감)

가 기 하는 역할과 문상담교사가 실천하고 

있는 역할이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한 역할이 불분명하고 명세

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행정가의 재량

과 학교상황에 따라 직무의 지시가 혼란을 겪

고 있으므로 구체 으로 정해진 역할 업무를 

제시해  수 있는 통합  지침이 필요할 것

이다. 문상담교사의 경우 역할과다가 직무

만족도에 유의미 하게 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업무량이 많은 경우 직무스트 스는 받

지만, 학 담임 업무와 같이 교사로서 심리  

부담이 큰 업무(김기 , 2004)는 비담임 교사

로서 맡고 있지 않고 문상담교사 본연의 고

유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에는 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상된다. 학 담임교

사는 비담임 교사에 비해 학생들과 학부모와

의 계에서 직무스트 스를 더 많이 받고, 

담임학  학생 각각의 생활지도에 신경을 써

야 하기 때문에 역할과다에 한 스트 스가 

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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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직무스트 스 하 변인은 학교 행정가와

의 계로 나타났다. 학교 행정가인 학교장과 

문상담교사의 계는 지시하는 입장과 통제

를 받고 따르는 료 인 계이므로 의견차

이  갈등(이수 , 2003)이 생길 때 문상담

교사의 직무스트 스는 과도할 것이며 따라서 

직무 만족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연구가 

이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동료교사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은 문상담교사는 한 학교

에 여러 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일반교사와는 

달리 혼자서 근무를 해야 하며(서미옥, 2005), 

한 비교과 교사로서 학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사와는 다른 업무체제로서 학교 

내에서 보편 인 근무 형태로 이해 받지 못하

고 소속감 결여로(조 희, 2007) 동료교사들과

의 계에서 스트 스를 받아 이것이 직무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문상담교사와 유사하게 학

교 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사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도에 한 연구

(나연 , 2006)에서 학교 행정가와의 계, 교

사와의 계에서 나타나는 직무스트 스가 직

무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 인 향을  결

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

럼 학교행정가나 동료교사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로 효과 인 상담 운 에 부정 인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들에게 문상담교사의 문성과 업무에 한 

인식을 높여  필요가 있다(조 희, 2007). 

컨  학교행정가와 동료교사들에게 문상담

교사는 비교과 교사로서 일반 교사와는 다르

게 학 담임을 맡지 않지만 상담뿐만 아니라 

자문, 연계, 조정, 교육 등 다양한 역할(Gysbers 

& Henderson, 2007; Wittmer, 2000)을 하고 있다

는 과 학교 상담에 한 인식 수 을 높여

주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면 학교 장에서 일

반교사와는 다른 근무형태를 이해받고 인정받

아 이들과의 계 개선을 통한 상담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로,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가 심

리  소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직무스

트 스요인 가운데 역할과다와 학생과의 계

로 인한 스트 스가 유의미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직무를 부여 받은 역할과

다로 인해 문상담교사의 신체 , 감정  고

갈과 일에 한 이상이 감소하고 내담자에 

한 반응이 부정 으로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Thomas, 1982). 한편, 역할갈등과 역할모

호성은 심리  소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과의 계

가 심리  소진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상담교사들의 내담자는 

부분 학생이다. 따라서 문상담교사들은 

상담자로서 내담자인 학생과 좋은 상호교류

를 갖고자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때 다양한 심리  반응  

심리  소진이 나타남을 시사한다(Söderfeldt, 

1995).

  마지막으로,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

요인과 직무만족도와의 계에서 심리  소진

에 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동료교사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때 심리  

소진이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동료 교

사와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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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  소진을 

매개로 하여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상담교사는 자신이 기 하

는 역할과 주어진 역할의 차이로 상호 모순되

는 경험을 하면 직무만족도에 심리  소진을 

부분 으로 매개하여 향을 다. 이는 심리

 소진이 역할 갈등과 직무만족도의 계에

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난 연구(이인석, 박

문수, 정무 , 2007)와 비슷한 결과이다. 다음

으로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역할과다와 

학생과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직무 만족

도에 미치는 향에서 심리  소진은 완 매

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  소

진은 역할과다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완  매개 하 다(이인석, 박문수, 정무 , 

2007)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문상담교사의 과도한 업무나 상담 시 주요 

내담자인 학생과의 계로 인한 스트 스가 

심리  소진으로 매개될 때 직무 불만족이 일

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일을 소극 으로 하게 

되고 일에 하여 부정 이며 자신의 발 을 

한 시도를 해하게 되어 업무의 비 효율화

를 래하게 된다(허혜경, 최상순, 1996)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을 여 과 함께 소진의 수 을 낮추

기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역할이 

과다하거나 학생과의 계에서 스트 스를 받

아도 심리  소진에 항하는 다른 보호요소

를 강화시켜주면 직무만족도가 정 으로 유

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문상담교

사의 정서  탈진과 고갈을 개선해  수 있

는 내  변인, 컨  지각된 사회  지지(권

재성, 2008), 자아탄력성(여선 , 2006), 자기효

능감(조문주, 2007)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지각된 사회  지지,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은 심리  소진을 낮추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권재성, 2008; 여선 , 

2006; 조문주, 2007).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심리  소진 정도가 낮다고 한 

선행 연구(여선 , 2006)에서는 자신감과 인

계의 효율성, 정 인 태도를 가진 상담자

는 심리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하 다. 따

라서 상담자의 인 계 효율성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하고, 상담자 스스로도 꾸 한 자기 

리를 통해 소진을 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문상담교사의 심리  소진

은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도를 매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리  소진이 높아

질수록 직무만족의 경향성이 낮아진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상

담교사와 같이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

호사에게 직무 수행  발생되는 잦은 스트

스는 소진을 경험하게 하고 높은 소진은 간호

사의 직무 만족도를 하시키면서, 다시 업

무 스트 스를 높이는 악순환을 래하게 된

다(김화실, 1984; 이 정, 2000)는 연구와도 비

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차 상 온라인 설문 조사

를 통한 자기보고식 응답형태를 취했기 때문

에 불성실한 응답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다음

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상

담교사의 심리  소진이나 직무만족도에 

향을 주는 다른 직무스트 스요인들이 고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상담교사

의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향

을 때 심리  소진의 매개 효과 이외에 다

른 매개 변인들을 고려되지 못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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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이다.

  한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 만족도의 계에서 심리  소

진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수 에 머물 다는 

제한 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요인, 직무만족도, 심리  소진의 계에 있

어서 매개 모형에 한 공변량 구조 분석 등

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종합

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

으로 측정도구와 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

서 직무스트 스 하 요인  역할 스트 스 

척도를 역할갈등척도, 역할모호성척도, 역할과

다척도로, 인 계 스트 스를 한 인

계 진단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한 이유는 각 직

무스트 스의 하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가 통

합되어 있지 않고 각 요인별로 각기 측정될 

수 있도록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

한 을 고려하여 보다 포 인 표집방법과 

다양한 측정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직무스

트 스가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진에 향을 

주는 것은 상할 수 있는 결과지만 특정한 

상인 문상담교사에게 있어서 다양한 직무

스트 스 요인  구체 으로 어떤 요인이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직무만족도와 심리  소

진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이

는 향을 주는 직무스트 스 하  요인들의 

명세한 악으로 이를 통해 심리  소진을 낮

추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구체

인 책을 강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심

리  소진이 갖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에도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직

무스트 스 요인과 심리  소진에 미치는 

향을 밝힌 연구는 있었으나(강학구, 1996; 

Hanye & Long, 1989; Söderfeldt, 1995; 박희서외, 

2001; 차미숙, 2000) 직무스트 스요인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  소진이 갖

는 매개 효과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문상담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국

내에서 무하 다. 따라서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칠 때 심리  소진의 매개효과를 살펴 으

로서 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 스요인과 직

무만족도와의 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고자 하 다. 셋째, 문상담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 스의 요인들과 심리  소진, 직무

만족도 연구는 상담의 궁극  목표인 내담자

의 인간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데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는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이는 효율 인 상담 활동을 해서도 필요하

지만 문 으로 인간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담자에 한 심과 서비스 환경의 향상

을 한 책 마련을 제고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는 문상담교사를 상으

로 직무스트 스와 소진, 직무만족도를 연구

한 석이 된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상담

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직 인 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겪는 직무스트 스와 심리  소진에 

의한 향은 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

험하는 향보다도 더 심각하고 요하게 다

루어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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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of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Hyun Ah Lee                  Ki Hak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ob stressor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We also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or and job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70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from middle, high school and educational office. 

Correlations, a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the 

relationship with school administrator and colleagues were significantly negative on job satisfaction. Second, 

role overload and relationship with students(clients) had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Finally, burnout 

partially mediated between each subordinate factor of various job stress such a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job satisfaction. Also, burnout completely mediated between 

subordinate factor of job stress such as role overload and relationship with students(clients) and job 

satisfaction. We designed this study to provide some help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n decreas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job stressors and burnout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Key words :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job stressor, job satisfaction, burn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