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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효과*

 전   성   은                    강   영   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

하는 매개변인으로 역할갈등을,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직무의미창조를 설정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총 150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역할정체

성 혼란은 역할갈등 및 소진과 정적 상관, 직무 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갈등이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역할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인들의 경로에서 직무의미창조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의 함의와 연구의 한계에 대

해 기술하였다.

주요어 : 전문상담교사, 역할정체성 혼란, 역할갈등, 소진, 직무 만족, 직무의미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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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과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상담 전담인력

으로서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교육현

장에서도 드디어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2005년 첫 전문

상담교사 배치 이후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지

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 상담교사 수

는 약 3,600명 정도로 이는 전체 초․중․고

등학교들 중 약 30%에만 전문상담교사가 배

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마저도 

학교 급(초․중․고등학교) 및 배치 기관 특성

(교육청, Wee센터, 특성화 학교, 특수학교 등)

에 따라 상이한 업무를 배정받으며 여전히 많

은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채현순, 장유진,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역할요구들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상담 외 과

중한 업무, 이중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진될 

확률이 높다(박근영, 임은미, 2014; 연문희, 강

진령, 2002; 이현아, 이기학, 2009). 상담자의 

소진은 상담자의 치료적 기술과 능력을 감소

시키고 상담자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으므로(윤은주, 

2009), 전문상담교사의 효과적인 상담을 장려

하기 위해서는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소진과 더불어 상담자가 경험하는 직무 만

족은 내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의 질을 결정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황경열, 

소혜정, 2006). 또한 직무 만족은 조직에 소속

된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개인성과에 정적 영

향을 미치며(김문숙, 김예실, 이순묵, 2014), 만

족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조직시민행동

과 같은 전향적이고 도움을 주는 행동과도 연

계된다(George, 1991).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한다

면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뿐 아니

라, 교육 현장의 효과적인 기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발달 되어 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상담 제도는 한국 상황에 맞는 

상담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양

적 성장을 이루어 왔고(이정훈, 2017), 전문상

담교사 배치 초기에는 이들을 양성하고 선발

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문상담교사 

초기 구성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2005년 처음으로 배치되었던 전문

상담교사들로, 이들은 다른 교과교사로 근무

하다가 180시간의 상담양성과정을 이수하고 1

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상담

교사로 전직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타 전공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일반양성과정을 통해 2급 전문상담교사 자격

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경우

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리 및 상담 전

공자가 교직이수를 통해 2급 전문상담교사 자

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경

우이다(이지원, 오인수, 2016).

타 과목 교과교사에서 전직하거나, 양성과

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된 교사들은 

비교적 단기간의 심리 및 상담 교육과정을 거

쳐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

리 및 상담 전공자의 교직이수 과정에서도 전

공교과목 및 교직과목(이론, 소양, 실습)을 이

수하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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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담 실무에 대한 수련 과정은 다소 부

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떠한 경로로 전문상

담교사가 되더라도 그 양성 과정이 충분한 상

담수련을 포함하지 못해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정진철, 양난미, 2018), 표준화되지 않은 각자

의 수련과정 및 과거 교직 경험 여부 등은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상담교사로 

전직하기 전 교과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은 대집단으로 진행되는 생활

지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하였으며, 상담 지원체제구축(교직원 및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생활지도 영역들

에 대한 요구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금명자, 2007).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

처럼 교직 근무 경력이 없었던 전문상담교사

의 경우 개인상담 활동에 대한 역할이 클 것

을 예상하여 전문성 있는 상담 수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볼 때, 교직 경험 유무에 

따라 역할에 대한 시각과 정체성에 차이가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상담교사

는 자신감 부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

고, 상담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소진을 경험

하게 되는 위기를 겪음이 보고된 것을 고려할 

때(김지정, 이영순, 2014), 전문상담교사의 역

할정체성 문제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역할정체성 혼란만으로 전문상담교사

의 소진 및 직무 만족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기 위

해서 서로 상충되는 기대들의 부과로 인해 전

문상담교사가 겪게 되는 역할갈등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 또한 소진과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유금란, 2010; 이현아, 이기

학, 2009). 역할정체성 혼란은 전문상담교사 

임용 초기부터 발달되어온 특성이므로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역할정체성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역할정체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이르는 경로에 있는 역할갈등

에 대해 개입의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의 의미와 개인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직무의미창조(job crafting)

의 개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직무의미창조란 

스스로 과업의 경계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인

식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Berg, Dutton, 

& Wrzesniewski 2008; Tims, Bakker, & Derks,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의미창조 수

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은 감소하며(Garcia 

Vargas, 2019), 직무의미창조는 업무몰입, 직무 

만족, 일의 의미 등을 향상시킨다(김민지, 박

용호, 2019). 기대와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전

문상담교사 개인이 직장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전문상담교사 스스로 역

할갈등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직무의미창조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

정체성(identity)이란 사회적 역할 또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의미이며

(Burke, 1991),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

한다(Erickson, 1956). 정체성 형성에 있어 에릭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24 -

슨(Erickson, 1963)은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아의 뿌리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조직에 있음

을 강조하였다. 사람은 역할과 관련된 상호 

작용 관계망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역

할에 관한 기대와 역할수행에 근거하여 자기

평가를 내면화한 자기개념인 역할정체성을 형

성하게 된다(Stryker & Burke, 2000).

전문상담교사는 양성 및 선발 과정의 차이

로 인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인식들에 차이가 있으며(금명자, 2007), 

임용 당시 불안정한 환경 조건에서 이질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상담자인지, 교

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김

지연, 김동일, 2015).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을 변인으로 한 양적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Burke 

(1991, 2003)가 제시한 정체성 혼란 개념을 바

탕으로 하여, 개인이 역할 안에서 수행하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겹치게 될 때 겪는 혼

란을 역할정체성 혼란(identification confusion)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록 역할정체성은 아니지만 정체성과 관련

된 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직 정

체성이 높은 전문상담교사가 소진을 덜 경험

하고, 전문직 정체성이 낮은 전문상담교사가 

상대적으로 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직 정체성의 

개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

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말하며

(박종우, 1994), 직업정체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에 대

한 사회의 기대와 역할 수행에 근거한 평가인 

‘역할정체성’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상담자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한 변인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e. g., 김정숙, 유금란, 

2010; 정은미, 2017; 채현순, 장유진, 2016).

한편 타 직종의 정체성 관련 요인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직업정체성이 

높을수록 소진의 경험이 감소하였고(안수경, 

2000),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직업정체성

이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현주, 이현지, 2016). 이와 같은 결

과들을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소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

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없

게 하므로(정은미, 2017),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인이다. 소진(burnout)이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

으로, 개인적인 성취감 저하, 감정 고갈, 탈인

격화로 인한 냉소주의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경험을 포괄한다(Maslach & Jackson, 1981). ‘개

인적 성취감의 저하’는 유능감 및 성취감과 

관련된 것으로 더 이상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감정 

고갈’은 정서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에너지가 

손실되어 피곤함을 느끼는 것, ‘탈인격화’는 일

에 대한 이상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aslach, 1982). 소진된 전문상담교사는 내

담자와의 관계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무

관심해지며 학교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진에 영향을 주

는 변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내담자의 안녕에도 매우 중요하다(차시연, 김

윤희,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소진 관련 

위험요인으로 학생 관련 스트레스, 동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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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관련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임신일, 2019), 이는 일반교사 및 상담자

들의 소진 관련 변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일반교사의 경우 완벽주의, 내현적 자기애, 부

적 정동,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갈등과 소진

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영만, 2016; 

차진훈, 2016), 상담자의 경우 신경증, 직무관

련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

다(김승아, 2016). 이러한 차이는 전문상담교사

들의 직무 및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진

에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주어진 

직무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정

서 상태이며, 넓게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

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만족으로 정의할 수 있

다(최외선, 2003).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

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교, 지역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만나게 될 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권순보, 유

진은, 2019),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만족과 관

련 있는 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무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교

사가 학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역할활동의 내

용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금명자, 정경미, 이미숙, 2009). 구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교정상담, 조정, 상담지원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업무 만족, 직업 자

부심, 상사관계 및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이기학, 

2009). 타 직종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로 사회

복지사들의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 만족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아, 2009; 김소라, 2019), 노인생활시설에

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만족 또한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차명진, 제석봉, 2009).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

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서로 상충되는 기대

가 동시에 조직구성원에게 부과되어 일을 수

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또한 역할갈등은 역

할담당자의 가치 및 신념과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행동 간의 갈등인 ‘개인-역할 갈등’, 처음 

역할담당자에게 요구한 역할이 그 다음 요구

한 역할과 모순될 때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 

역할담당자가 한 사람의 역할전달자로부터 서

로 상반되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을 때 역할담

당자 개인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모순적인 기

대에 발생하는 ‘역할담당자 내 갈등’, 한 역할

담당자에게 두 사람 이상의 역할전달자가 서

로 모순된 기대행동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전달자 간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우리나라 학교상담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문상담교사는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온 교육

자로서의 역할에 학교폭력 같은 청소년 현안

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자적 역할이 단순 접합

되면서 역할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

정훈, 2017).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문상담

교사는 상담자로서도 교사로서도 뚜렷하게 자

리 잡지 못하는 역할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이런 다양한 불일치감은 개인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여 소

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김지연, 김동

일, 2015).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26 -

먼저 미국의 경우 학교상담자가 대학 상담소

나 사설 상담소에 종사하는 상담자에 비해 상

담 업무 외의 다중업무 수행으로 인한 역할갈

등 및 역할 모호성을 경험하며, 교사와 교직

원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

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Butler & Constantine, 

2005; Wilkerson & Bellini, 2006). 또한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함 수준이 학교상담자의 소진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작용하였다(Fye, 2016). 한

국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담

자들이 역할갈등을 경험할 때 심리적 소진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유성경, 2002). 마

찬가지로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에서도 역할

갈등이 소진의 하위 요인 중 무능감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김정숙, 유금란, 2010).

다음으로 역할갈등과 직무 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상담자

의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등을 통해 직무 만

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ervoni 

& DeLucia-Waack, 2011). 마찬가지로 국내 전문

상담교사 대상 연구에서도 역할갈등이 직무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현아, 이기학, 2009).

전문상담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불안정한 제도

와 정책으로 인해 상담자, 교사, 교육행정직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이 뿌리

째 흔들리며 혼란을 겪고, 상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몰이해와 편견을 겪으며 다양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됨을 언급하였다(채

현순, 장유진, 2016).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역할갈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유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정체성 혼란

의 개념을 특성 변인으로, 역할갈등의 개념을 

과정 변인으로 가정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역할정체성 혼란이 있는 전문상담교

사가 역할갈등이 증가할 때 소진되거나 직무 

만족이 떨어질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역할정체성 혼란, 역할갈등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효과

역할갈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기제로 밝혀진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의미창조(job crafting)에 초점을 

맞추었다. Wrzesniewski와 Dutton(2001)은 자신

의 일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면서 개

인의 일의 정체성과 일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직무의미창조라 개

념화하였으며, 과업 경계 변화(changing task 

boundaries), 인지적 경계 변화(changing cognitive 

boundaries), 관계적 경계 변화(changing relational 

boundaries)를 통해 직무의미창조의 개념을 설

명하였다. 위의 개념들을 전문상담교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과업 경계변화는 전문상

담교사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상담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교육, 예

방활동 등으로 직무의 유형 및 범위를 변화시

키는 것이다. 인지적 경계변화의 예는 전문상

담교사가 학생들의 치료 및 상담자로서 자신

의 일을 간주하기보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

도하는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는 것

이다. 관계적 경계변화의 예는 전문상담교사

가 학교에서 수행해야하는 업무나 생활지도에

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거나 관리자의 조

력을 요청하는 등 상호작용방식을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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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근에는 Wezesnieski와 Dutton(2001)의 

개념을 발전시켜 직무의미창조를 구조적 직

무자원 증진(increasing structural job resources), 

사회적 직무자원 증진(increasing social job 

resources), 도전적 직무요구 증진(increasing 

challenging job demands),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decreasing hindering job demands)로 구분하고 

있다(Time, Bakker, & Derks, 2012).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 과정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개인적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학교 조직의 독특성과 상담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소진을 겪지만, 

요구를 조정하거나 역할을 조정하고, 목적에 

따라 교사들과의 관계 특성을 다르게 하는 등

의 노력을 통해 역할에 대한 안정 및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김동일, 2015). 더불어 전문상담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임용 당시 혼란을 겪는 것 뿐 아니라, 상담에 

대한 주변의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다양

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됨을 언급하고 

있다(채현순, 장유진, 2016). 동 연구에서 전문

상담교사는 내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적

으로 학교상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

면서 일의 영역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의 균형

을 유지함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

교사는 자신을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교사로만 

규정하지 않고 학교상담 체계 및 제도와 정책

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조정자 역할까

지 자신의 모습으로 수용하였으며, 이 노력의 

과정은 직무의미창조, 즉 과업 경계변화와 인

지 및 관계적 경계변화 개념을 적용시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무의미창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의미창조는 직무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차원의 주도적

인 노력이며, 정서노동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시켰다(김명소, 이민주, 2017). 또한 직무의미

창조는 직무과부하 상황에서 서로 호환되지 

않는 역할요구에 따른 역할갈등에 해당하는 

일-가정 갈등, 소진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문영, 김병직, 2021). 또

한 개인은 직무의미창조를 통해 스스로 과업 

및 과업의 의미, 그와 관련된 대인관계 양상

을 변화시키면서 심리적 유연성을 얻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정신 건강상태와 더 높은 직무 

만족을 보였다(Bond, Flaxman, & Bunce, 2008; 

Tims & Bakker, 2010). 이를 바탕으로 IT 종사

자, 영업사원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들을 살펴봤을 때 직무의미창조는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신혜, 2019; 김준환, 이항, 2017; 이항, 2016).

한편, 역할갈등과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은 소진의 

하위요인 중 무능감과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김정숙, 유금란, 2010). 그리고 역할갈등과 

직무 만족에 대해서는 산업체 상담원 대상 

연구 결과에서 역할갈등의 하위요인 중 일부

인 개인-역할갈등, 역할지체 갈등, 자원부족

갈등, 역할기대갈등만이 직무 만족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림, 윤경원, 

2004).

이처럼 역할갈등의 요인에 따라 소진 및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직무의미창조가 소진 및 직무만족을 각각 완

충하거나 상승시켰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의미창조가 역할갈등

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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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1.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관계를 역할갈등이 매개할 것

이다.

연구가설 1-2.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역할갈등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1.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과 직무의미

창조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

성 혼란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역할갈등과 

직무의미창조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

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표집 절차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1040198-200114-HR-003-04), 본 연구의 가설검

증을 위해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아림 등(2018)의 연

구에서 자기주도적 행위인 직무의미창조를 하

기 위해서는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선행되

어야 하므로 연구 참여자를 6개월 이상의 근

무경력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한 학

기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업무파

악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여, 6개월 이상 재

그림 1. 연구모형(소진)

그림 2. 연구모형(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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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  9.3

여성 136 90.7

연령

20대 35 23.3

30대 66 44.0

40대 23 15.3

50대 24 16.3

60대 이상 2  1.3

결혼 여부
미혼 73 48.7

기혼 77 51.3

임용 경로

전직 6  4.0

임용고시 128 85.3

기타 16 10.7

학력

학사 59 39.3

석사재학/수료 13  8.7

석사졸업 64 42.7

박사재학/수료 11  7.3

박사졸업 3  2.0

학부 전공

심리/상담심리 115 64.6

교육학 15  8.4

사범계열 교과교육학 28 15.7

사회복지 9  5.1

기타 11  6.2

석사 이상 전공

일반대학원 상담/심리 25 25.8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62 63.9

사범계열 교과교육학 2  2.1

교육학 5  5.2

사회복지 2  2.1

기타 1  1.0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2  8.0

1년 이상 - 4년 미만 63 42.0

4년 이상 - 7년 미만 43 28.7

7년 이상 - 10년 미만 18 12.0

10년 이상 14  9.3

소속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 9  6.0

Wee센터 23 15.3

초등학교(일반) 38 25.3

중학교(일반) 51 34.0

인문계 고등학교 14  9.3

특성화 고등학교 11  7.3

과학고/영재고/마이스터고 2  1.3

특수학교/기타 2  1.4

근무형태
기관근무 141 94.0

순회근무 9  6.0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105 70.0

사립 18 12.0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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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다. 표본 수 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의 수 3을 기준으

로 했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9명 이었다. 설문에는 총 153명이 참여하였

으며,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임한 3명의 

결과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50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 대한 인구통

계학적 정보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실시하

였으며, 설문 문항은 총 140문항으로 개인당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한

국전문상담교사 협회 다음카페, 지역별 상담

교사 커뮤니티(SNS 어플리케이션)에 연구 홍보

글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또한 전문상담교

사 대상 연수 및 협의회 등의 모임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역할정체성 혼란

본 연구에서는 역할정체성 혼란을 측정하기 

위해 Tompson과 Werner(1997)의 연구를 바탕으

로 Jun과 Kyle(2011)이 수정하여 사용한 정체성 

혼란 척도를 박승하 등(박승하, 김효미, 윤지

인, 2014)이 학생-운동선수 정체성 혼란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1문항을 활용하였다. 전

문상담교사에 맞추어 총 3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는 상이한 인지, 감정, 행동패턴을 갖게 

하므로(Sluss & Ashforth, 2007) 다음의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교사로서의 역할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혹은 상담자

로서의 역할은 교사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된

다고 생각한다)’, ‘교사로서의 역할은 상담자로

서의 역할에 방해가 되어 불편하다(혹은 상담

자로서의 역할은 교사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되어 불편하다)’, ‘교사로서의 역할이 상담자로

서의 역할에 방해가 되어 역할수행에 어려움

이 있다(혹은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교사로서

의 역할에 방해가 되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점(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는 5점 Likert 척도

이며,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현직 상담교사 3

명에게 타당도 평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문항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방해가 된다’라는 1문항

으로 구성했을 때보다 3문항으로 구성했을 때 

역할정체성 혼란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당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 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Pareek(1994)의 연구를 기초로 채병영(2005)이 

수정 및 보완한 역할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채병영(2005)의 연구에서는 일반 교사를 대상

으로 역할갈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5문

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도록 되

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을 높게 지

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예로 

‘나는 나의 역할수행에 관하여 여러 교사로부

터 상호 모순되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다’, ‘나

의 역할 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

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등이 

있다. 문항들은 역할갈등을 측정하는 7개의 

요인(역할고립갈등, 역할기대갈등, 개인-역할 

갈등, 역할모호성 갈등, 역할지체 갈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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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 역할과다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구(김아람, 2015)에서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 이다.

소진

전문상담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7)이 개발한 상담자 소진 척도(CBI)를 

Yu(2007)가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

판 상담자 소진척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의 문항들을 전문상담교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들의 예로 ‘전문상

담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

에서 피곤함을 느낀다’, ‘나는 내담자들에 대

해 점차 무뎌져 간다’ 등이 있다. 5가지 요인

(신체적 피로감, 무능감, 비협조적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저하, 사생활 악화)을 측정하는 

Likert 5점 척도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

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

다. Yu(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도 .92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

직무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carpello와 

Campbell(1983)의 연구를 기초로 박세영(1993)이 

개발한 직무 만족 척도(Job Satisfaction Scale: 

JSS)를 전문상담교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25문항의 Likert 5점 척도

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

렇다)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영역

별 만족에 대한 24문항과, 총체적 직무 만족

을 묻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만

족의 하위요인으로는 상사, 업무자체, 보상, 

동료, 작업조건 요인이 있으며, 문항들의 예로 

‘맡고 있는 업무량에 대해서 만족한다’, ‘직장

동료와 즐겁고 유쾌하기 지내는 정도에 대해

서 만족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

구나 장비가 갖추어진 정도에 대해서 만족한

다’ 등이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박세영

(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5 이다.

직무의미창조

Times, Bakker, Derks(2012)가 개발 및 타당

화한 직무의미창조 도구를 바탕으로 국내에 

맞춰 조주연과 김명소(2014)가 개발 및 타당

화한 한국판 잡크래프팅 척도(Job Crafting 

Scale-Korean: JCS-K)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의 잡크래프팅 4개 요인에 ‘인지적 직무자원 

증진(Increasing Cognitive Job Resources)’을 추가

하여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구조적 직무자원 증진, 사회적 직무자원 증진, 

도전적 직무요구 증진,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인지적 직무자원 증진을 측정하는 본 척도는 

총 44문항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예로 ‘나는 내 일의 결과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람

과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 ‘나는 상사에게 

직무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등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규직 직장인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주연과 김명소(2014)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9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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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절차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의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참

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

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

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매크로 프로

그램의 부트스트랩(bootstrap) 모형 4번을 적용

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신뢰구간이 영(0.0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로 효과의 유무를 판단한다. 

즉,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효과가 존재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5,000번 표집 및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도록 설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모형 14번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

하였다.

분석 시, 변인의 요인들을 분리하지 않고 

척도의 전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Aiken

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줄

이고. 계수를 올바르게 산출하기 위해 변인들

을 평균-중심화 하였다. 더불어 직무의미창조

의 수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1SD는 높은 조

건으로, -1SD는 낮은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한

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여부나 재직기간에 

따라 직무의미창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김유경, 이혜진, 박형인, 2018; 서아림, 정

예슬, 손영우, 2018), 모형 분석에 결혼여부, 

재직기간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영향

을 통제한 후에도 모형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 역할갈등, 

소진, 직무 만족, 직무의미창조의 수준이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임용경로, 학력, 

전공, 소속기관, 근무형태, 학교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결혼여부

와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먼저 결혼여부에 따른 변인의 차이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역할정체성 혼란, 역할갈등, 

소진, 직무 만족의 경우 결혼여부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혼 전문상담

교사의 직무의미창조 수준이 미혼 전문상담교

사의 직무의미창조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직장에서 초기 경력자

가 조직생활 및 업무수행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3 ~ 4년의 기간이 소요되며(장서

영, 장원섭, 2008), 교사의 경우 지역 및 기관

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4년이나 5년 단위 정

기전보로 근무지를 이동한다.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재직 6개월 이상 ~ 4년 미만과 재직 

4년 이상으로 나누어 재직기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직무의미창조 수준은 재

직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4

년 이상 재직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의미창조

가 6개월 이상 ~ 4년 미만 근무한 전문상담

교사의 직무의미창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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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Pearson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통계

학적인 변인 중 결혼여부는 재직기간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 r = .45, p ＜ .01, 직무의미

창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8, p ＜ .05. 재직기간 또한 직무의미창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3, p ＜

.01.

선행변인인 역할정체성 혼란은 역할갈등과 

정적 상관, r = .52, p ＜ .01, 소진과 정적 상

관을 보였고, r = .83, p ＜ .01, 직무 만족과 

부적 상관, r = -.68, p ＜ .01, 직무의미창조와

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35, p ＜ .01. 다

음으로 매개변인인 역할갈등은 소진과 정적 

상관, r = .50, p ＜ .01, 직무 만족과 부적 상

관, r = -.40, p ＜ .01, 직무의미창조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마지막으로 

결과변인 중 소진은 직무의미창조와 부적 상

관, r = -.37, p ＜ .01, 직무 만족은 직무의미

창조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4, p ＜ .01.

전체 미혼(N=73) 기혼(N=77)
t p

M SD M SD M SD

역할정체성 혼란 3.071 1.047 3.128 1.072 3.017 1.026   .645 .520

역할갈등 2.706 .620 2.793 .603 2.622 .629  1.699 .091

소진 2.529 .692 2.580 .678 2.481 .706   .875 .383

직무 만족 3.393 .705 3.382 .689 3.404 .724  -.192 .848

직무의미창조 4.380 .578 4.277 .558 4.479 .583 -2.168 .032

표 2. 결혼여부에 따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차이

전체
6개월 이상 ~

4년 미만(N=75)

4년 이상

(N=75) t p

M SD M SD M SD

역할정체성 혼란 3.071 1.047 3.107 1.091 3.036 1.007   .415 .679

역할갈등 2.706 .620 2.792 .637 2.619 .594  1.727 .086

소진 2.529 .692 2.621 .696 2.437 .679  1.638 .103

직무 만족 3.393 .705 3.378 .701 3.409 .714  -.272 .786

직무의미창조 4.380 .578 4.286 .587 4.475 .558 -2.017 .046

표 3. 재직기간에 따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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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

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표 5와 같이 역할정체성 혼란은 소진에 정

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 = 

.33, t = 6.97, p ＜ .001. 또한 역할정체성 혼

란은 역할갈등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

쳤다, b = .30, t = 7.35, p ＜ .001. 역할정체

성 혼란을 예측변인으로 그리고 역할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투입한 결과,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b = .06, t = 

.06, ns.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이 완전매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인 1 2 3 4 5 6 7

1. 결혼여부 -

2. 재직기간   .447** -

3. 역할정체성 혼란 -.053 -.032 (.940)

4. 역할갈등 -.138 -.157 .519** (.933)

5. 소진 -.072 -.113 .829** .500** (.919)

6. 직무 만족  .016 -.010 -.683** -.400** -.668** (.950)

7. 직무의미창조  .175*   .228** -.353** -.224** -.367** .436** (.941)

주. N = 150. 결혼여부(0 = 미혼; 1 = 기혼)는 더미코딩 후 양분(point-biserial)상관. 

대각선 괄호 안의 값은 변인의 신뢰도를 나타냄. *p ＜.05 **p ＜.01. 

표 4.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신뢰도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b t F R2

1

결혼여부

소진

.004 .110    -.036

17.039*** .259재직기간 -.061 .051   -1.196

역할정체성 혼란 .328 .047  6.965***

2

결혼여부

역할갈등

-.075 .096    -.777

20.088*** .292재직기간 -.065 .045   -1.459

역할정체성 혼란 .304 .041 7.347***

3

결혼여부

소진

.062 .071     .867

82.578*** .695
재직기간 -.004 .033    -.120

역할정체성 혼란 .063 .036    1.765

역할갈등 .875 .061   14.389***

주. N = 150. ***p ＜.001.

표 5.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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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같이, 역할갈등의 하한값은 .196, 상한

값은 .338으로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

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7에는 역할정체성 혼란과 직무 만족 사

이에서 역할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역할정체성 혼란은 직무 만족

에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 

= -.27, t = -5.28, p ＜ .001. 또한 역할정체성 

변인 b SEb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역할갈등 .266 .037 .196 .338

주. N = 150.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표 6. 역할정체성 혼란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소진)

단계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b t F R2

1

결혼여부

직무 만족

.008 .119  .070

 9.310*** .161재직기간 -.017 .055 -.299

역할정체성 혼란 -.270 .051  -5.275***

2

결혼여부

역할갈등

-.075 .096 -.777

20.088*** .292재직기간 -.065 .045   -1.459

역할정체성 혼란 .304 .041   7.341***

3

결혼여부

직무 만족

-.049 .094 -.522

33.906*** .483
재직기간 -.067 .044   -1.518

역할정체성 혼란 -.037 .047 -.781

역할갈등 -.768 .081  -9.516***

주. N = 150. ***p ＜.001.

표 7. 역할갈등과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역할정체성 혼란의 매개효과

변인 b SEb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LLCI ULCI

역할갈등 -.233 .045 -.326 -.150

주. N = 150.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표 8. 역할정체성 혼란의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분석(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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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역할갈등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b = .30, t = 7.34, p ＜ .001. 역할정

체성 혼란을 예측변인으로 그리고 역할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투입한 결과, 직무 만족에 

대한 역할정체성 혼란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b = -.37, t = 

.05, ns. 역할정체성 혼란과 직무 만족의 관계

에서 역할갈등이 완전매개 하였다고 볼 수 있

다. 표 8과 같이, 역할갈등의 하한값은 -.326, 

상한값은 -.150으로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

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이르

는 관계에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할정체성 혼란

은 역할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 = 

.30, p ＜ .001, 매개변인인 역할갈등과 직무의

미창조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 

= .09, ns. 또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

지수는 신뢰구간에 영을 포함하여, b = .03, 

95% CI [-0.02, 0.07],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역

할갈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직무의미창조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할정체성 혼

란은 역할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 = 

준거변인 예측변인 R² b
95%

LLCI

95%

ULCI

역할갈등

결혼여부

 .292***

-.075 -.265 .116

재직기간 -.065 -.154 .023

역할정체성 혼란    .304*** .222 .385

소진

결혼여부

 .705***

 .065 -.074 .204

재직기간 -.001 -.067 .065

역할정체성 혼란  .063 -.007 .133

역할갈등    .833*** .708 .958

직무의미창조 -.116 -.235 .002

역할갈등 × 직무의미창조 .089 -.048 .225

전체

직접효과 N/A  .063 -.007 .133

간접효과

직무의미창조 낮음

.003

 .237 .162 .314

직무의미창조 중간  .253 .183 .323

직무의미창조 높음  .268 .194 .340

조절된 매개지수

(유의도 검정 없음)
N/A  .027 -.022 .070

주. N = 150. b= 비표준화 회귀계수,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p ＜.001.

표 9. 직무의미창조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 결과(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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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 ＜ .001, 조절변인인 직무의미창조는 직

무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b = .32 , p 

＜ .001, 역할갈등과 직무의미창조의 상호작용

항이 직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b = -.03, ns. 또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신뢰구간에 영을 포함하여, b = 

-.01, 95% CI [-0.10, 0.04],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역할갈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직무의미창조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

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

성 혼란과 소진 그리고 직무 만족의 관계를 

역할갈등이 매개하는지, 그리고 매개효과가 

직무의미창조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 것이었다. 자료는 온라인 및 서면 설문

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전문상담교사 15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역할정체성 혼란은 결혼여부와 

재직기간을 통제하고도 소진에 정적 영향, 직

무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효

준거변인 예측변인 R² b
95%

LLCI

95%

ULCI

역할갈등

결혼여부

.292***

-.075 -.265  .116

재직기간 -.065 -.154  .023

역할정체성 혼란    .304*** .222  .385

직무 만족

결혼여부

.539***

-.071 -.249  .107

재직기간  -.091* -.175 -.007

역할정체성 혼란 -.026 -.115  .063

역할갈등   -.681*** -.840 -.522

직무의미창조    .316*** .165  .467

역할갈등 × 직무의미창조 -.025 -.199  .149

전체

직접효과 N/A -.026 -.115  .063

간접효과

직무의미창조 낮음

.000

-.202 -.306 -.089

직무의미창조 중간 -.207 -.295 -.125

직무의미창조 높음 -.211 -.297 -.137

조절된 매개지수

(유의도 검정 없음)
N/A -.008 -.103  .038

주. N = 150. b= 비표준화 회귀계수, LLCI = 신뢰구간 하한선, ULCI = 신뢰구간 상한선;
*p ＜.05, ***p ＜.001.

표 10. 직무의미창조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 결과(직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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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검정한 결과 역할갈등이 역할정체성 혼

란과 소진 및 직무 만족 간 관계를 완전히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들에

서는 정체성 관련 요인이 소진 및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으나(김성아, 2009; 김소라, 2019; 남현주, 이현

지, 2016; 안수경, 2000),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서 개인 내적인 변인에 해당하는 역할정체성 

혼란이 직접적으로 소진과 직무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거쳐 소진과 직

무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할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지연, 김동일, 2015; 채현순, 

장유진, 2016).

그러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 결과 

역할갈등과 소진 및 직무 만족 간 관계에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가

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가 유의하

지 않은 것에 대한 대안적 해석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할갈등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직무의미창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대한 역할갈등의 주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검정력 부족으로 인해 조절효과

가 유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역

할갈등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에서 직

무의미창조가 조절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효

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효과크기를 

탐지하기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할 것이다

(Champoux & Peter, 1987). 본 연구의 참여자는 

150명으로 그렇게 큰 표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역할갈등과 소진 및 직무 만족의 관계

에서 직무의미창조의 조절효과가 드러나지 않

았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직무의미창조의 하위요인별 양상

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 결과는 없지

만 직무의미창조는 조직풍토의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고려할 때(안혜정, 이승연, 2020), 교

직사회의 특수성이 직무의미창조의 하위요인

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직사회는 안정된 일자리, 노후

보장 등과 같은 직업선택 동기가 강하여, 내

재적 동기가 직무의미창조에 강한 영향을 주

는 반면, 폐쇄적, 위계적 문화 또한 강하여 하

급자들의 업무권한 혹은 자율성이 부족하기 

마련이다(강나율, 김민영, 박성민, 2019). 전문

상담교사들이 속해 있는 교직사회 또한 공직

사회에 포함되며, 주도적으로 직무를 설계하

고 업무의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의미창조 척도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직무자원 증가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의미나 과업의 목적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조주연, 김명소, 2014), 

이러한 개인의 인지가공을 통해 전문상담교사

는 소진을 줄이거나 직무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하위요인 중 방해적 직

무요구 감소는 인지적 직무자원 증가의 개념

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소진과 직무 만족에 

다른 양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해적 직무

요구 감소는 감당하기 힘든 직무요구의 방해

적 요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줄이는 것으로

(Tims, Bakker, & Derks, 2012), 이를 직무요구와 

자원으로 직무탈진을 설명하는 Hobfoll(1989)의 

자원보존(conservation of resources)이론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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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

로 하면 개인의 노력이 자원 획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손실 과정을 통해 개인

의 직무탈진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Boswell, Olson-Buchanan, LePine, 2004). 즉, 전문

상담교사가 방해적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공직사회의 폐쇄적이고 비자율

적인 분위기로 인해 개인 스스로 방해적 직무

요구들을 감소하기 어렵거나, 이를 극복한다

고 해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이 오히려 소진

을 심화시키거나 직무 만족을 저하시킬 가능

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의미

창조의 하위요인에 대한 Tims 등(2012)의 연구

에서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는 직무열의, 직무

수행과 같은 준거들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 연구에서 방해적 직

무요구 감소는 직무의미창조의 다른 하위요인

들과의 상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방해적 직

무요구 감소가 독립적인 요소에 해당할 가능

성도 제기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

지로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 간 상관은 높았지만, 방해적 직무요

구 감소와 나머지 4개 요인과의 상관은 비교

적 낮게 나타나,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가 독

립적인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조주연, 김명소, 2014).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도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가 직무의미창

조의 다른 하위요인들과 상이한 양상으로 소

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의미창조의 하위요

인별로 조절된 매개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을 때,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가 역할갈등

과 소진 간 관계를 조절하였고, 본 연구모형

인 조절된 매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가 높을 경

우 역할갈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

지는 양상을 보였다.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이외의 하위요인으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무 만족에 대해서도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위요인별 양상 

및 차별적 영향의 가능성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으

나, 추후 직무의미창조의 하위요인별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단일차원에서 직

무의미창조 자체의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직

무의미창조는 소진에 부적 영향, 직무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

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민지, 

박용호, 2019; Garcia Vargas, 2019).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재직기간과 결혼여부

에 따라 직무의미창조에 차이가 있었다. 재직

기간이 4년 이상인 전문상담교사가 4년 미만

의 전문상담교사보다 직무의미창조가 높게 나

타났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았을 때 재직기간은 직무의미창조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서아림, 정예슬, 손영우, 

2018), 동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행위인 직무의

미창조를 위해서는 선행적인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전문상담

교사 개인이 자신이 맡은 직무의 정체성과 의

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

게 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재직 기간이 필요

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혼인 전문상담교사가 미혼의 전문

상담교사보다 직무의미창조가 높게 나타났는

데, 직장인 대상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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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처럼 미혼의 경우 직무의미창조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이혜

진, 박형인, 2018).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했을 때 기혼자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직무에 임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직무의미

창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록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

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더라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 전문상담

교사의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정

체성 및 역할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연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정체성, 전

문성, 그리고 현장의 배치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며(이종

한, 2019), 이로 인해 전문상담교사들은 여전

히 혼란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상담교

사의 소진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지므로, 이를 예방

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관심과 제도적 보

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역

할갈등과 소진의 관계, 혹은 역할갈등과 소진

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이나 직업정체성의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할정체

성 혼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진 및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과 직무 만족이 단지 역

할정체성 혼란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

니며 역할갈등을 통해 소진과 직무 만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 과정을 보완할 필

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개인 및 외부의 

다양한 기대들의 통일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

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

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직무표준 마

련이나,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방안과 이

에 대한 효과 검증, 직무에 대한 분명한 역할 

규정을 포함한 신규연수 과정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전문상담교사

의 소진 예방과 직무 만족 증진에 더욱 도움

이 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문상

담교사의 소진을 완화하고 직무 만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직무의미창조의 영

향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직무의미창조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할

갈등 수준과 별개로 직무의미창조가 높으면 

직무의미창조가 낮을 때보다 소진이 더 낮고, 

직무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전문상담교사의 소진을 극복하거나 예방

하고, 직무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의미창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인한 것이다.

국내 및 국외에서 상담자를 대상으로 직무

의미창조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진행된 적

이 없으며, 특히 한국 전문상담교사에게 있어

서 직무의미창조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학교 및 소속기관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상담교사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가 직무의미창조를 

통해 스스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업

무와 관련된 대인관계 양상을 변화시키면서 

심리적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면 소진 예방과 

직무 만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직무의미창조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

의미창조는 과업수행 및 적응수행과 정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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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태용, 이채령, 

2016), 직무의미창조 훈련 결과 부정 정서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 성장기회인식, 리더-구

성원관계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실험

연구 결과도 있다(Heuvel, Demerouti, & Peeters, 

2015).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전문상담교사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직무

의미창조 증진 연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실용성 있는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에서 언급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들을 고려했

을 때, 직무의미창조의 하위요인 중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 요인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

로 했을 때 전문상담교사가 겪는 방해적 직무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대처가 역효과를 일

으킬 수 있으므로, 환경적 개선을 통한 해결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청 및 

조직 차원에서 학교상담 컨설팅 및 전문상담

교사에 대한 관리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방

해적 직무요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의미창

조의 하위요인 중 방해적 직무요구 감소가 독

립적인 요인일 가능성들이 나타났으므로, 추

후 직무의미창조 척도에 대한 재검증 및 하위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더불어, 결혼유무에 따른 직무의미창조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설명을 위해 추후 일-가

정 균형 및 가족의 직장생활 지지, 이직의도 

등의 영향을 포함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한편, 개인의 경험이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역할갈등 

경험이 역할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

구에서 측정 도구로 사용한 역할정체성 혼란 

척도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혼란

을 측정하고 있지만, 두 역할 간 방해가 되는 

부분들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 또한 내포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

체성 혼란에 대해 더욱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역할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 간 관계의 방향과 구조에 대

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

한다. 먼저 연구 조사가 진행된 시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표집이 실시된 2020년의 학교 현장은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전의 학교 현장의 모

습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

는 동안 대부분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을 제한

하고 학년별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

갈아가며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 상담실

의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의 대면상담 업무가 채팅, 전화, 화상 등의 방

식으로 진행되거나 전문상담교사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적인 활동들(일시적 관찰실 

근무, 발열체크 업무 담당 등)을 수행하게 되

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는 기존의 전문상담교

사 역할과 업무들과는 상이한 양상으로,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상담교사들의 경

우 역할정체성 혼란이나 소진이 높게 나타났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기

술통계치를 살펴봤을 때도 6개월 이상 1년 미

만 재직자들의 역할정체성 혼란, 소진의 평균

이 더 오래 재직한 전문상담교사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의 횡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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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어 엄밀히 따지면 변인 간 인과관계

를 논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소진의 인과관계 규명 및 변인들의 고도화된 

평정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150명의 전문상담교사의 

설문 실시 결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보

편적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

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 참

여자의 50%가 4년 미만 재직한 전문상담교사

로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로서 근무한 경력

이 얼마 되지 않아 역할정체성 혼란이 소진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 참여자인 전문상담교사

의 소속 기관과 재직 경력 등이 다양하므로 

추후 여러 특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후속 연

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정체성 혼란과 역할갈등, 

소진, 직무 만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소진을 완화하

고 직무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의 역할 재정립 및 명료화, 그리고 직무의미

창조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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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burnout and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job satisfaction are mediated by role conflict and 

whether job crafting moderates the medi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conflict and burnout and 

between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A total of 150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ompleted a survey 

about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role conflict,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job crafting.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burn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job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 and that role conflict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burnout and between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job crafting in these relationshi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paper discusses this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role identification confusion, role conflict, burnout, job satisfaction, job 

craf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