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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조 복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교사는 안정성, 정년 보장과 시간적 여유라는 직업 환경적인 장점 때문에 오랜

기간 높은 직업 선호도를 가지지만, 실제 교사들은 직업 환경적 매력으로 만족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의 여러 업무적, 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 고갈 및 심

리적 위축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 직무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교

사 임파워먼트에 대한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 임파워먼트와의 영향 관계

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영향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25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총 393부를 최종분

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과 교사 임파워먼트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학생행동과 개인내적갈등에 대한 스트

레스는 심리적 소진 중 좌절감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행정 관리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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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시간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의 행정업무 부담감과 가장 높은

정적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상호 간의 관계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의 무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직무스

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생행동,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 교사상호 간의 관계, 시간관리, 개인내적갈등은 모

두 교사 임파워먼트 중, 역량에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등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임파워먼트

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 참여, 자율성, 역량은 모두 심리적 소진 중, 무능감 요인에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초등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심리적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임파워먼트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특히 초등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 참여와 역량은 모두 직무스

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임파워먼트된 교육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 조직을 민주

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려는 교사들의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교사들은 각종 역량강화연수 참여, 연구회 활동,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사 임파워먼트를 높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초등교사, 직무스트레스, 교사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 매개효과

※ 본 논문은 2019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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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희망 직업 선호도 1위는 모두 ‘교사’가 차지했다. 그리고

2017년 대학 진로교육현황조사 결과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직

업으로 교사를 꼽았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와 안정적인 임금, 정년의 보

장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직업적 선호에도 불구하고 OECD의 ‘2013년 교수-

학습 국제조사(TALIS 2013)’에서 회원국의 교사 10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교사란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로 OECD 평균(9.5%)보다 높게 나타나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직업만족

도 수준이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최근 1-2년 간 ‘사기가 저하됐다’라는 비율이 87.4%에 이르렀

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32%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여유와 안정성, 정년 보장이라는 직업적 매력 탓에

장기간 직업 선호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나, 실제 교사들은 이를 매력적으

로 여기기보다는 교육현장에서의 여러 업무적, 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

고갈 및 심리적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각종 민원 발생 증가, 행

정업무 과다, 교권 추락(박화자, 정현희, 2017) 등이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명

예 퇴직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퇴직 사유의 대부분이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교원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가 2014년

748건에서 2018년 1064건으로 42.2%나 급증했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 업무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그만큼 증가하여 결국 심리적 소진

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임이 경험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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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고 있다.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성 증후군의 하나로 ‘탈진증후군’ 또는 ‘소

진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1974년 Freudenberger에 의해 학문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정한 목적 혹은 사는 방식, 관심에 관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으

나 기대된 보상을 얻을 수 없었던 결과로 발생된 욕구불만이나 피로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

는 교사와 같은 전문직 감정근로자들이 ‘번아웃(burn out)’ 증후군의 취약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진이, 이지연, 2014; Chan, 2003). 이러한 소진의 정도가

심한 교사일수록 본인은 물론 수업과 학생, 결과적으로 학교 조직 전체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오선균, 2001; 장지현, 2015;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특히 초등교

사는 수업 외에도 학교폭력문제나 문제행동학생, 학습부진학생, 복지대상학생의

지도와 관련한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나고, 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되어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급식, 보건 관련 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심리적으로 소진될 가능

성이 더욱 높다(서형기, 2017). 그러므로 초등교사의 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개입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교 조직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교육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육현실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 직무스트레스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역

할이 강조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들이 소진을 경험하는 가운데 임파워먼트

가 높은 교사들은 학교 조직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업무 능력 증진을 통해(오승

인, 2008) 목표설정을 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으로 동기부여가 된다(최승천, 2015).

교사 임파워먼트는 교사에게 자율성과 창의력을 갖도록 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

휘하는 과정이다(신재흡, 2010). 임파워먼트가 높은 교사는 업무의 자신감이 높아

학생과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교수학습 및 학생지도에 열정적으

로 임한다(주진호, 2006). 그래서 교사들의 근무 의욕 태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와 학교 조직 목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김민환, 2007).

따라서 임파워먼트를 높임으로써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것은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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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업 성취가 자신의 교육적 노력의 결과라는 신념을 증진시킨다(Marks & Louis,

1997; Park, 1998). 이런 교사의 신념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임파워먼트를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적 소진을 높이고 교사 임파워먼트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을 직무

스트레스로 보았다. 직무 스트레스는 학교현장에서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교사가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인 증상으로 정의했다(Cichon & Koff,

1978). 결국 스트레스가 최대로 누적되면 정신적․육체적․신체적 증상에 위태로

움을 느끼게 되고(Kyriacou, 1987) 교사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임미영,

2012) 결국 교직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한다(이영만, 2012).

선행 연구들에서 교사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학생 문제 행동과 업무환경

및 학생지도 스트레스가 소진을 일으킨다고 하였고(구본용, 김영미, 2014), 관료

적 운영과 교사의 권위상실이 소진을 발생한다고 하였다(김정미, 2009). 즉, 교사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유의미하게 나타난다(이현아, 이기학, 2009).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의사결정참여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나(김정미, 2009)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성주, 2011).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될 경우 교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

무 성과 저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교사의 스트레스 해결이 정신적·신체적 건

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정호윤 외, 2008).

선행연구에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에 대하여 살

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심

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이태영, 2015), 초등교사

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박영란, 2006), 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직무 스트

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차이 연구(차선경, 권동책, 2012) 등이 있다. 또한 임파워

먼트와 소진과의 관계(배옥경, 2013; 서형기, 2018),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김보람, 박영숙, 2012), 적응 유연성(송소원 외,

2010), 정서지능(김정은, 2011) 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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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무스트레스,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과 관련하여 간호사(고정미, 2017;

허영주, 이병숙, 2011), 어린이집 교사 및 보육교사(김정은, 2011; 이희은 외,

2012), 사회복지사(박병석, 2013), 기업체 관리자(오주리, 2014)를 대상으로 한 선

행 연구들과 달리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주목하여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 임파워먼트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

다. 또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영향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

먼트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등교

사의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주요 직무 스트레스 원인을 밝히고, 교사 임파워먼

트의 영향을 분석하여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초등 교육의 질 개선

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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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

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참여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율성은 매개효과

가 있을 것이다.

1-3.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역량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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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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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과 교사 임파워

먼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특성과 개인적속성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과 개인

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개인의 속성간의 상호작용(Schuler,

1980)이고, 교사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야기된 긴장과 욕구좌절, 불안, 의기소침,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Kyriacou, 1989).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교사 개인과 교직 환경 간에 불균

형 상태가 발생하여 교사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생리적인 변화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Wilson(1979)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를 오영애(1981)가 타당화 하여 사용

한 김연우(2016)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상황을 오

랫동안 벗어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 결과로서의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상태를 말한다(박영란, 2005).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교직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결

과 의욕상실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BI-GS(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 1996)를 우리나라 교직상

황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정연홍(2016) 교사소진척도(TBI)를 사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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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임파워먼트

교사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외부로부터의 권한 부여와 내부로부터의 능

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한 부여는 학교에서 의사결정 참

여,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 등 교사 권한을 증대시키고 자율성을 확산하는 것이

다. 능력향상은 자기효능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역량이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박희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임파워먼트를 교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성장과정이고, 교사 자신의 판단에 의해 행동을 하고 자신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Short와

Rinehart(1992)의 SPES(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와

Spreitzer(1995a, 1995b)가 개발한 임파워먼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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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의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긍정적·부정적인 뜻으로 다양하게 쓰여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stress)’의 어원은 ‘바짝 잡아끌다’ 혹은 ‘팽팽하

게 죄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strigere’에서 유래되어 여러 형태로 바뀌어가며

쓰이다가 14세기부터 ‘stress’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이종목, 1990).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연구하는 분야나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의학 분야,

사회학 또는 심리학, 행동과학에 의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유정, 2000).

이 중, 행동과학자들은 스트레스의 개념을 조직 내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고 직무스트레스도 이 개념을 비롯하여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직무환경 요인과 개인의 특성

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어나는 스트레스로(홍종택, 2009), 직무스트레스는 학

자들에 따라 연구하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여 정의 내리기

는 쉽지 않다.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에서 대인상호작용에서 발생

하는 인지과정과 관련된 개념으로, 직무에 대한 요구들이 개인능력 간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심리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김영한 변갑순, 2010).

Schuler(1980)는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특성과 개인적속성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

로 환경과 개인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개인의 속성간의 상

호작용으로 보았다. 최영신과 정문희(2013)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업무상

의 요구사항과 개인의 능력 및 자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이고 불

쾌한 신체 및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개인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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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라 볼 수 있다.

사회와 함께 학교도 급변하면서 교사들에게 여러 역할을 요구하는 범위와 기

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교사들의 중압감은 더해지고 있다(이아영, 2016). 교사

의 역할로는 지시와 평가, 감독, 행정이 구성되기도 하고 지식, 봉사, 상담, 지지

의 역할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역할들이 많아지면서 능력 이상을 요구한

다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남미영, 2010). 학교 조직은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이다. 학교 조

직은 외적으로는 교육행정의 상부기관이나 사회조직 등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학

교 내 동료 교사와의 수평적 관계, 교사와 행정가,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 등을 맺고 있는 복잡한 조직이므로, 이러한 체제 속에서 교사란 조직은 교

육활동 및 학교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수행하는 활동이 지적인 고도의 정신노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옥성수,

2012).

초기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점차적으

로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수행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

요구사항 대처에 실패한 것으로 자각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이다(이민정, 2014).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의내린 Moracco and McFadden(1982)에 따르면 교

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안녕(well-being)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위협을 낮추기 위한 대처방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평형상태(psychogical homeostasis)의 변화를 직무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

다. Kyriacou(1989)는 교직에서의 직무스트레스를 ‘교사로서 그의 직무수행의 어

느 국면에서 야기된 불안과 긴장, 욕구좌절, 의기소침과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

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동범과 박성찬(2013)은 교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교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욕구가 조직의 직무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와 학교 직무

환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교사가 겪게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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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음승희(2016)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

직의 요구와 개인의 반응능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뜻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수잔(2017)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학교

조직의 특성과 교사 개인의 특성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개념을 이해하고 직무스

트레스를 교사의 욕구와 직무 수행 능력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인 증후로 정의하였다.

위의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상 동료교사, 행정가, 학

생과 학부모 등 여러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므로 스트레스 상황

에 자주 처하게 되며(박순진 외, 2009),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직무스트레스의 구성요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 공동체의 와해, 교원의 사기 추락으로 인한 학교

질서 그리고 사제 관계가 무너지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권침해 및 교원 평가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이

슈이다(이정애, 유인영, 2011). 따라서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교사 직무스트레스

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취지 및 보는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구성한다.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 Kyriacou와 Sutcliffe(1978)는 학생들

의 일탈행동, 학교의 비효율적인 근무 풍토와 열악한 근무여건, 시간적 압박으로

구성했으며, Clark과 Washburn(1980)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교장과의 관계, 전문

직으로서의 부적절함, 동료교사와의 관계와 과다한 직무, 집단 지도 등을 제시하

였다. Goodman(1980)의 연구에서는 학생비행과 인성특성, 환경적 요소(졸렬한

조직관리, 열악한 근무조건, 의사 결정에의 비 참여), 대인관계, 생활경험, 구조변

인(학생의 경제·사회적 지위, 민족구성, 학교위치)을 교사 스트레스 요소로 구분

하고 있으며, 또한 Gallery, Eisenbach와 Holman(1981)은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행정지원의 부족을 교사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은 여러 변인들로 유발요인을 구성했지만, 직무스트레스를 개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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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상호작용, 자극과 반응으로 크게 3가지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의

한 연구들도 존재한다(Parker & DeCotiis, 1978; Beehr & Newman, 1978).

Gupta 등(1981)은 교사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을 환경적·조직적·개인적으로 분

류하고, 학교 조직과 관련한 조직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해 대인관계(동료교사와

학생, 학교행정가)와 직무특성(역할모호성, 역할불충분, 역할과소, 역할과다, 역할

갈등, 반복성, 책임감, 피드백, 자율성), 학교의 일반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연구초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같은 변인들은 반복 연구되었고 이는 여전히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Brigg(1996)는 학생들의 비행,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불편한 교직원 관계, 시간압박으로 나누었고, Travers and Cooper(1996)

또한 학교의 경영구조, 교육정책의 변화 및 교사에 관한 평가, 교사와 학생 상호

작용, 승진기회 부족, 관리상의 관심, 학급의 크기, 교원부족, 직무불안정, 교사로

서의 역할모호성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이종목(1990)은 물리적 환경

관련, 조직관련, 직무관련, 개인관련, 조직 외 관련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 또

한 이은희와 이주희(2001)의 연구에서는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6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교사의 권위상실

문항들을 포함한 권위상실, 학급 관리와 관련된 문항의 학급관리, 권한의 부족과

지나친 간섭 문항들을 포함한 외부간섭, 상급자의 권위적인 학교운영 문항들을

포함한 권위적 운영,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움과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 문항들을

포함하여 지원 부족, 수업지도와 수업준비 부족 문항들을 포함한 수업준비 부실

로 구성하였다. 김대희(2001)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 활동, 생활지

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과밀 학급지도, 학급 교육환경 시설 미비, 사무처리, 교

원인사 등으로 구분하였고, 옥성수(2012)의 연구에서 물리 환경적 요인, 교육기능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조직 풍토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오현진(2013)의 연구

에서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 및 교사의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하광굉(1989)

이 개발한 분류 평가도구를 장은영(2003)이 재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자

체, 보상체제, 인간관계, 근무환경의 5가지의 요인들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종합하면 크게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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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학생들과의 활

동에서 오는 부담감, 경제적 안정의 어려움, 업무과다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수

잔,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Wilson(1980)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를 오영애(1981)가 타당화 하여 사용

한 김연우(2016)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은 학생 행

동, 교사 상호간의 관계,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 시간관리와 개인 내적갈등의 5가

지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첫째, 학생 행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김

자경과 신보희(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행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일반학교 초임 특수교사가 특수학교 초임 특수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제

행동의 빈도, 심각도는 ‘정서적 고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김연수,

2016). 그러나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요인 중에서 교사 요인이 학생 요인보다 직무

소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교사 요인 가운데 행동수정과

관련된 교사의 지식 정도가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

다(김연수, 2016).

둘째, 행정 관리자 및 교사 상호간의 관계성은 그 무엇보다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고, 연구결과 또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예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행정직원과의 업무 불친절과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있지만 그 정도는 대체로 낮다고 보고했다. 김요진(2016)의 메타연구 분석결과

또한 교사들은 행정체제 관련과 인간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 스트레스 변인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을 의

미한다(이서윤, 2010).

셋째, 시간관리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비교적 빠르게 처리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계획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능력을 말하며(이은정, 2011), 비효율

적인 시간관리 운영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초·중 교사들의 경우 상당한 양의 고정적인 활동을 하면

서 동시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일정 기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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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바울, 2014). 이에 대하여 The Alberta

Teachers’ Association(2012)에서는 캘거리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업

무 부담과 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동시 행동은 ‘잘못된 (시간 활용의) 경제학’

에 기반한 것으로 교사들의 업무 집중도 및 업무내실화를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김남순(2002)은 교사들의 시간 관리의 문제는 교육의 질과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동춘(2006)은 보육의 질과 교

사의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는 효율적 시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개인 내적 갈등은 자신이 가진 환경적 태도와 맞지 않는 행동했을 때 대

부분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자아 인식에 관한 방어 및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지각 등으로 발생한다

(박선영, 2015). 특히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교사의 교육적 신념

과 학교 교육의 목표의 불일치로 인한 교사 내적갈등을 낮춰주어야 그들이 교육

에 헌신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김병찬, 임종헌, 2017). 박지현(2019)의 연구에서

학생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인정 부족과 낮은 성취감 등의 교사 자신의 내적갈등

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언급하였고, 진성수(2005)의 연구에서도 이와 마

찬가지로 교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정유경

외(2018)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긍정적인 변화는 소진을 극복하는데 매우

유의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이는 개인의 부적응적 내적 갈등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직무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레스를 교사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및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는 교사 상호 간의 관계, 행정 관리자

와의 관계, 시간관리, 학생행동, 개인 내적갈등의 5개 영역에 대해 Wilson(1980)

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를 오영애(1981)가 타당화 하여 사용한 김연우

(2016)의 직무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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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리적 소진(burn-out)의 개념

소진(burn-out)은 1960년대 미국 마약중독자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이민정, 2014), 1970년대 중반 대인 봉사 활동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겪는 심신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미국의 임상

전문가 Freudenberger(1974)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헌에 사용하면서부터 유래

되기 시작하였다(김보수, 2012; 서선순, 2007). Johnson(1988)은 소진을 마음의 피

로, 변화라는 단어로 ‘난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사회적으

로는 스펀지 속에 점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나타나

면 부정적인 업무 태도 및 환자에 관한 무관심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

신적 탈진현상을 나타낸다(김민용, 2004). 따라서 Freudenberger(1974)에 따르면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조직내외적인 압력의 증가로 자신이 가진 능력 그 이

상의 많은 요구가 자신에게 주어짐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

적 고갈 상태를 소진이라고 하고, ‘심리적 소진 증후군(psychological burnout

syndrome)’이라는 현대병으로 규정하였다(이영만, 2013).

스트레스와 소진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간의 개념

은 동일하지 않다.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을 특징으로 주로 단기간에 갑자기 일

어난다면, 소진은 정서적 증상을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일어나 주위

사건이나 직무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다. 반면 조직 또는 직무특성에 그 원인을 둔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의 하나로 환경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고, 대처 또한 가능하다(Gold & Roth, 1993).

이 중 많은 연구자들은 심리적 소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심리

적 소진은 극도의 피로와 정서적 자원의 고갈로 직무 수행에 소극적이게 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로, 주로 장기

간에 걸쳐 일어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결과이며 그로 인해 정서적 고갈과 냉

소, 직무 효능감의 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Fried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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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재(1991)는 심리적 소진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긴장, 고

뇌,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체 및 정서적 고갈을 의미하고 그 결과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심리적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셈(2012)

은 심리적 소진을 공통으로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업무로부터의 거리감과 무력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 및 고갈, 좌절감, 냉소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특히 교사들에게 최근 복합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범위와 기대가 점

점 높아져 교사들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만큼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

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 추세이다. Mechteld 등(2003)은 소

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의료, 사회사업, 교육

등의 조력전문직 종사원들에게서 주로 보여진다고 하였는데, Farber(1984)는 이

러한 경향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심리

적 소진에 대하여 Palmer(1991)는 교사들의 몸은 교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있는 상태라고 비유하였다.

Jonses와 Emanuel(1981)은 교사소진 증후의 발달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다. 1

단계는 흥미상실과 고립감, 불안감을 느끼며, 내부로부터 자신이 배척당하고 있

다는 느낌을 갖는 가열되는(heating up)단계이다. 2단계는 무감각이 강해지고 교

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다른 직업을 부럽게 느끼는 애태우

는(boiling)단계이다. 3단계는 폭발(explosing) 단계로 자신은 로봇처럼 같은 임무

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어떻게 되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

며 주변에 과도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사직하게 된다

고 기술했다. 이와 같이 교사의 소진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후를 보이며 나

타난다. 이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Schwab, Jackson과 Schuler(1986)은 심리적

소진 경험의 전개 과정은, 교사가 부딪히게 되는 생활상의 스트레스 경험이 교사

의 개인적 요인과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적(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촉

발되며, 그것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 경험을 결정하고, 그 심리적 소진의 결과로

교직 수행 의욕 저하, 개인 생활의 질적 수준 저하, 결근, 이직 등의 문제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초등교사에게는 역할 모호성, 개인적 성취감 감소에서 오는 심

리적 소진보다는 신체적 고갈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교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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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감과 교권이 무너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 동료, 학교 관리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교권에 대한 위기

감이 심리적 소진을 발생시킨다(정연흥, 유형근, 2015).

이와 같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소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상태에 관한 반응으로 정의한다

(Maslash, 2003).

나. 심리적 소진의 구성요소

Maslach and Jackson(1981)의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심리적 척도

는 보편적으로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도구는 심리적 증

후군 정의로서 비인격화, 정서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저하의 3가지 반응으로 설

명한다.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과도한 업무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쳐 정서적 감정이 고갈되어 메

마른 상태이다.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는 정서적 자원이 소진되어 다른 사람

과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부적절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다. 개인적 성취감 저하(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란 업무를 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점점 낮아지는 자존감으로 개인적 성취에 대해 부적절하게 느

끼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문상정, 2009). 이후 Schaufeli 외(1996)은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하

위개념을 수정하여 소진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정서적 고갈, 냉소, 그리고 직

무 효능감 저하를 제시하였다(최선, 2012). 또한 학자들은 세 가지 범주의 결여된

수준에 따라서 심리적 소진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심리적 소진의 유형을

처음 구분했던 Faber(1984)는 지친형(wornout), 열광형(frenetic), 무심형

(undercharged)으로 구분했다. Loo(2004)는 심리적 소진을 적응형, 방임형, 비탄

형의 3개 유형으로, 김선경과 안도현(2015)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유형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의 3개 차원에서 저, 중,

고 수준에 따라 저 소진형, 저성취형, 중소진형, 고소진형, 탈진형의 5개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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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

되고 있는 심리적 소진의 측정도구로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제작한

MBI-HSS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MBI-ES(Maslach, Jackson, 1986)이다. 그 후

보편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MBI-GS(Schaufeli 외, 1996)를 개발하여 오늘날 많

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은 MBI의 하위요인 중 개인

적 성취감 결여가 많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는 거의 없고

정서적 고갈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연홍(2016)이 우리나라 교직상황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교사소진척도(TBI)를 활용하였다. 심리적 소진 척도의 문항은

교직회의감, 행정업무 부담감, 교권에 관한 위기감과 좌절감, 무능감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권은 그 개념이 다의적지만, 공통된 요소로 묶는다면 교원의 권위, 교원의

권리, 교원의 교육권, 교원의 인권 등으로 이해된다(황준성, 2014). 최근 교권 침

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의 개념이 주목되고 있는 바, 시·도 교육청

의 매뉴얼 및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개념과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교권 개념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권을 교육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사의 인권, 교육권, 직무상 혹은 신분상 특권 등이 침해되

어 교사의 권위가 훼손되면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것으로

보았다(조기성, 정상우, 2016). 또한 교권확립을 위해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었다(이연승, 양다경, 2017).

무능감은 보통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떨어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전문적인

교직수행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정연홍,

2016),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내적인 부정적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민

정 외(2018)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소진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때, 무능감만 교수몰입에 부적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교사가 교사직과 관련한 위기감, 회의감, 교사직의 무능감, 좌절감

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교수몰입이 최소화되고 이는 결국

교육현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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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강민정 외, 2018).

좌절감은 심리학 용어 중의 하나로서,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때, 욕구와 목

표가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이다(홍대식, 2001). 김은주

(2017)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소진을 통해 갈등과 불안, 스트레스, 감정소모, 회의

감과 좌절감 등의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였고 이는 신체적으로 전문성에 관한 고

민, 의욕상실,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진행해

왔던 소진을 경험한 교사들이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 교육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홍우림, 2015). 특히 초임 교사들은 교직 입문 후

체계적인 입문교육 과정 없이 교직에 ‘던져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좌

절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송민정, 2017).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대처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한계를 경험하고, 결국 낙담과 심한 좌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정연흥, 2016), 이와 마찬가지로 이봉우(2014)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과의 관

계에서 가치 있는 결과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성취를 얻지 못하면서 좌절감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

특성을 가진 학교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크게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병찬, 임종헌, 2017). 특히 좌절을 계속해서 심하게 당하면 심리

적 고갈 및 부적응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의 첫 반응은 정신적 고조로서 행동이

격렬해지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하는 감정이다(손향숙, 1978).

행정업무 부담감은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큰 요인 중 하나로서, 신현석 외

(2006)에 의하면,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포함할 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발전

에 관한 기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학교업무 수행과 협조,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에 관한 봉사, 구성원 및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 등으로 규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 문제는 해방이후 역대 교육부 장

관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다양한 개선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은 학교현장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학교 수업의 질 저하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홍세영 외, 2011). 홍종원(2019)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행정적 지원 부족은 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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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수행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감은 부정적 정서 중 하나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나

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정적 느낌을 표현한다. 조효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초

등교사의 소진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공통요인으로는 회의감, 좌절감,

무능감, 분노였고 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업무 상황 중에서 좌절과 무능함을 느끼게 될 때, 자신

이 교사로서 능력이 있는지, 교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 교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노력해 봤자 뭐하는지 등의 회의가 든다고 했다. 또한 교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

각에서 오는 회의감(정예리, 2012)도 소진을 촉진할 수 있는 원인을 나타낸다. 특

히 교사의 주요 업무 중 회의감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학부모의 이기주의

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 입장에서만 보고 듣고 행동하고 자기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담임교사에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불

만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이지혜, 2016).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사의 무능감, 좌절감, 회의감 같은 심리적 소진

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의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강민정 외, 2018),

다차원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소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소진을 교직회의감, 행정업무 부담감, 교권에 관한 위기

감, 좌절감, 무능감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심리적 소진으로(정연홍, 2016)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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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사업, 산업과 서비스 조직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

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Short & Rinehart, 1992). 임파워먼트는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1940년대 미국에서 인권강조의 영향으로 보

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차원과 부합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김수진,

2018). Foy(1994)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구성원들이 권력을 통해 결정권 또

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

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임파워먼트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오고 있다. Conger(1998)

는 대체로 임파워먼트의 중점과 의미를 어느 차원에 두느냐에 따라 조직의 구조

적 차원과 구성원의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계적 개

념(relational construct), 동기 부여적 개념(motivational construct)으로 분류하였

다. 관계적 개념은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면에서의 과정으로서, 조직

내 주로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을 아래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최

충식(2007)은 임파워먼트란 상사가 행위를 위한 권한을 추종자에게 위양(委讓)하

고 추종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파워를 획득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동기 부여적 개념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경험을 강조하며, 그들 내면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요구되는 능력을 잘할 수 있다는 판

단과 믿음을 형성해 주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촉진시키는 기회와 경험을

주는 과정을 임파워먼트라고 정의하였다(이보라, 2013).

다차원적 접근 관점은 임파워먼트를 권한 분배와 동기유발로 아우르는 관점이

다. Fulford and Enz(1995)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능력과 권한 위임 사이에서 균

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영향력이 있으며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역할수행 능력과 권한 수용, 통제력 등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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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 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 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1990년

대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김민환, 2007). 최근 각 지역사회 및 학교

상황에 맞춘 경영 중심으로 변화 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권한을

부여하는 ‘교사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승천, 2015). 왜냐하

면 교사 임파워먼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구성원의 혁신성 및 주도성,

창의성을 키워주고 능력을 신장시킴은 물론 더 나아가 조직효과성을 증진시키는

핵심개념이 되기 때문이다(Lightfoot, 1986). 교육 분야에서의 임파워먼트는 교사

에게 권한을 주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입되

었다. 또한 최근 이 용어는 형식적으로 교사에게 어떠한 업무 및 결정권을 위임하

는 수준을 넘어 심리적인 내부 동기부여의 개념으로 교육활동에서 아주 많이 사

용되고 있다(김수진, 2018).

교사 임파워먼트는 교사의 무기력함에 대처하는 교사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

개념으로 학교 직무수행을 통해서 많은 업무 능력을 갖추고 강화하는 과정을 의

미한다(Maeroff, 1988). Short(1994)도 교사 임파워먼트란 교사로서의 성장이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교사 임파워먼

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정의를 내린다. 김민환(2006)은 교

사 임파워먼트를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교장으로부터 부여받는

권한이나 교직에 관한 의미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동기유발 등이 형성되는 것이

라고 하였다. 강경수(2007)와 이보라(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 잠재된 능

력을 지각하고 키워나갈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학교조직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신

태현(2012)의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 임파워먼트를 교사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및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형성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계발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최혜선(2015)은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교사

가 지각하는 역할 및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송석종(2003)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는 적극적이고 직무 수행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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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 의식을 갖도록 한다. 둘째, 우수한 인재를 양

성하거나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한다. 셋째, 자신이 담당

하는 일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무력감에서 벗어나 높은 업

무동기를 갖도록 한다. 넷째,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교사들의 환경 변화와 교사의 동기를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스트레

스 해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임파워먼트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것을 볼 때, 교사의 심리적인 내

부변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연

구 및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교사 자신의 가치를 지각하고 자신에

관해 새로운 태도를 지니게 되며, 스스로 능동적인 자기개발 및 결정을 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나. 교사 임파워먼트 구성요소

Short와 Rinehart(1992)의 연구는 교사들의 임파워먼트 구성요인을 전문성 신

장,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지위, 영향력, 자율성의 6개 요소로 학교 환경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Spreitzer(1995)는 역량, 의미감, 영향력, 자율성으로 구분

하였다. 임파워먼트 개념을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것으로 학교 조

직 유형이나 학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학교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

는 교사들의 의식에 중점을 두었다. 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Whetten과

Woods(1996)는 자기 효능감, 자기 결정, 직접통제, 의미감, 타인의 신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Maeroff(1998)는 교사 임파워먼트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꼽으며 구성 요인으로 지위 향상, 지식의 증대,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제시하였다.

조직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Conger와 Kanungo(1988)은 능력, 내재적 과업 동

기, 자기 효능감을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고, Randolph(1995)는 조직의 의사소

통 체제,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조직의 미래나 전망에 관한 구성원들의 토론, 구

성원들의 팀워크와 같은 조직의 상황요인을 주요요소로 보았다. 또한 Kleck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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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man(1996)은 교사 임파워먼트를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으로 보고 권위, 자율성, 교육과정 계획 및 설계, 협조, 의사결정, 영향력, 리더십,

멘토링, 전문적 성장, 전문적 지식, 책무성, 자아 효능감, 자존감, 지위를 하위 요

소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 연구한 구성요소에 따르면, 최연인(2005)과 강경석과 강경수(2007)는

학교 조직 내 교사의 임파워먼트란 교사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도록 동기

를 부여하며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계발하고 조직성과 증진을 위하여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의 하위변인으로 의사결정, 자기효능

감 및 자율성을 들었다. 신태현(2012)의 연구에서도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 요소

를 의사결정, 전문적 성장, 지위, 자기효능감, 자율성, 영향력으로 구성하였다. 이

를 토대로 김수진(2018)의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사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교사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인을 자율성,

자기효능감, 의사결정으로 두었다. 서형기(2018)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는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임파워먼트를 개인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의

동기부여적 관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둘째, 조직차원에서 보는 입장이다. 교사 임

파워먼트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집단이나 팀 임파워먼트를 거쳐 조직과 기관 단

위까지 연결되는 개념으로, 학교 내 구성원들 간에 권한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박희경, 2014; Kirkman & Rosen, 1999). 셋째는, 역량 개발 과정으

로 보는 입장이다. 구성원이 스스로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Hung, 2005).

이상 종합하여 교사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학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인 교사들이 전문성, 적극성 등을 가

지고 몰입하는 것이다. 결국 ‘Empower’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권한을 부여함으

로써 심리적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단어들이 학자들의 구성요소들(자율성, 자

아통제, 의사결정, 의미감, 영향력, 전문성, 역량, 권한, 지위, 협력, 신뢰, 자기효능

감, 잠재력, 신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교사 임파워먼트는

Short와 Rinehart(1992)의 학교 안에서의 임파워먼트 수준 평가 도구인

SPES(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 Spreitzer(1995a, 1996b)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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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파워먼트 측정척도를 기초로 하였다. 이를 박희경(2014)이 우리나라 학교상

황을 고려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문항을 선별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의사결정참여, 자율성, 역량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은 교사가 자신의 활동 즉 학사일정, 교육과정, 교재, 교육 계획 등을 통

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Short, 1994). Spreitzer(1995)는 교사의 자율성

을 자신의 직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유나 통제력의 정도

에 관한 교사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자율성이 강한 교사는 학생들 간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하며, 학급의 분위기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Sprague, 1992). 자율성을 명확하게 부여받은 교사들의 경우 Wilkins와

Patterson(1985)은 열정적이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몰입도가 강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을 볼 때 자율성 요소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목표, 행동 등에 일관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자들이 자

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사들의 자기 신뢰, 자아 존중감 등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

처럼 교사 임파워먼트의 필수요소로 자율성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박장웅, 2017).

역량이란 Short와 Rinehart(1992), Short(1994)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들의 학습을 도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

며, 그들의 학습에 있어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지각으로 정의

한다. Thomas와 Velthouse(1990)는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이나 잠재력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숙련도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Lucas 외(1991)는 역량이 낮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통제를 가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역량이 낮은 교사일수록 높은 스트레스, 수업 효

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량은 교사로서 제대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며, 신념, 기대감 또는 자기효능감과 유

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장웅, 2017).

Warner(2001)은 교사의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 등이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

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의사결정 참여기회의 결여가 교사의 학교생활 전

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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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와 Miskel(2001) 연구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긍정

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고, 박장웅(2017)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역량과

의지를 가질 때 임파워먼트가 극대화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의사결

정과정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로 인한 전문성 신장, 자존감 향상 등이

부수적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파워가 향상되며 이는 곧 조직전체의 발전과 연결

되어 진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박장웅, 2017). 교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임파워먼트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며(White,

1992), 이는 교사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의 질 향상으로 가며 주인의식을 느끼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사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참여가 매우 의미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Short & Greer, 1980). 다시 말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회

피하거나 정서적인 조절 전략을 통하여 대응하기보다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전

략을 사용하며 직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내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주형, 2015).

Blase(1994)는 교사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신뢰, 파워(power)의 상태로 변혁

시키는 것과 관련되며 임파워먼트 기회는 권위, 선택, 책임, 자율성과 관련되고

임파워먼트된 교사들은 개선된 자기 존중과 동기,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의사결정참여, 자율성, 역량의 3가지 하위영

역으로 구성된 박희경(2014)의 척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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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강학구, 1996). 또한 불충분한 권위와 상호배타적인 요구,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러한 교사의 소진을 더 촉진시

킨다고 보고 있다(김정미, 2009).

심리적 소진은 Matthews와 Casteel(1987)의 정신노동자들의 직업별 스트레스

조사에서 교직이 여타 직무환경에 비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성택(2011)은 교사가 스트레스 상황을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인지적 각성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 사회적 지지 등의 방식으로 대

처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제대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대처수단으로 심리적

소진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연우(2016)는 중등교사를 대상으

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직무스트

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교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가 해소되

지 않으면,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불안, 초조,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학생들

에게 냉담하고 경직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권수현, 2011). 이와 마찬가

지로 김성훈(2017)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진의 선행요인인 스트레스로, 교사가

지속적인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교과 지도나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에 열의를 잃어 소홀하게 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창의성

과 주도성을 상실하여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및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는 교사의 권위상실, 낮은 대우와 잡무로 인한 업무과부하, 학교 수

업준비, 학생지도, 관리자의 비합리적인 행정절차 및 관료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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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진국 외, 2009). Wilkerson(2009)은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라고 지목하였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정서

적 소모감 또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Ross, Altmaier &

Russel, 1989). 또한 Wilkerson(2009)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할

수록 심리적 소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면 다양한 신체

적 증상과 절망감, 무력감, 감정적 고갈 등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며,

심리적 소진의 결과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좌절이 타인에게도 영향

을 미치게 되어 모든 구성원 전체가 소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진에 이르는 증세는 다양하다. 이에 대하여

Beehr와 Newman(1978)은 소진의 형태를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었다. 개인적 결과는 생리적 증세, 심리적 증세, 행동적인 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체의 역기능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혈압 및 심장 박

동수의 증가, 땀, 호흡곤란, 근육 긴장, 위장 장애가 있다. 둘째, 심리적 반응으로

수면방해, 소외감, 사기저하, 긴장, 억압감, 지루함, 심리적 피로 등 다양한 부정

적 감정이 발생될 수 있다. 셋째, 행동적 측면으로 개인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

험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 증상은 체중의 변화, 흡연, 음주, 약물남용, 식

욕의 변화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돌발적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돌발적 행

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측면에서도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

한다(Warshaw, 1979). 또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인하여 직

장을 옮기는 것을 고려하게 되며, 지각이나 결근이 발생하고, 직무노력이 감소하

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오영재, 1991).

홍승희(2009)의 경우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

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심리적 소진에서 매우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정서적 고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윤다혜(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인정, 인

간관계, 교육과정이 심리적 소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초등교사

의 직무 스트레스 중 교육과정,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과 하위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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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결과로 볼 때, 교사가 받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심각하며 이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교사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

교사가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임파워된 신념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의 직무역할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신념

이 결여된 교사에게 효과적인 교육과 교사의 역량 발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신

동철, 권재환, 2018). 교사 임파워먼트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사의 태도, 근무

의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현재 교사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교직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가에 관한 교직활동 성향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민환, 2007).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스트레스와 달리 정상상태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위협이 된다. 또한 심리적 소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비인

간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 정서적 고갈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

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다(윤다혜, 2015). 김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교사 소진

으로 인한 직무만족이나 업무효율 등으로 교사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89.4%) 제시한다. 이것으로 볼 때,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심리적 소

진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김민환, 2007).

김남기, 이지원과 배병렬(2012)의 연구에서는 제약영업사원이 직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의미성이 강하다면 직무 소진에 노출될 소지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주형(2015)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교직헌신이 높아짐

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대처자원 중 하나인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가 적고 소진의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Betoret, 2006), 이는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적을수록 소진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

미할 수 있다. 그러나 오찬교(2018)의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학교 교사의 임

파워먼트가 개인 또는 그 집단의 역량만으로는 특수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 30 -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 완화와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파워먼트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소진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Pearson &

Moomaw, 2005; Short & Rinehart, 1992). Schemuly, Schemuly와 Meyer(2011)

는 학교에서 교감의 심리적인 임파워먼트가 직업 만족을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줄인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임파워먼트를 더 높이면서 소진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미(2009)의 연구에서는 여교사의 임파워

먼트는 소진과 부적상관을, 직무스트레스는 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

무스트레스와 임파워먼트는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특히 임파워먼트가

성취감박탈에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권성

민(2015)과 김용성(2017)은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서미경(2019)의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았다. 따라서

임파워먼트가 높아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면, 이직률이 낮다는 점을 볼 때, 임파워

먼트의 관리 및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다.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교사가 경험한 스트레스와 긴장과 연관된 문제는 실제로 만연되어 있고 교사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상

호교류를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리고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실상,

과정, 결과, 대처방안 등에 관심을 두어왔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는 중요한 화두이다. 김

성현(2007)의 연구에서는 함정 승조원 직무스트레스는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정 승조원의 직무스트레스 요

인을 식별하여 어떻게 임파워먼트 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높여 이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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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분야든 동일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정극모(2005)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수반한 교사의 스트레스는 근무의

욕을 저하시키고 정신건강을 약화시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

였는데, 실제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증상과 우울증, 불안,

직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갑진, 2004).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역

량을 강화시키는 교사 스스로의 임파워먼트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교사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교사의 무기력함에 대처하는 교사 전문직화

(professionalization)개념으로 학교 직무수행을 통해서 많은 업무 능력을 갖추고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aeroff, 1988). 권위, 선택, 책임, 자율성과 관련하여

임파워먼트된 교사들은 개선된 자기 존중, 동기, 만족을 경험하며(Blase & Blase,

1994),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키워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Thomas & Vethouse, 1990).

박지화(2010)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구성원의 개인 임파워먼트 수

준이 높았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신동철과 권재환(2018)의 연구에서도 직무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것을 보고했다.

박선해와 탁정화(2014)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임

파워먼트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스트레

스가 높은 교사일수록 임파워먼트가 낮아져 직무수행능력이 더 떨어지고 직무스

트레스가 낮은 교사는 상대적으로 임파워먼트가 높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는 정

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이는 업무수행에도 훨씬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특수교사는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임

파워먼트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박주형(201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오늘날의 교육현실에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 직무스트레스란 근무 중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

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므로 그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임

파워먼트와 같은 요인을 신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연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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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25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설

문이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4주에 걸쳐 확률적

표집 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총 4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01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치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8부를 제외한, 총 393

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

26.5%(104명), 여성 73.5%(289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30대가 40.2%(15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대

25.7%(101명), 40대 22.9%(90명), 50대 10.9%(43명), 60대 이상 0.3%(1명)의 순으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사는 지역은 제주시가 59.5%(234명), 서귀포시가

37.7%(148명), 읍면지역이 2.8%(11명)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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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93)

구분 N(=393) 구성비율(%)

성별
남 104 26.5

여 289 73.5

연령대

20대 101 25.7

30대 158 40.2

40대 90 22.9

50대 43 10.9

60대 이상 1 .3

거주지

제주시내 234 59.5

서귀포시내 148 37.7

읍면지역 11 2.8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가.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Wilson(1979)의

‘Stress Profile for Teacher’를 오영애(1981)가 타당화 하여 사용한 김연우(2016)

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은 학생 행동(4문항), 교사

상호간의 관계(4문항),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4문항), 시간관리(4문항), 그리고 개

인 내적 갈등(4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

트의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며, 본 연구

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척도별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학생행동

Cronbach's α=0.76,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 Cronbach's α=0.85, 교사 상호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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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Cronbach's α=0.74, 시간관리 Cronbach's α=0.76, 개인 내적 갈등 Cronbach's

α=0.71, 직무스트레스 전체의 Cronbach's α=0.90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Cronbach's α

본 연구

Cronbach's α

학생행동 4, 6, 7, 8 4 0.79 0.76

행정관리자의 관계 5, 12, 13, 18 4 0.91 0.85

교사 상호간의 관계 3, 9, 10, 17 4 0.85 0.74

시간관리 1, 11, 19, 20 4 0.82 0.76

개인 내적 갈등 2, 14, 15, 16 4 0.83 0.71

전체 1-20 20 0.96 0.90

표 Ⅲ-2 직무스트레스 척도

나. 심리적 소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측정을 위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

고 있는 심리적 소진의 측정도구로는 Maslach and Jackson(1981)이 개발한

MBI-HSS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MBI-ES(Maslach, Jackson, 1986)이다. 그 후

보편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MBI-GS(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

1996)를 개발하여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

은 MBI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많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은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는 거의 없고 정서적 고갈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연홍(2016)이 우리나라 교직상황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교사소진척도(TBI)를 활용하여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였

다. 심리적 소진 척도의 문항은 교권에 대한 위기감(5문항), 무능감(4문항), 좌절

감(4문항), 행정업무 부담감(4문항), 교직회의감(5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이다. 각 문항에 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의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심리적 소진 하위척도별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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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교권에 대한

위기감 Cronbach's α=0.87, 무능감 Cronbach's α=0.79, 좌절감 Cronbach's α

=0.82, 행정업무 부담감 Cronbach's α=0.91, 교직 회의감 Cronbach's α=0.93, 심

리적 소진 전체의 Cronbach's α=0.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Cronbach's α

본 연구

Cronbach's α
교권에 대한
위기감 1, 2, 3, 4, 5 5 0.78 0.87

무능감 6*, 7*, 8*, 9 4 0.69 0.79

좌절감 10, 11, 12, 13 4 0.75 0.82

행정업무 부담감 14, 15, 16, 17 4 0.87 0.91

교직 회의감 18, 19, 20, 21, 22 5 0.87 0.93

전체 1-22 22 0.92 0.94

표 Ⅲ-3 심리적 소진 척도

* 역문항

다. 교사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임파워먼트 측정을 위해 Short and Rinehart(1992)

의 학교 안에서의 임파워먼트 수준 평가도구인 SPES(School Participant

Empowerment Scale)와 Spreitzer(1995a, 1995b)가 개발한 임파워먼트 측정척도

를 기초로 하였다. 이를 박희경(2014)이 우리나라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문항을 선별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결정참여(10문

항), 자율성(3문항), 역량(11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4문항 이

다. 각 문항에 관한 응답은 리커트의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척도별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결정 참

여 Cronbach's α=0.91, 자율성 Cronbach's α=0.88, 역량 Cronbach's α=0.91, 교사

임파워먼트 전체의 Cronbach's α=0.93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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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선행연구

Cronbach's α

본 연구

Cronbach's α

의사결정 참여 1, 2, 3, 4, 5,
6, 7, 8, 9, 10 10 0.93 0.91

자율성 11, 12, 13 3 0.93 0.88

역량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1 0.91 0.91

전체 1-24 24 0.94 0.93

표 Ⅲ-4 교사 임파워먼트 척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과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

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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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결과 다음 표Ⅳ-1과 같다.

표 Ⅳ-1 직무스트레스, 교사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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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직무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42로 나타났으며,

변수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직무

스트레스

학생행동 2.98 0.85 -.10 -.26

행정관리자의관계 1.99 0.78 .79 .46

교사상호간의관계 1.65 0.61 .85 .28

시간관리 2.98 0.88 .07 -.50

개인내적갈등 2.46 0.80 .08 -.65

전체 2.42 0.63 .14 -.35

교사

임파워먼트

의사결정참여 3.15 0.70 .16 -.04

자율성 4.20 0.63 -.34 -.39

역량 3.64 0.52 .10 .16

전체 3.51 0.51 .28 .14

심리적

소진

교권에 대한 위기감 2.78 0.91 -.04 -.51

무능감 2.43 0.63 -.20 -.19

좌절감 2.72 0.84 -.06 -.33

행정업무부담감 2.48 0.99 .36 -.58

교직회의감 2.33 0.98 .44 -.42

전체 2.55 0.69 -.0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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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중 교사상호 관계의 평균이 1.65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

다. 매개변수인 교사 임파워먼트의 평균은 3.51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 중 자율

성의 척도는 4.20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의 평균은

2.5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 중 교직 회의감의 평균이 2.33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정규성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

의 절대값을 살펴보았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첨도의 절댓값이 10 이하, 왜

도의 절댓값이 3 이하여야 하는데(Kline, 1998), 본 연구의 왜도 절대치는 0.03∼

0.85 범위에 있고 첨도인 경우 .04∼0.65의 범위에 있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

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의 직무스트레스(학생행동, 행정관리자와의 관계, 교사상호 간의 관계, 시간관리,

개인내적 갈등), 교사 임파워먼트(의사결정참여, 자율성, 역량), 심리적 소진(교권에

대한 위기감, 무능감, 좌절감, 행정업무 부담감, 교직회의감)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학생행동(r=-.414, p<.01)과 행정관리자의 관계

(r=-.384, p<.01), 교사상호 간의 관계(r=-.477, p<.01), 시간관리(r=-.269, p<.01),

개인내적 갈등(r=-.578, p<.01)은 교사 임파워먼트 중, 역량과 가장 높은 부적인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중 학생행

동, 행정관리자의 관계, 교사상호 간의 관계, 시간관리, 개인내적 갈등 수준이 높을

수록 역량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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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개인내적 갈등(r=.649, p<.01)은 심리적 소진의 하

위요인 중 좌절감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시간관리(r=.619, p<.01)와

행정업무 부담감은 그 다음으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

스 하위요인 중, 학생행동(r=.556, p<.01)은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좌절감과 상

관을 보였고,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행정관리자의 관계(r=.496, p<.01)와 심리

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행정업무 부담감, 교사상호 간의 관계(r=.496, p<.01)와 무능

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사 직무스트레스 가운데, 개인내적 갈등이 높을수록 좌절

감이 매우 높아지고, 시간관리가 미흡할수록 행정업무 부담감이 커지며, 학생행동

의 문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좌절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감은 더 높아지고, 교사 상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무능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 가운데, 의사결정참여(r=-.538, p<.01)와 자율성(r=-.438,

p<.01), 역량(r=-.780, p<.01)은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 중, 무능감과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사결정참

여, 자율성과 역량이 높을수록 무능감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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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1 1-2 1-3 1-4 1-5 2-1 2-2 2-3 3-1 3-2 3-3 3-4 3-5

직무

스트레스

1-1 1 　 　 　 　 　 　 　 　 　 　 　 　

1-2 .450** 1 　 　 　 　 　 　 　 　 　 　 　

1-3 .431** .588** 1 　 　 　 　 　 　 　 　 　 　

1-4 .490** .519** .391** 1 　 　 　 　 　 　 　 　 　

1-5 .604** .606** .583** .590** 1 　 　 　 　 　 　 　 　

교사

임파워먼트

2-1 -.211**-.364**-.273**-.189**-.437** 1 　 　 　 　 　 　 　

2-2 -.194**-.313**-.332**-.236**-.359** .332** 1 　 　 　 　 　 　

2-3 -.414**-.384**-.477**-.269**-.578** .563** .499** 1 　 　 　 　 　

심리적

소진

3-1 .499** .465** .364** .524** .524** -.281**-.225**-.303** 1 　 　 　 　

3-2 .365** .443** .496** .326** .596** -.538**-.438**-.780** .366** 1 　 　 　

3-3 .556** .383** .462** .450** .649** -.340**-.226**-.495** .532** .559** 1 　 　

3-4 .451** .496** .362** .619** .498** -.294**-.225**-.308** .553** .363** .447** 1 　

3-5 .521** .415** .410** .498** .548** -.281**-.235**-.405** .614** .413** .519** .635** 1

**p<.01

1-1: 학생행동, 1-2: 행정관리자와의 관계, 1-3: 교사상호 간의 관계, 1-4: 시간관리, 1-5: 개인내적갈등
2-1: 의사결정 참여, 2-2: 자율성, 2-3: 역량
3-1: 교권에 대한 위기감, 3-2: 무능감, 3-3: 좌절감, 3-4: 행정업무 부감감, 3-5: 교직 회의감

표 Ⅳ-2 직무스트레스, 교사 임파워먼트,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관계

(N=393)

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 임파워먼트 전체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



- 41 -

개효과 검증 과정에 의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N=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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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

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

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515,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의

설명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

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β=.777,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킨다.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게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를 같이 독

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사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678,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2 F B SE β t

1
직무

스트레스

교사

임파워먼트
.264 141.338 -.419 .035 -.515 -11.889***

2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02 594.703 .857 .035 .777 24.387***

3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28 332.590

.748 .040 .678 18.870***

교사

임파워먼트
-.260 .049 -.192 -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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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매개변인인 교사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92, p<.001). 이때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임파워먼트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Ⅳ-4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교사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의 Sobel-test 방식을 활

용하였다.

그림 Ⅳ-1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전체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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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검

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B SE
매개효과

(Z-value)

직무스트레스 →
교사

임파워먼트
-.419 .035

4.851***(.000)
교사

임파워먼트
→

심리적

소진
-.260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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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el-test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Z=4.851,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참여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

위요인 중, 의사결정참여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Kenny(1986), Baron

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 의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

표 Ⅳ-5와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 가운데, 의사결정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의사

결정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375,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한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777,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직무스트레

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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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 중 의사결정참여의 매개효과 (N=393)

***p<.001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 중, 의사결정참여를 같이 독립변인으로 설

정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

다.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참여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

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722, p<.001), 매개변인인

의사결정참여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45,

p<.001). 이때 2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3단계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임

파워먼트의 의사결정참여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2 F B SE β t

1
직무

스트레스

의사결정

참여
.139 64.170 -.418 .052 -.375 -8.011***

2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02 594.703 .857 .035 .777 24.387***

3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20 320.157

.797 .037 .722 21.485***

의사결정

참여
-.144 .033 -.145 -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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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Ⅳ-6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의사결정 참여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의 Sobel-test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Ⅳ-6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의사결정 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B SE
매개효과

(Z-value)

직무스트레스 →
의사결정

참여
-.418 .052

3.835***(.000)
의사결정

참여
→

심리적

소진
-.14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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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el-test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 참여의

매개효과 Z=3.835,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Ⅳ-2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참여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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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

위요인 중, 자율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 의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 가운데,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360,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β=.777,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 중 자율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 (N=393)

***p<.00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2 F B SE β t

1
직무

스트레스
자율성 .127 58.094 -.362 .047 -.360 -7.622***

2
직무스트

레스

심리적

소진
.602 594.703 .857 .035 .777 24.387***

3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04 299.574

.837 .038 .758 22.241***

자율성 -.058 .037 -.05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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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 가운데, 자율성과의 관계를 같이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자율성과의 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스트레

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758, p<.001), 매

개변인인 자율성이 심리적 소진에 끼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β=-.052, p>.05). 따라서 매개변인인 자율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

트 하위요인 중 자율성은 매개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Ⅳ-8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

의 Sobel-test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림 Ⅳ-3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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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 검증

(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B SE
매개효과

(Z-value)

직무스트레스 → 자율성 -.362 .047
1.536(.124)

자율성 →
심리적

소진
-.05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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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el-test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율성의 매개효과

Z=1.536,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역량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

위요인 중, 역량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

시한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 의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

의 표 Ⅳ-9와 같다.

표 Ⅳ-9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 중 역량의 매개효과 (N=393)

***p<.00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 2 F B SE β t

1
직무

스트레스
역량 .273 148.260 -.437 .036 -.524 -12.176***

2
직무스트

레스

심리적

소진
.602 594.703 .857 .035 .777 24.387***

3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626 329.275

.751 .040 .680 18.747***

역량 -.245 .048 -.185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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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 가운데,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역량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524, p<.001), 이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가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777,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는 과정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 가운데, 역량을 같이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역량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680, p<.001), 매개변인인 역량

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85, p<.001). 이

때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3단계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으

나, 그 영향력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임파워먼트의 역량

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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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Ⅳ-10에서처럼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역량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의

Sobel-test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Ⅳ-10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Sobel-Test)

변수의 경로 단계 B SE
매개효과

(Z-value)

직무스트레스 → 역량 -.437 .036
4.705***(.000)

역량 →
심리적

소진
-.245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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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bel-test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역량의 매개효과가

Z=4.705, p<.001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Ⅳ-4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역량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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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

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주

요 직무 스트레스 원인을 밝히고, 교사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분석하여 초등교사

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함으로써 초등 교육의 질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

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교사 임파워먼트 변인 간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상관분

석 결과를 알아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소 가운데, 학생행동과 개인내적 갈등

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 중 좌절감과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와 시간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의 행정업무

부담감과 가장 높은 정적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상호 간의 관

계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의 무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심리적 소진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

(송소원 외, 2012; 우주완, 2016; 윤다혜, 2015)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임파워먼트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

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학생행동,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 교사상호 간의 관계,

시간관리, 개인내적갈등은 모두 교사 임파워먼트 중, 역량에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직무스트레스 중, 행정적

지원관련, 개인관련, 학생들과의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

먼트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박선해, 탁정화, 2014; 이아영,

2016)와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심리

적 소진을 증가시키고 교사 임파워먼트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것은 학교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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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조직목표에

긍정적인 성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 임파

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의사결정참여, 자율성, 역량은 모두 심리적 소진 중, 무능감

요인에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임

파워먼트가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문병환, 조은정,

2015; Oyeleye et al., 2013; , Zehn, Xupei & Zhengxue, 2012)와도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났다. 즉, 임파워먼트된 교사들은 업무요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조직이 공

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 간의 가치 갈등이 있을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자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는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통하여 역량을 발휘

(Blase & Blase, 1994)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임파워먼트는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과 수업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심리적 소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므로 소진

을 완화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임파워먼트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개인 내적 보호요인(이영만, 2016)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켜주는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등교사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 가운데,

의사결정 참여와 역량은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면 직무스트레

스가 높아도, 어느 정도 심리적 소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발생시키더라도 교사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소진

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교사가 학생 및 학교의 불편감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먼저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

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방안으로 교사 임파워먼트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 된 초등교사는 자

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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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나감으로써

업무와 수업에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와 좋은 관

계를 향상시킴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교사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심리적 소진이 높아진다

면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를 자각

하여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업무 수행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초등교사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감을 가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교사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초등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감소시키고 심리

적 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교사 임

파워먼트와 심리적 소진에 많은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학교 및 학생에게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조직목표에 긍정적인

성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등교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스

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교사

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초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이 꼭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교사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스트레스는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임파워먼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을 증가시키더라도 교사 임파

워먼트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교사가 심리적 소진

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직무불만족을 경험하더라도 교사 임파워먼트를 통해

심리적 소진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를 통해 심리적 소진으로

가는 경로를 단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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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임파워먼트된 교육환경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사

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 조직을 민주

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려는 교사들의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각종 역량강화연수 참여, 연구회 활동,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사 임파워먼트를 높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의 초등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

에 지역에 따라 교사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

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의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정신적·신체적인 개별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

한 개별 대처 능력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트레스 노출 정도나

근무환경의 유해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각 변인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심층적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교사 임파워먼트

의 매개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 내적·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

개변인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 성격특성, 임파워먼트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환경적 보호요인은 별로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교사의 근무환경이나 조직특성에 맞는 심리적 소진의 보호요인, 위험요

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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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Mediating Effect of the

Teacher Empowerment

A teacher has been a highly preferred profession for many years due to the

stability in employment, guaranteed retirement age, and more free time to

spend. However, in fact, the teachers experience mental cowering or

exhaustion, due to the stress from human relationships or job-related stress.

In today’s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tress of

teachers. However, as there is no way to remove job-related stress

completely from their work,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as a teacher, the

role of empowerment for the teachers to mitigate the psychological burnout

due to job stress is emphasiz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noted

the importance of psychological burnout and studi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empowerment of teachers that affect psychological

burnout. Also,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is study, a total of 410 teachers from 25 elementary schools in

Jeju-do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s over the period from July 1

through 26, 2019, from whom a total of 39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suite, using analy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nfid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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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researcher conducted a correlational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of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and teacher empowermen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s for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job str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sychological burnout,

among the sub-elements of job stress, the stress due to the internal conflict

and student behaviors had a highly positive correlation with frustration, which

is one of the sub-elements of psychological burnout. The stress originat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administrator and time management had

a high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burden under

psychological burnout. In addition, the stress from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s had a highly positive correlation with powerlessness, a sub-element

of psychological burnout.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job

stress and teacher empowerment showed that student behavior, the

relationship with school administra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time

management, and personal internal conflict all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ompetency, which is a sub-element of teacher empowerment.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eacher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burnout showed that the sub-elements of empowerment, namely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ompetency, all ha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with powerlessness, which was a sub-element of

psychological burnout.

Second, a review of the influence of str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eacher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burnout certainly showed that the

str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duced empowerment and increased

psychological burnout.

Third,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showed that stress

affected psychological burnout through teacher empowerment, indicat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mpowerment. Especially,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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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elements of teacher empowerment,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competency all had a moderate mediating effect. Especially among the

teacher empowerment sub-elements,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compete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 school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teachers are empowered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enhance their competencies. For this,

policies that can enhance the level of empowerment of the teachers are

necessary, while the teachers need to work on enhancing their awareness to

make schools more democratic, horizontal organizations. Also, the teachers

will have to work on their empowerment by means of participating in

competency enhancement training, research group activities,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going to graduate schools, or otherwise enhancing their

expertise.

Key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b stress, teacher empowerment,

psychological burnout,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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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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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시 해 
주십시오.

1. 다음은 선생님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
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그렇지 않다
별로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그렇다 매우그렇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업무를 끝내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1 2 3 4 5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근무 지역은?    

① 제주시내 ② 서귀포시내 ③ 읍면지역

4. 귀하의 교육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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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작성이나 학교업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 1 2 3 4 5

3 나는 동료교사와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4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5 행정 관리자는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한
다. 1 2 3 4 5

6 학급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7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8 내가 요구한 바를 학생들이 하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참을성이 없어진다. 1 2 3 4 5
9 함께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로부터 지지

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10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다. 1 2 3 4 5
11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 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2 행정 관리자는 내가 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13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 관리자와 조율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내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데에 자괴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나의 스

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한다. 1 2 3 4 5
16 가르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 1 2 3 4 5
17 동료교사들은 내가 업무에 능숙하지 못

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1 2 3 4 5
18 행정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연스

럽지 못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할 일은 많은데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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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 임파워먼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 해주세요.

20 업무를 끝내기 위해 일거리를 집에 가
져가야만 할 때가 있다. 1 2 3 4 5

번호 문항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는 학교경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공하고 결정하는 역할에 참여한다. 1 2 3 4 5

2 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학교행사를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의 교육활동 선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교사들에게 조언할 기회가 있
다. 1 2 3 4 5

8 나는 업무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
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업무를 알아서 결정할 수 있
다. 1 2 3 4 5

10 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나 판단에 따른 행동이 허용된다. 1 2 3 4 5

11 나는 수업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
다. 1 2 3 4 5

12 나는 교수학습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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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선생님의 심리적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
장 가까운 응답에 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종종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이 나를 교사로서 의무만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 
허무하다.

1 2 3 4 5

13 나는 수업자료 선정에 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1 2 3 4 5

14 나는 학교에서 동료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교사로서 내 능력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학교생활에서 동료교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자주 갖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나의 업무능력을 확신한다. 1 2 3 4 5
20 나는 교직에 필요한 기술들이 숙달되어 

있다. 1 2 3 4 5

21 나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
다. 1 2 3 4 5

23 나는 학생들이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
록 돕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학생들과 함께 함으로써 스스로 성
장할 기회를 가진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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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나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기
준을 강요한다는 것에 숨이 막히는 기
분이다.

1 2 3 4 5

3 나는 학부모가 과도한 기대의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4 나는 교사에 대한 복지와 지원 수준이 
실망스러워 교사인 내가 초라하게 느껴
질 정도이다.

1 2 3 4 5

5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나에게 무례하
게 대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생활에서 나의 능력을 잘 발
휘하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학교관리자로부터 수업과 생활지
도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
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의 일
을 모두 하기 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10 나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 책임인 것 같
아 무력감을 느낀다.

1 2 3 4 5

11 학생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처할 때 
나의 무능력함을 느껴 스스로 한심스러
울 때가 많다.

1 2 3 4 5

12 나는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만 있는 
학생을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
럼 느껴져 우울해진다.

1 2 3 4 5

13 나는 예전과 달리 인내심을 잃고 과민
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1 2 3 4 5

14 나는 과중하거나 의미 없는 행정업무에 
치여 힘들다. 1 2 3 4 5

15 나는 나의 적성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행정업무를 맡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16 나는 학교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생
각만으로도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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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7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지겹
고 신물이 난다. 1 2 3 4 5

18 나는 너무 힘들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교직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내 적
성에 맞는 일인 지조차 의심스럽다. 1 2 3 4 5

20 나는 나의 직업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
낀다. 1 2 3 4 5

21 나는 앞으로도 계속 교직생활을 할 것
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1 2 3 4 5

22 나는 종종 내가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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