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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치료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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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진의 위험요소, 즉 치료자 요인, 내담아동 및 부모 요인, 상담환경 요인과 낙관성 수
준이 놀이치료자가 경험하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놀이치료자 143명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모형을 적용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낙관성은 놀이
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이 모호하며 일이 과다할 때 정서적으로 소모
되는데 이를 상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역할갈등을 겪을 때 직
업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완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셋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울 때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를 취하는데 이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넷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경력이 짧고 역할
갈등을 겪으며 일이 모호하고 많을 때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확장하는데 이를 중재하는 것과 관
련이 없었다. 다섯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갈등을 겪
을 때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로써 놀이치료자들의 자
질향상에 관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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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놀이치료는 다른 심리치료와 동일한 과정, 즉
치료관계를 통해 내담자인 아동 및 부모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데 있다. 그러나 치료특성상 여타
접근들과는 달리, 내담아동만이 아니라 그의 부
모, 가족 또는 주양육자나 보호자, 기관이나 학
교의 담당교사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과 접촉하고 교류형성을 시도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만큼 놀이치료자는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치료자의 수준 높은 자질
이 요구된다.
특히 놀이치료자는 client가 내담아동과 부모로
둘 이상이고, 아동 이외의 가족원이 기대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또, 놀이치료자는 아동
이 성인들처럼 치료에 기꺼이 협조하여 효과적
인 치료관계를 맺기 어렵고(Shirk & Saiz, 1992),
아동이 지닌 문제보다 내담자가 아동이기 때문
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며(Shirk, Rossmann, &
Clark, 1989), 아동이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문제
나 욕구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
다(Kazdin, 1994; Kendall, 1991). 그리하여 감정이
나 행동문제에 대해 통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Freud, 1965), 가족원의 안녕과 행복을 고려하되
아동을 둘러싼 주요인물과의 소통이 필요하므
로, 직업의 전문성으로 인한 부담도 커진다. 또,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치료기술을 훈련하는데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전문성과 자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학술탐구와 수련을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료자는 쉽게 지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심리치료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한 몸과 마음
상태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역설적으로 스트
레스에 노출되기 십상이고 자신을 돌보기 힘든
상담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현장의
상담자들은 정작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Ivancevich, &
Matteson, 1980; Maslach, 1982), 잦은 압박감을 경
험하고 긴장과 불안 등이 뒤따르는 직업군에 해
당된다(박희현, 2009). 실제로 상담자들이 당면하
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항상 분명하거나 쉽게 해
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
험하고(Maslach et al., 2001), 다른 사람들을 돌
보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관리의 욕구
를 간과한 채 내담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O'Halloran, & Linton, 2000), 스트레스를 대응하
는 능력이 떨어져(G Sand, & Miyazaki, 2000) 결국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소진(burnout)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업
무요구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를 도와주
는 인간서비스 계통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상
태를 말하며(Freudenberger, 1974),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를 주된 증상으
로 수반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개념
화 된다(Maslach, & Jackson, 1986). 소진된 상담자
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무력감, 절망감
등 좌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을 돌보
는 것에 무관심해지며(Maslach, 1982), 일에 대한
목적이나 의욕이 상실되어 상담수행이 저하되고
(Corey, 1998), 상담자 자신에 대해서 별 볼일 없
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Raquepaw,
& Miller, 1989). 소진을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3
가지 특성, 즉 치료자 개인적 특성, 내담자 특
성, 상담환경의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먼저 치료자 개인요인과 소진간의 관계에
서는 연령, 성별, 학력, 경력이 중요한 변수로,
연령이 낮을수록(Arker, 1999), 남성보다 여성이
(Maslach et al., 2001),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최
혜윤, 정남운, 2003), 경력이 적은 초보상담자가
(박정해, 2006; Butler, & Constantine, 2005) 더 많
이 소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내담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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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내담자의 문제가 복잡하거나 만성적이
며(Raquepaw, & Miller, 1989), 내담자와의 라포형
성 및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을 때(고은하, 김광
웅, 2001) 소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
다. 또, 상담환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역할갈등이 심하거나(Um, & Harrison, 1998),
역할이 모호하고(윤부성, 2000; Rizzo, House, &
Lirtzman, 1970), 일이 과하며(박희현, 김광웅,
2006a; Sears, Urizer, & Evans, 2000), 일 자체에
도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Heifetz, & Bersani,
1983) 심리적으로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료자 스스로가 소진됨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치하면,
치료자로서 자신의 정신건강은 물론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쳐 치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치료
성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놀이치료에서 치료가 올바르게 이루
어지게 위해 치료자의 역할(Landreth, 1991),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주체로
치료자 자신(Skovholt, 2001),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치료자 자신(Corey, & Corey,
2003), 아동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할 중 중요
한 요소로 균형있는 심리상태(유미숙, 2003) 등,
치료자가 본인의 자아를 점검해야만 하는 역할
과 그 자질을 누차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주목할 점은, 동일
한 치료여건에서 일하는 놀이치료자라도 치료환
경의 자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치료자들은
스트레스에 유연하나 어떤 치료자들은 쉽게 소
진되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타인에게 드러내기도
한다. 위험요소(risk factors)가 각 개인에게 동일
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요소(protective factors)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매
개되거나 완충된다는 적응유연성 모델은 상담자

소진을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유성경,
박성호, 2002). 이로써 역경에 직면해서도 나타나
는 적응유연성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고, Goldstein
과 Brooks(2009)가 주장한 적응유연한 마음자세
를 발달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들에 의하면, 적응유연한 사
람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고 일상생활의 도전과 어려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며 절망, 좌절, 역경과 외상에서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
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호요인의 하나로 긍정적 기능을 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 낙관성을 들 수
있다.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
길 것으로 기대하고(Carver, & Scheier, 2003) 어려
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덜 경험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하고(Scheier,
Carver, & Bridges, 1994), 나쁜 상황에서 가장 좋
은 것을 보려고 하며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
우려고 노력한다(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선행연구에서는 치료자의 소진에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주긴 하나 개인적 특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혜윤, 정남
운, 2003; Arricale, 2001), 낙관성이 상담자의 소
진 위험에서 성격적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윤
정임, 정남운, 2009)을 제언하였다. 이리하여 낙
관성은 초기에 고통에 대항하는 회복력(Carver et
al., 1993)을 예언하는 주제로 연구되었으나, 최근
상담성과(Hatchett, & Park, 2004), 심리적 적응
(Chang, Sanna, & Yang, 2003), 부부의 긍정적 감
정 충만(Story et al., 2007) 등으로 일반화되는 추
세이다. 국내에서도 낙관성은 낮은 스트레스(노
현숙, 2006), 정신건강(윤지혜, 이민규, 2007), 심
리적 안녕(김민정, 이희경, 2006)과 관련이 있었
다. 이처럼 낙관성이 긍정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라면 치료자의 소진을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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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기 위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낙관성 수준이 보호요인으로 확인된다면
놀이치료자 훈련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Seligman(2006)도 비관적인 생각을 직
시하고 반박할 수 있는 힘이 낙관성에서 나오
며, 훈련을 통해 이를 계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 50년간 심리학을 이끌어 왔던 병리와 결핍
이 아닌 인간의 행복, 낙관성, 실현에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학
문이 출현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 2000).
책무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반 여건
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요건은 앞서 논의한 치료자 자신이기 때문
에, 이런 맥락에서 놀이치료자들이 어느 정도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소진을 완충할 긍
정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놀이
치료자들이 경험하는 소진이 개인, 내담아동 및
부모, 환경 요인과 지각하고 있는 낙관성 정도
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의 놀이치료자 143명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평균 31.63의 연령
으로 최소 만23세부터 최대 만 52세까지 나타났
고, 20대 69명(48.3%), 30대 53명(37.1%), 40대 18
명(12.6%), 50대 3명(2.1%)이었다. 미혼자가 92명
(64.3%)으로 기혼자 51명(35.7%)보다 많았고, 학
사졸업자는 3명(2.1%), 석사과정 및 졸업자 100
명(70.4%), 박사과정 및 졸업자 39명(27.5%)이었
다. 자격규정에 근거한 치료시간으로 경력을 묻
는 질문에 응답한 114명 중 300시간 미만 50명

시간 이상 1000시간 미만 27명(23.7
%), 1000시간 이상 37명(32.5%)으로 나타났다.
(43.9%), 3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첫째, 낙관성
(윤정임, 정남운, 2009; Scheier, et al., 1994) 척도
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낙관성을 묻는
6문항과 질문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4
개의 filer item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이를
제외하여 점수를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939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소진위험요소는 앞서 서
론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치료자 요인, 내담
아동 및 부모 요인, 상담환경 요인을 추출하였
다. 우선 치료자 개인요인은 연령, 학력, 경력변
수를 설정하여 인구학적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
였고, 이 중 경력은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
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2010. 3. 개정)에 근거
하여 300시간미만, 300시간이상, 1000시간이상의
놀이치료시간으로 환산하였다. 치료자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 학력, 경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내담자 요인은 최혜영(1994)이
번안한 척도로 내담자의 복잡성 또는 심각성 3
문항, 내담자와의 관계 3문항이며, Maslach(1978)
가 소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낸 것
이다. 여기서 내담자는 내담아동과 부모에 대해
묻도록 수정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 α값은
.829,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문제 심각성 .861, 관
계 .807로 나타났다. 상담환경 요인은 본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박경희, 1995; Jayaratne,
1982)로 도전 및 자율성,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승진, 사회적 보상의 6요인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역할
환경을 살펴보고자 4가지 하위요인을 선별하였
고, 전체 신뢰도는 .931,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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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895, 역할갈등 .899, 역할모호성 .930, 역할
과다 .922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인은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
(박희현, 김광웅, 2005)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38문항이며,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
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44이고, 각 하위요인
의 신뢰도는 정서적 소모 .864, 직업적 회의
.948,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903, 부정적 대
인관계로의 확장 .645, 신체화 증상 .905로 나타
났다.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와 놀이치료자가 지각하는
낙관성 수준이 치료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
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소진 및 위험요소, 낙관성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기 이전에 먼저 주요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되어 있
다. 분석결과, 한 변인간 단순상관이 .8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큼 상관이 높지 않
았고 이는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3. 자료 분석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소진의 위험요소(치료자의 연령, 학력, 경력, 다음, 놀이치료자의 소진 및 위험요소, 낙관성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내담아동 및 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이때 낙관
부모와의 관계, 상담환경에서의 도전, 역할갈등, 성이 소진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
<표 1> 주요변인들간 상관관계
2-1
1

***

-.625

2-1

2-2
***

3-1
***

3-2
***

3-3

3-4

***

***

***

4-2
***

4-3
***

4-4

4-5
*

***

.701

.722

-.715

-.673

-.296

-.635

-.718

-.713

-.164

-.710

-.509***

-.560***

.614***

.594***

.239**

.458***

.596***

.684***

.158

.585***

.730***

-.619***

-.783***

-.219**

-.495***

-.696***

-.742***

-.156

-.580***

-.690

-.146

-.469

-.682

-.712

-.248

-.619

.757***

.453***

.628***

.735***

.717***

.177*

.741***

.257**

.488***

.547***

.458***

.152

.641***

2-2

***

3-1

-.712

3-2
3-3

***

***

***

3-4

.558

4-1
4-2
4-3

***

***

***

***

**

***

-.431

***

***

.322

.333

.399

.765***

.718***

.039

.647***

.741***

.148

.707***

.156

.731

***

.200*

4-4
N=143.

4-1

*

p<0.05,

**

p<0.01,

***

p<0.001

주. 1 낙관성, 2-1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2-2 내담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 3-1 도전, 3-2 역할갈등,
3-3 역할모호성, 3-4 역할과다, 4-1 정서적 소모, 4-2 직업적 회의, 4-3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4-4 부정적 대
인관계로의 확장, 4-5 신체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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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
귀식에 포함될 통제변인들을 추려내고자 치료자
의 연령, 학력, 경력,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내담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 상담환경에
서 도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의 변
수들을 단계적 회귀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통제변수와 낙관성을 추가 투입하여 각
모형의 설명량의 변화가 유의한지를 통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놀이치료자의 소진에서 첫째, 정서적 소모를
살펴보면,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 입력한 위험요
인들 가운데 치료자의 경력(β=-.211, p<.05), 내
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β=.192, p<.05),

내담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β=-218, p<.05), 도
전(β=-.288, p<.05), 역할갈등(β=.387, p<.01), 역
할모호성(β=.434, p<.01), 역할과다(β=.346, p<
.001)의 7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후
첫 번째 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와
낙관성을 추가 투입하여 각 모형의 설명량 변화
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낙관성을 투
입한 후의 설명력은 6.0%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F=26.786, p<.001). 특히, 놀
이치료자의 낙관성은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역할모호성, 역할과다와 함께 정서적 소
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였다. 이는
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이 모호하며 일이 많을 때 정서적으로 소진
되어가나, 이때 치료자가 낙관적일수록 정서적

<표 2> 정서적 소모의 결과

모형

변인
경력
심각성
관계
도전
갈등
모호성
과다
경력
심각성
관계
도전
갈등
모호성
과다
낙관성

1

2

*

p<0.05,

**

p<0.01,

B

SE B

β

-1.787

.185

-.127

-1.

508

.941

.368

.208

2.

556

-.812

.394

-.209

-2.

059*

-.427

.232

-.273

-1.

838

t

.376

3.

233

.870

.371

.379

2.

343*

.471

.125

.326

3.

761***

-1.367

.105

-.097

-1.

237

.801

.344

.177

2.

330*

-.169

.394

-.043

-.

429

-.258

.219

-.165

-1.

177

.204

.202

.124

1.

012

1.278

.357

.556

3.

582***

.504

.117

.349

4.

323

-.827

.185

-.684

-4.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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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 R2

23.969***

.585

.561

26.786***

.645

.621

**

.192

p<0.001

R2

*

.622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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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모의 정도가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 치료자의 연령(β
=-.132, p<.05),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β=.174, p<.05), 역할갈등(β=.335, p<.01)의 3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후 첫 번째 단
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와 낙관성을
추가 투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업적 회
의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와 낙관성
을 추가 투입한 후 설명력은 10.2%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F=77.271, p<
.001). 이때 낙관성은 역할갈등과 함께 직업적
회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자가 역할갈등을 많
이 느낄 때 직업적인 회의감에 느끼게 되나, 이
때 치료자가 낙관적일수록 이런 회의감 정도가
완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첫 번
째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위험요소 중 치료자
의 연령(β=-.181, p<.01),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
의 심각성(β=.333, p<.001), 내담아동 및 부모와
의 관계(β=-.251, p<.01), 역할갈등(β=.175, p<
.05)의 4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통제변수와 낙

관성을 추가 투입한 후 설명력은 1.9% 증가하였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9.500, p<
.001).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특히, 놀이치
료자의 낙관성은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
성, 내담아동 및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에 해당하였다. 이는 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
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
지 못할 때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
게 되나, 이때 치료자가 낙관적일수록 상담에
대해서 갖게 되는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서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에 관한 첫 번째 단계의 분석
결과, 투여된 위험요소 가운데 치료자의 경력(β
=-.232, p<.05), 역할갈등(β=.500, p<.001), 역할
모호성(β=.335, p<.05), 역할과다(β=-.476,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를 보면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낙관성을 추
가 투입한 결과 낙관성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05) 낙관성은 놀이치료자
의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체화 증상에 대한 첫 번째 분

<표 3> 직업적 회의의 결과

모형

변인
연령
심각성
갈등
연령
심각성
갈등
낙관성

1

2

*

p<0.05,

**

p<0.01,

B

SE B

β

-1.773

.781

-.134

-2.

269

1.275

.443

.202

2.

875

1.322

.163

.566

8.

104***

-.536

.704

-.040

-.

761

.663

.396

.105

1.

673

.407

.196

.174

2.

072*

-1.029

.152

-.593

-6.

754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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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2

adj, R2

66.484

***

.589

.580

77.271***

.691

.682

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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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결과

모형

변인
연령
심각성
관계
갈등
연령
심각성
관계
갈등
낙관성

1

2

*

p<0.05,

**

p<0.01,

B

SE B

β

-.527

.244

-.109

-2.

159*

.656

.134

.286

4.

879***

-.750

.120

-.382

-6.

269

.227

.054

.268

4.

215***

-.440

.237

-.092

-1.

860

.582

.132

.254

4.

419

-.459

.144

-.233

-3.

174***

.095

.065

.112

1.

447

-.212

.063

-.337

-3.

352

B

SE B

β

-1.919

.511

-.336

-3.

755***

.319

.082

.478

3.

888

-.204

.099

-.220

-2.

068*

-.281

.055

-.482

-5.

107***

-1.921

.513

-.337

-3.

745

.332

.094

.497

3.

545**

-.178

.133

-.191

-1.

333

-.282

.055

-.483

-5.

.024

.081

.048

.

t

2

F

***

2

R

adj, R

89.895

***

.723

.715

79.500***

.744

.734

***

**

***

p<0.001

<표 5>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의 결과

모형

변인
경력
갈등
모호성
과다
경력
갈등
모호성
과다
낙관성

1

2

*

p<0.05,

t

R2

adj, R2

27.516

***

.474

.457

21.865***

.475

.453

F

***

***

***

096

291

***

p<0.001

석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3가지, 즉 치료자의 연령(β=-.130, p<.05), 내담
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β=.190, p<.01), 역
할갈등(β=.490, p<.001)이었다. <표 6>은 두 번
째 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낙관성을 추가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로, 낙관성을 투입한 후 설명력
은 1.2%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51.923, p<.001). 특히, 낙관성은 내담아동
및 부모 문제의 심각성, 역할갈등과 함께 신체
화 증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
였다. 이는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을 때
신체화 증상을 보이나, 이때 치료자가 낙관적일
수록 신체화 증상의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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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체화 증상의 결과

모형

변인
연령
심각성
갈등
연령
심각성
갈등
낙관성

1

2

*

p<0.05,

**

p<0.01,

B

SE B

β

-.622

.337

-.109

-1.

847

.497

.191

.183

2.

598**
***

t

.593

.070

.591

8.

-.420

.344

-.074

-1.

222

.397

.194

.146

2.

051*

2

2

F

R

adj, R

65.598***

.586

.577

***

.601

.589

436

***

.444

.096

.442

4.

631

-.168

.074

-.225

-2.

258*

51.923

***

p<0.001

석할 수 있다.

Ⅳ. 논 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치료자 자신이 곧 치료예
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로 하
고,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증폭되거나 감소되는지를 규명하고자 적
응유연성모형을 적용하여 다음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놀이치료자의 나이가 적고
학력이 낮으며 경력이 짧을 때, 또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복잡하거나 심각하고 그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상담업무에 있
어서 도전이 부족하고 역할갈등이 잦고 역할이
모호하고 일이 과다할 때 놀이치료자가 소진을
더 많이 겪을 것이나, 이때 치료자가 낙관적일
수록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감소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먼저 논의점부터 살
펴보겠다. 첫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아
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이 모호하며
일이 과다할 때 정서적으로 소모되는 정도를 상
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상담관계에

있어 내담자와 조력자로서 협력관계가 아닐수
록 정서적 소모 정도가 크다는 박희현, 김광웅
(2006b)의 연구결과와 놀이치료자가 낙관적인 태
도를 보일수록 정서적 소모가 적다는 김유진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상담교사 대상으
로 한 이현아, 이기학(2009)의 연구에서 역할모
호성이 소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한 이명신(2004)의 연구에서 역할
이 모호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정서적 소진
이 심화된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리고 일이 많은 상담환경이 소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소진이 환경의 요구가 이에 대처
하는 사람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는 Clark(1980)의 정의와 역할과다가 소진을 초래
한다는 백기복(2000)의 견해를 경험적으로 증명
하였다. 한편, 앞서 밝힌 본 연구결과가 기존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여러 위
험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진을 일으키는
지, 그리고 낙관성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를 검
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역할갈등이 심
할 때 직업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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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
갈등이 상담자 소진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유성경, 박성호(2002)의 결과와 유사하며,
놀이치료자의 낙관적 태도가 직업적 회의에 가
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여선영(2005),
김유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놀이치
료자들의 경우 직업적으로 회의감을 느끼게 되
는 것이 상담이외에 행정업무와 같은 다양한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서 오는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
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과의 관계형성이 어
려울 때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완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제까지의 연구들은 치료자의 소진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도은숙, 정현숙, 2009; 조우경, 2006;
최가람, 2010)에 주목해온 데 반해, 반대로 내담
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치료자의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은 시각에 따
라 그 지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의 연구들은 내담자
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담자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록(Poulin, & Walter, 1993),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합적이고 만성적일 때(노충래, 2006; Beck,
1987),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없고 비협조적
인 내담자를 만났을 때(Cherniss, 1980), 내담자가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경우(공계순, 2005) 치료
자가 소진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소진을
세밀하게 보아 소진위험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소진됨을 밝혔다. 마찬가지
로 본 연구는 내담아동과 부모의 특성으로 인하
여 놀이치료자가 소진되는 정도를 확인하였고,
이때 치료자의 낙관성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낙관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 놀이치료자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줄어든다는 김유진(2010)의 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놀이치
료자 대상의 교육이나 훈련현장에서 그들의 적
응유연한 특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놀이치료자가 상담경력이 적고 역할갈
등을 겪으며 역할이 모호하고 일이 많을 때 대
인관계를 부정적으로 확장하나, 낙관성은 이를
중재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여러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소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서 그 가족이나 상담자가 속한 기관 및 조직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slach, 1982;
Pines, & Maslach, 1978)고 경고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역할모호성으로 치료자가 소진되어 대인관
계를 부정적으로 확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박희현, 김광웅(2006a)의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
나 소진이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확대되
는데 있어 낙관성이 보호요인으로 예측되지 않
았다. 다만, 상담경력이 늘수록 치료자의 소진이
감소한다는 연구(윤정임, 정남운, 2003; Butler, &
Constantine, 2005)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를 효과
적으로 감소시킬 다양한 변인 탐구는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며, 그 방안을 후속연구에 제안할
수 있겠다.
다섯째, 낙관성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아동 및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고 역할갈등을 겪을 때 신
체화 증상을 보이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
이 있었다. 이는 상담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소
진을 질적 분석한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2002)
의 연구에서 소진으로 신체적 문제를 보인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 소진상태가 불면증, 위궤양,
두통, 피로 등 신체적 문제를 초래한다(Perlman, &
Hartman, 1982)는 사실은 소진으로 인한 증상 중
하나가 신경성 질환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또, 심리적 소진이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탈진증
후라는 Pines와 Marslach(1978)의 견해와 물리적으
로 체력이 떨어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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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Watkins(1983)의 의견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준다. 게다가 놀이치료자의 낙관적인 태도가 신
체화 증상의 정도를 낮춘다는 여선영(2005), 김
유진(2010)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놀
이치료자의 낙관성을 증진할 방안모색은 그들의
자질향상과 훈련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궁
극적으로 치료성과를 한층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 및 제한점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하나는, 본 연구가 낙관성에 한정하
여 설명하였으나, 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을 낮추
는데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연구한
다면 더 나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놀이
치료자 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덧붙여 아동을 다루는 타 영역, 예컨대 다른
심리치료, 의료, 교육 종사자들의 소진에 있어
보호요인의 비교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놀이치료자의 개인요인을 측정할
때 경력에서 세분화하지 못한 점과 영향력이 확
인되지 않은 변인에 관해 설명이 부재된 점이
다. 단순히 자격규정에 의한 놀이치료시간에만
의존하여 수퍼비전이나 교육분석과 같은 가외적
인 훈련을 포함하지 않아 경력변수를 측정하는
데 무리가 있고 이것이 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 예컨대 치료자의
학력과 같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에 대
해 선행연구(최혜윤, 정남운, 2003; Arker, 1999)
와 다른 결과를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마
지막으로, 낙관성이 제공하는 긍정적 feedback 회
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행동해야
한다(Segerstrom, 2006)는 견해가 있는데, 즉 낙관
성이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행동
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윤정임, 정남운,
2009)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적인 낙관성
을 다뤄 행동적인 측면을 분석하지 않아 단지
낙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간의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낙관성의 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연구와 함께 더 다양한 치
료자 집단, 더 많은 표집, 더 다양한 구인과의
관련성이 반복검증 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그러나 놀이치료분야에서 낙관성이 치료자의
소진을 완충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고자 적
응유연성모형을 적용한 점과 병리, 진단, 부적응
이 아닌 긍정심리에 주목하여 놀이치료자의 교
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기초를 세운 점은 가치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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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Play Therapists' Optimism on
Burnout and Risk Factors
Mi Sihn3)
Mee Sook Yoo4)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how risk factors [3 factors: therapist, client, and working environment]
and perceived optimism have influence on the level of burnout in Korean play therapist. 143 play therapists
were surveyed. The level of burnout was assessed through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in
each block entered, a stepwise selection was utilized to obtain the most efficient model. Step 2 involved the
entry of perceived optimism into the regression model as a group of predictors for the level of burnout. The

⑴ Optimism significantly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child & their parent's serious
problems,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on the Emotional Exhaustions in play therapists. ⑵ Optimism
significantly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role conflict on the Doubt about Job in play therapists. ⑶
findings indicated that

Optimism significantly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child & their parent's serious problems, and therapeutic
relationship on the Negative Attitude to Counseling in play therapists.

⑷ Optimism does

not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counseling on short-term career,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on the Negative
Personal Relationship in play therapists.

⑸ Optimism significantly buffers the negative impact of child & their

parent's serious problems, and role conflict on the Symptoms of Somatization in play therapists. The
implication for future studies and for play therapists practices is discussed.
Key words : optimism, burnout, burnout factors, play 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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