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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
사 총 202명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이다. 둘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매우 유의적인 긍정적인 영향력 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사들의 직무를 만족시킬 수 있
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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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IT산업의 발달과 지식정보화 사회로 다양하게 변모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도 이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조직도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
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인 관점에서, 교사들은 교육목표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와 다양한 환경적 요구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 교사들은 복잡해진 학교조직에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좌절감이나 무력감
을 느끼게 된다.
특히 최근의 교육개혁은 교직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교사들의 직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체 교사
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신현석, 2003).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만족을 떨어뜨리고 조직에 대한 몰입을 약화시
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현재의 조
직에서 다른 조직으로의 이직을 결심하게 될 정도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학교조직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논의 되는 변인은 학교
의 사회적 책무성,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생의 중퇴율, 교사의 직무만족, 교사의 사기, 이직
률 등과 같은 것들이다(Hoy & Miskel, 1996). 즉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
수는 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에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교
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중의 심각한 문제가 직무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직무스
트레스는 학교교육활동의 성과와 인화를 저해하고 지각, 결근율을 증가시켜 교사 개인이나
교원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옥장흠, 1995; 도순남, 1999; 손경애․고종욱, 2006).
특히 교직사회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받는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사들이 자신의 직장 곧 학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직무 스트
레스는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또한 본인이 소속
된 조직에 대한 몰입, 직무만족 등을 저하시키게 되며, 결국에는 우수한 교사들의 이직률
을 높이는 경향으로 나타나곤 한다(이승로, 2004; 천순덕, 2005; 이영희, 2005; 손경애․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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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07; 강경석․김철구, 2007; 신재흡, 2007, 2008; 차성현․정태욱, 2008; 신동한, 2008;
강경석․박용진, 2008).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
된 연구와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등 단편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박준철․박진영, 2007; 김경미․이심열, 2007; 천순덕 외, 2006).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자료에 기초를 두고, 구조방
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직무스트레스를 각각 구분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을 각각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행정체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사의 조직몰입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인정지위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은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
셋째, 교사의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넷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다섯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여섯째, 교사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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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가.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Michigan 대학 사회연구소에서
Khan 등(Khan et. al., 1964)이 조직내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을 찾아내어
정신적, 신체적 효과와의 관련성을 알아내는 연구를 하게 된 동기로 부터 출발하였다(유효
근․김승평, 2008). 이후 조직 내의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조직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스
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구성원의 육체적, 심리적,
생리적 분리를 초래하는 개인의 외적 상황에 대한 적응적인 반응(Luthans, 1995)이라 할
수 있는데, Ivancevich & Matteson(1993)은 개인적인 차이와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 초래되
는 적응적 반응이며 사람에게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요구를 하는 상황의 행동 또는 사건
을 초래하는 외적요인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조직의 간접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는 분야이며, 스트레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업무성과, 일에 대한 의욕, 생활자세 등이 더 큰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Dann & Griffin, 1999).
조직내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따라 받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George & Gareth, 1996; Stone & Cannon, 1997), 조직몰입(김명수․박형권․최우승, 2005)
등의 조직 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이직행동 또는 이직의도(Babin & Boles, 1998; Richard et. al., 2001)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
조직몰입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Porter(1974)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의지, 조직에 잔존하고자 하는
욕구,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수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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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의사가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단순히
조직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라 조직의 항구적인 번영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을 표현하는 지
속적인 과정(박기관, 2008)을 의미하는 일종의 태도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조직몰입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로 자주 사용되어 왔는데(하미
승․권용수, 2001) 특히 직무만족과 같이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변수로서 제시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은 물론이고 조직전반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 개인에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감이
나, 우울증, 삶에 대한 불만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이 해당 조직에
의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Porter et. al.(1974), Parker & De
Cotiis(1983)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부정적인 영향력 관계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어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중
행정체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정지위에 대한 스트레스 두 가지를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중 행정체제와 인정지위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무스트레스라기 보
다는 교사의 외부적 영향요인에 의거해 받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으며, 행정체제와 인정지
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보다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기초를 두어 행정체제와 인정지위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하였다.
가설 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행정체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인정지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다.

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조직 내 직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욕구만족의 정도에 관한 함수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실현의 감정과 가치 있는 성취감이 만족의 차원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욕구와 가치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유효건․김승평, 2008).
박경호(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구성원과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조직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영향을 받는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상태를 직무만족이라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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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여러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하
여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게 되는 긍정적 정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만
족이란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 본연의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교사개인의 긍정
적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조직 내 개인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되어 왔는데(노
종희, 2001; 김은상, 2002), 특히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자주 이용되어 왔다. 교사의 직무만
족과 직업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차성현․정태욱(2008)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직업몰입
의 선행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그동안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
를 매우 밀접한 정의 관계로 설명하여 왔다(Chusmir, 1982; Holland, 1985; Lefkowitz,
Randall & Cote, 1991).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에는 직무만족을 조직몰입의 선행변수임을 분석하기도 하고, 조직
몰입을 직무만족의 선행변수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
레스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를 두어,
조직몰입을 직무만족의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설화하였다.
가설 3: 교사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높을 것이다.

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적 성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룬 몇몇의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직행동 또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개
인의 의향인 이직의도의 경우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상승하게 된다. 즉, 조직에
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될 경우, 조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
고 이직의도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권두승, 1997; 이덕로․김찬중, 2006; 정봉명․이호
길, 2008; 안계남, 2006; 강해정․윤혜현, 2006; 박상일․전태준, 2006).
이직(Turnover)의 총체적 의미로 입직(accession)과 이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보
통 이직이라 함은 개인이 조직을 떠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Bluedorn, 1978).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Mottaz, 1988), 해고, 강제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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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등의 이유로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조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와 임
금, 승진, 근무환경 등 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조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왔다
(George & Gareth, 1996; Stone & Cannon, 1997; David, 1994).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
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거나 제거하게 되면 직무만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형성되
어 지는데, 다른 스트레스보다 근무환경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또는 학생들로부터 받게 되
는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이직의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Miles, 1975; Crank, 1991), 결국에는 해당
조직에서 이탈 혹은 이직의 주요원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를 설정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이직의도에 직접 영
향을 미치기 보다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심광보, 2008; 서지영․서영숙, 2002).
Porter et. al.(1974), Babin & Boles(1998), Richard et. al.(2001)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직무
만족이 이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직무만족이 낮을
수록 이직 의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어 다음과 같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의 관계,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설화하였다.
가설 4: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낮을
것이다.
가설 5: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은 낮을
것이다.
가설 6: 교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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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Ⅱ-1>과 같이 6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행정체제

H1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인정지위

H6

H3

이직의도

H2
H4

대인관계
H5
근무환경

[그림 Ⅱ-1] 개념적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경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0개교, 중․고
등학교 50개교 총10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당 5부를 직접배송 및 우편발송을 하
였다. 배송 및 발송된 50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286부였다. 그중에서 무응답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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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없다고 판단된 84부를 제외한 202부를 실제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별로 보면, 초등학교 교사 53명(26.4%), 중․고등학교 교사 148명(73.6%), 무응답
1명 등 총 202명이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가 109명(54.0%)로 남자 (93명, 46.0%)보다 많았으며, 근무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159명, 78.7%)가 가장 많았으며 면(26명, 12.9%), 읍(17명, 8.4%)의 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경력의 경우 10년-20년 사이가 가장 많은 93명(46.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년
이하(67명, 33.2%), 20년 이상(42명, 20.8%)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 수집된 자료의 인구 통계적 현황

내 용
성

별

학 교 별

근무지역

교육경력

남자
여자
전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무응답 1명)
시
읍
면
전체
10년 이하
10년 - 20년
20년 이상
전체

빈 도

비율(%)

93명
109명
202명
53명
148명
202명
159명
17명
26명
202명
67명
93명
42명
202명

46.0
54.0
100.0
26.4
73.6
100.0
78.7
8.4
12.9
100.0
33.2
46.0
20.8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척도는 김주영이 교육현장에 맞게 구성한 문항
중에서 9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김주영, 1999). 조직몰입에 관한 척도는 Meyer 등이
제작한 조직몰입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12문항을 교육조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Meyer et al., 1993). 직무만족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영길이 구성한 8문항을 사용
하였다(이영길, 1992). 이직의도는 김성희(2001)가 Becker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사용한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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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개의 응답으로 구성하는 리커르트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여러 항목들로 측정된 변수들을 재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내
적인 일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개념에
대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가설적인 개념으로써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측정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개념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는가의 여
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이란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정확성 등이
내포된 개념으로서 측정결과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가? 또는 측정결과에 대
한 오차가 존재하는가를 의미하게 된다(Hier et. al., 2006).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복수문항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 보통 Cronbach's a
계수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신뢰
도계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채서일, 1997;
Hair et al., 2006), 일반적으로 신뢰도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사용될 변수들은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Ⅲ-2> 신뢰성 분석 결과

구분
변수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

소구분
대인관계
행정체제
근무환경
인정지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교직관
인간관계
인사관계
유인체제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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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

Cronbach's α

2
3
2
2
6
3
3
2
2
2
2
4

0.680
0.789
0.730
0.625
0.829
0.711
0.769
0.638
0.678
0.610
0.697
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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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 검증
타당성이란 측정도구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받으며 정
확히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
용,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채서일, 1997; Hair et
al., 2006).
이러한 타당성의 평가는 그 방법에 따라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기준관련타당성
(criterion-related validity),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내용타당성은 특정한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며, 기준관련타당성은 특정변
수간의 통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타당성은 심리학적인 특성의 측정과
관련한 것으로서 측정자체의 정확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Hair et al., 2006; 채서
일, 1997). 내용타당성은 기존의 문헌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를 본 연구에 적
합하도록 수정 작성하였으며, 개념타당성은 각 항목에 속한 모든 설문문항들의 동일한 측
정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
악이 되고 있다.
개념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흔히 탐색적 요인분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개념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요
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
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
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3>, <표 Ⅲ-4>,
<표 Ⅲ-5>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행정체제, 근무환경, 인정지위, 대인관계 등의 4개의 요인으로 분석
되었는데, 이때의 총설명분산은 74.0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의 3개의 요인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때의 총 설명 분산은 62.06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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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성성분
측정문항

요인1
(행정체제)

요인2
(근무환경)

요인3
(인정지위)

요인4
(대인관계)

관리자의 내자율장학지도가 일방적
이다.

.897

.112

.123

-.031

관리자의 권위에 의해 학교가 운영
되고 있다.

.866

.117

-.060

-.031

담임, 학년, 업무배정 등에 공정성이
적다.

.682

.310

.085

.203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다.

.121

.893

.101

-.034

다른 학교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286

.810

.065

.073

사회생활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자부
심이 없다.

.092

.002

.840

.160

교사에 대한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없다.

.004

.159

.837

.076

학생들이 교사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다.

.002

.090

.057

.862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간섭한다.

.060

-.052

.173

.787

Eigen Value

2.129

1.613

1.479

1.444

설명 분산(%)

23.655

17.927

16.438

16.040

누적분산(%)

23.655

41.582

58.020

7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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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구성성분
측정문항

요인1
(정서적 몰입)

요인2
(규범적 몰입)

요인3
(지속적 몰입)

나는 교직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
과 긍지를 느낀다.

.801

.063

.226

나는 교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749

.247

.171

나는 교사가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699

.070

.240

나는 우리학교에서 가족의 한 사람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695

.269

-.053

나는 우리학교가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90

-.068

-.104

나는 우리학교의 문제가 실제로 나의 문
제로 생각한다.

.667

.225

-.089

내가 교직을 떠난다면 동료교사들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 것이다.

.094

.874

-.021

내가 지금 교직을 떠난 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125

.871

.138

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교직을 떠나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309

.613

.274

내가 지금 교직을 떠나면 나에게 개인적
으로 손해가 크다.

.000

.098

.881

내가 지금 교직을 떠난다면 나의 생활이
혼란될 것이다.

.081

.220

.794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직장은
지금과 같지 않다.

.060

-.018

.639

Eigen Value

3.225

2.153

2.070

설명 분산(%)

26.875

17.945

17.246

누적분산(%)

26.875

44.820

62.066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인간관계, 교직관, 인사 관계, 유인체제의 4개의 요인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때의 총 설명 분산은 74.07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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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성성분
측정문항

요인1
(인간관계)

요인2
(교직관)

요인3
(인사 관계)

요인4
(유인체제)

우리학교는 교사들 간에 신뢰하고 있다.

.855

.027

.046

.029

우리학교 교사들은 공동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상호협력 한다.

.832

.095

.089

.108

우리학교 교육시설은 나의 업무에 편하
게 되어 있다.

.126

.876

.073

.076

우리학교는 교육 자료와 비품을 충분
히 공급한다.

.006

.700

.444

.117

우리학교는 승진의 기회가 충분히 보
장되어 있다.

.025

.120

.806

.171

우리학교 관리자는 나의 능력과 적성
에 맞는 업무를 맡긴다.

.479

.186

.580

.040

교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이어
서 계속 머물고 싶다.

.069

.004

.321

.871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높은 편
이다.

.128

.550

-.106

.694

Eigen Value

1.691

1.618

1.313

1.303

설명 분산(%)

21.137

20.227

16.418

16.293

누적분산(%)

21.137

41.365

57.783

74.075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대인관계, 행정체제, 근무환경,
인정지위)와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모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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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추정 방법으로는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확인된 직무스트레스(대인관계 2개, 행정
체제 3개, 근무환경 2개, 인정지위 2개 문항),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직무만족
(교직관, 인간관계, 인사 관계, 유인체제), 그리고 이직의도 4개 문항 등 총 20개의 측정항
목에 대한 공분산구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의 경우 앞서
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를 두어 각각 가중 평균하여 조직몰입 3개 항목, 직무만
족 4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분산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
해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지수를 연구모형의 적합성 평가과정에 포함시켰다
(Hair et al., 2006; 배병렬, 2006).
2

다음의 <표 Ⅳ-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측정모형의 x = 420.97(자
2

유도 = 158, p = 0.00) 으로서 x 값이 비교적 큰 값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문헌들에서 모
2

형에서 추정할 모수의 수가 많고 표본이 비교적 클 경우 적합도 검증과정에서 x 의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권장
2

하고 있으며(Kline, 2005; Hair et al., 2006; 배병렬, 2006), x /자유도의 값이 420.97 / 158
= 2.664(3 미만)로서 비교적 싼 값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Kline
2

는 그의 저서에서 x /d.f. 의 값이 2또는 3이하인 경우 매우 좋은 모형이라 설명하고 있으
며, 적어도 5이하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적합도(GFI)는 0.85로 비교적 우수하였으며,
수정적합지수(AGFI) 역시 0.80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검증되었으며, NFI, NNFI, CFI,
IFI, RFI, PNFI, RMR, RMSEA 등의 기타 적합지수 역시 권장수준 이상인 것으로 검증되어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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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구조모형과 측정모형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가설
모수 추정치 표준
번호
오차 t값 측정개념
H. 1 (ξ1)->(η1)
γ11 -0.29 0.080 -3.65
행정체제->조직몰입
조직몰입
H. 2 (ξ2)->(η1)
-0.52
0.093
-5.55
(η1)
γ12
인정지위->조직몰입
H. 3 (η1)->(η2)
β21 0.77 0.12 6.25
직무만족
조직몰입->직무만족
H. 4 (ξ3)->(η2)
(η2)
γ21 -0.16 0.074 -2.13
대인관계->직무만족
H. 5 (ξ4)->(η2)
근무환경->직무만족

γ22

H. 6 (ξ2)->(η3)
직무만족->이직의도

β32

-0.34

0.076 -4.49 이직의도

(η3)
-0.82

0.12

-6.67
행정체제

(ξ1)
인정지위

(ξ2)
대인관계

(ξ3)
근무환경

(ξ4)

R2(η1, 조직몰입) = 0.41
R2(η2, 직무만족) = 0.96
2
R (η3, 이직의도) = 0.67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표준화 측정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추정치 오차 t값
λy Matrix
λy11
0.44
0.70 0.51
λy21
0.32 0.061 0.40 0.84 5.31
λy31
0.51 0.060 0.68 0.54 8.45
λy12
0.43
0.55 0.70
λy22
0.18 0.045 0.31 0.90 4.08
λy32
0.42 0.062 0.60 0.64 6.84
λy42
0.46 0.066 0.64 0.61 7.04
λy13
0.62
0.66 0.56
λy23
0.46 0.059 0.60 0.65 7.73
λy33
0.75 0.081 0.76 0.43 9.35
λy43
0.73 0.078 0.75 0.43 9.33
λx Matrix
λx11
0.61 0.060 0.65 0.58 10.16
λx21
0.85 0.058 0.88 0.22 14.76
λx31
0.88 0.072 0.75 0.43 12.21
λx12
0.68 0.085 0.63 0.61 8.07
λx22
0.71 0.077 0.75 0.44 9.21
λx13
0.57 0.095 0.69 0.52 6.03
λx23
0.53 0.092 0.59 0.65 5.70
λx14
0.73 0.065 0.80 0.36 11.21
λx24
0.74 0.073 0.72 0.48 10.18

Goodness of Fit Statistics
Degrees of Freedom = 332
Degrees of Freedom = 158
Normal Theory Weighted Least Squares Chi-Square =
420.97 (P = 0.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085
Normed Fit Index (NFI) = 0.87
Non-Normed Fit Index (NNFI) = 0.90
Parsimony Normed Fit Index (PNFI) = 0.73
Comparative Fit Index (CFI) = 0.92
Incremental Fit Index (IFI) = 0.92
Relative Fit Index (RFI) = 0.85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 0.060
Standardized RMR = 0.080
Goodness of Fit Index (GFI) = 0.85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 0.80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GFI) =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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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x11

λx21

λx31

λy11

λy31

λy21

H1(γ11)
-0.29(-3.65)

행정체제
(ξ1)
λx12
λx22

인정지위
(ξ2)

λx32
λx13
λx23
λx14
λx24

λy12

λy22

λy32

λy42

H3(β21)
0.77(6.25)

조직몰입
(η1)
H2(γ12)
-0.52(-5.55)

직무 만족
(η2)

H4(γ21)
-0.16(-2.13)

대인관계
(ξ3)

이직의도
(η3)

H6(β32)
-0.82(-6.67)
λy13

λy23

λy33

λy43

H5(γ22)
-0.34(-4.49)

근무환경
(ξ4)

[그림 Ⅳ-1] 가설 검증 결과

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경로별 결과를 토대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
를 설명해보면 다음의 <그림 Ⅳ-1>과 같다.
먼저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한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검증에서, 먼저 행정체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
<가설 1>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γ11)가 -0.29이고 이때의 t값이 -3.65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교사의 인정지위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한 <가설 2>의 경우 표준
화 경로계수(γ12)가 -0.52(t=-5.55)로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경로방정식의
R2=0.41).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orter et. al.(1974),
Parker & De Cotiis(1983)의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중에서 행정
체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정지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받는 직무스트레스는 행정체제와 인정지위의 경우 학
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무스트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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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교사의 외부적 영향요인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으며, 행정체제와 인
정지위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보다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 3>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β
21)가 0.77이고 이때의 t값이 6.25로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검증되어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직무만족과 직업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차성현․정태욱
(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
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본다.
교사들이 가지는 직무 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가정한
<가설 4>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γ21)가 -0.16이고 이때의 t값이 -2.13으로 유의적인 부(-)
의 영향력이 분석되었으며, 근무환경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정한 <가
설 5> 역시 표준화 경로계수(γ22)가 -0.34이고 이때의 t값이 -4.49로서 유의적인 부(-)의 영
2

향력이 각각 검증되어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경로방정식의 R =0.96).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Miles(1975)의 연구와 Crank(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스
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직무 스트
레스 요인을 줄여주거나 제거하게 되면, 직무만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형성되어 지는데, 다
른 스트레스보다 근무환경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또는 학생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
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 이직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교사들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6>의 경
우 표준화 경로계수(β32)가 -0.82이고 이때의 t값이 -6.67로서 매우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
2

이 검증되어 <가설 6>은 채택되었다(경로방정식의 R =0.67).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이 이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들의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 의
도는 높아진다는 Porter et. al.(1974), Babin & Boles(1998), Richard et. al.(2001)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
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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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 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의한 직접효과 분석과 함께 간
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총효과 분석을 한 결과가 <표 Ⅳ-3>과 같다.
<표 Ⅳ-2> 구조적 분석 결과(총효과, 직․간접효과)

가설
번호

경로

총효과

1

행정체제(ξ1) -> 조직몰입(η1)

2

인정지위(ξ2) ->조직몰입(η1)

3

조직몰입(η1) ->직무만족(η2)

4

대인관계(ξ3) -> 직무만족(η2)

5

근무환경(ξ4) -> 직무만족(η2)

-0.29
(-3.65)
-0.52
(-5.55)
0.77
(6.25)
-0.16
(-2.13)
-0.34
(-4.49)
-0.23
(-3.34)
-0.40
(-4.72)
-0.82
(-6.67)
0.18
(3.38)
0.33
(4.81)
0.13
(2.14)
0.28
(4.57)
-0.63
(-6.47)

행정체제(ξ1) -> 직무만족(η2)
인정지위(ξ2) -> 직무만족(η2)
6

직무만족(η2) -> 이직의도(η3)
행정체제(ξ1) -> 이직의도(η3)
인정지위(ξ2) -> 이직의도(η3)
대인관계(ξ3) -> 이직의도(η3)
근무환경(ξ4) -> 이직의도(η3)
조직몰입(η1) ->이직의도(η3)

직접
효과
-0.29
(-3.65)
-0.52
(-5.55)
0.77
(6.25)
-0.16
(-2.13)
-0.34
(-4.49)

간접
효과

-

-0.23
(-3.34)
-0.40
(-4.72)

-

영향력
순위

-

-

-0.82
(-6.67)

-

1

-

0.18
(3.38)
0.33
(4.81)
0.13
(2.14)
0.28
(4.57)
-0.63
(-6.47)

5

-

3
6
4
2

* : ( )은 t값임

<표 Ⅳ-2>와 같이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직무만족(η2, 총효과:
-0.82)이라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조직몰입(η1, 총효과: -0.63), 인정지위(ξ2, 총효과:
0.33), 근무환경(ξ4, 총효과: 0.28), 행정체제(ξ1, 총효과: 0.18), 대인관계(ξ3, 총효과: 0.1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총효과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종합적인 관계가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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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받는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eorge & Gareth(1996), Porter et
al.(1974), Babin & Boles(1998), Richard et al.(2001), Chusmir(1982), Holland(1985),
Lefkowitz et al.(1991) 등의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를 두고 6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02명으
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검증방법
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설정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대인관계, 행정체제, 근무환경, 인정지위)와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하고, 모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수추정 방법
으로는 측정변수들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에 의해 분석된 직무스트레스(대인관계 2개, 행정체제 3개, 근무환경 2개, 인정지위 2개 문
항), 조직몰입(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직무만족(교직관, 인간관계, 인사 관계, 유인체제),
그리고 이직의도 4개 문항 등 총 20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공분산구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의 경우 앞서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기초를 두어
각각 가중 평균하여 조직몰입 3개 항목, 직무만족 4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설
정한 여섯 개의 연구가설 모두가 채택되어 유의적인 영향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 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의한 직접효과 분석과 함께 간
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총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이 직무만족(η2, 총효과 : -0.82)이라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조직몰
입(η1, 총효과: -0.63), 인정지위(ξ2, 총효과: 0.33), 근무환경(ξ4, 총효과: 0.28), 행정체제(ξ1,
총효과: 0.18), 대인관계(ξ3, 총효과: 0.1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총효과 분석을 통해 교사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종합적인 관계는
물론 영향력 순위 역시 검증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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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행정체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정지위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와 근무환경
에 대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학교조직에서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
인들을 분석하여, 조직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방
법을 모색하여 교사들의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매우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 관계가 존재함을 다시금 검
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직무만족은 학교조직내에서 교사들의 행동에 긍
정적인 미치는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교사들이 긍정적
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분석되어졌다. 이직의도는 교사
들이 학교조직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에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결국, 학교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최근에 대졸 출신의 취업이 어렵
고, 교사가 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직의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교직에서 떠나지는 않을 지라도 이직의도가 높은 교사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본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무너질 위험에 빠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
을 분석해보면, 초 · 중등교사들보다는 사설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직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이 이
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유형을 네 가지(행정체제, 인정지위, 대인관계, 근무환경)
로 구분하여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나,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의 유형을 행정체제, 인정지위, 대인관계, 근무환경 등의 4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의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
겠다. 추후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보다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개발
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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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였으나, 좀 더 추가적인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셋째, 이직의도의 경우 직무만족보다는 직무불만족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만 살펴보았으며, 직무불만족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직무불만족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연구를 통해 직무불만족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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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fluenced by Job Stress Factors

OK, Jang-Heum (Hanshin University)

In this study, study of Model and six study hypothesis is established for looking into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s influenced by teachers' job
stress.
For the testing of study hypothesis established this study gathered question materials
from 202 teachers in the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used
Cronbach's α value testing method for conforming the confidence of measurement item,
identified the validity of measurement conception through factor analysis.
For testing the study hypotheses established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by usi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suitability of model and the method of simultaneously
inferring the variables in model.
The meaning of this studying follow:
First, this studying could identified the result that teachers' job stress has the negative
influence in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particularly the stress of
administration system and approval position has the negative influence into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tress of human relation and job environment has the negative influence
into job satisfaction. By this it is significant that the job stress influencing in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job stress influencing into job satisfaction was classified.
Second, it becomes the identifying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lies
in the very meaning positive influencing relation.
Third,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ss job satisfaction the more turnover intention.
Key words :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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