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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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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원으로 임상음악치료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 192명이고,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
문지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big5 성격 척도, 성취 욕구척도, 자기 효능감 척도
를, 직업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의식 척도를, 직무만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지
표(JDI)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
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개인적 특성과 직업의
식,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직업의식과 직무만
족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Pe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산분석 결과 F= 17.69, p=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수정된 R²(Adj-R²)= .634로 개
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업
의식을 63.4%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의식은 수용성 성격요인, 개방성 성격
요인,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개인적 특
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 10.398, p= .000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 수정된 R²(Adj-R²)= .283으로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
성, 개방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을 28.3 %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직무만족은 불안정성 성격요인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성취욕구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직업의식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
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전직 · 이직의 경우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음악치료사, 개인적 특성, 직업의식, 직무만족, 중다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국내 음악치료의 역사를 보면 외국에서 태동한 음악치료가 한국에 도입된 후 오늘
날의 학문적, 직업적 위상을 갖추게 된지 2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개의
학부과정과 20개의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고, 최근 학회나 협회의 수도 꾸준
히 증가되고 있으며 음악치료 관련 민간 자격증도 확산되는 등 양적 · 질적으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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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음악치료사 양성 기관과
자격증의 증가는 심리 사회적 불안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의 일환으로서
음악치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치료의 변화와 성장을 담당하는 중심에 음악치료사가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며, 그래서 음악치료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내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자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기획자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으
로서 각각의 역할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즉,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를 시행하는데 필
요한 이론과 기술 뿐 아니라 내담자에 대한 지식,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 치료 서비스
제공 업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음악치료사는 여타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만족감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치료사의 본인의 만족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만나는 내담자, 동료, 관리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음악
치료사로서의 역할 수행과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특성은 이러한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 성취
및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종사하고 있는 직업 및 조직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역할 태도, 사고, 감정과 관련된 행동에는 개인적 특성이 밀접하게
작용한다. 개인적 특성은 성격 이외에 성취욕구와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은 직업의식, 직무 수행,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과 같은 직무 관련 태도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음악치료사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음악치료 영역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전문가로서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주며 자기실
현의 기초가 되므로 직업에서 행하는 업무를 통하여 조직에 공헌하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등 직업 안에서 개인과 조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가 이루어진다. 원활
한 조직 적응을 위해서는 직업의식을 높여야 하고 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도,
직업에 대한 긍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과 관점을 총칭하는 말로 개인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
관을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이 직업의식을 개인이 가진 일에 대한 정신적 가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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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에 대한 총체적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박연희, 2009; 이승은, 2007). 일반적
으로 직업적 가치는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Smith &
Campbell, 2009). 그래서 Lim(2011)은 음악치료 직업 태도에 성격, 태도, 자기 인식,
흥미, 가치와 같은 요인들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직업의식은 개인이 직
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한 조직의 구성
원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의식은 사회
적 배경과 현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의식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직무만족과 충성도를 높이고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업의식의 중요성은
전문직의 경우 더욱 강조되는데 직업의식이 직무만족 및 직무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권순관, 권민혁, 2014; 권이순, 2015; 김윤경, 2002; 류효인, 2014; 문고
은, 2014; 서유선, 2015; 최진아, 김정애, 2015; 한유선, 2012; 황영석, 2014). 박경수,
유효정(2010)은 직업의식의 하위 요인 중 특히 근속 의지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Lim과 Befi(2014)는 직업의식과 자기 효능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면
개인의 만족감은 물론 조직의 발전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
므로 조직에서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을 선호하고, 근무 평가 등을 통해 직업의식
을 확인하려고 한다. 음악치료사가 가지는 직업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음악치료 업무
수행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이상과 윤리 의식, 업무 태도가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기획 · 수행 및 내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치
료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직업의식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직업의식에 대해 제고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직무만족은 일을 하는 주체자로서 긍정
적 사고와 행동을 가져오며, 결근이나 이직을 감소시켜 조직 생산성에 기여하는 요인
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직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거나 업무
수행 시 얻는 본인의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발전해 왔다(박경수, 유효정, 2010). 직무만족은 개인적으로는 소진, 근
속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면적인 요인이고, 조직으로는 조직 목표 달성 및
조직성과 증진에 기여하므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직무만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
계학적 특성 외에도 개인적 특성,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진행된 연구들(김성은, 2012; 김옥금, 2014; 김정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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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드레, 2012; 노영수, 2012; 최윤정, 2011)과 근무 환경, 사회적 영향 요인, 보상,
업무량,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등과 같은 개인 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윤
경, 2002; 금희정, 2010; 문호영, 2012; 정재욱, 2012), 개인적 요인, 직무적 요인, 직업
의식, 직무 특성과 작업 환경 등 개인 내적 · 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금희정,
2010)가 있다. 즉,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 내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 외적
특성, 조직 내적 · 외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 관련한 음악치료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과 학력, 경력,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역할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Cohen &
Behrens, 2002; Decuir & Vega, 2002; Fowler, 2006; Hills, Norman, & Forster, 2000;
Stewart, 2000; Sutton, 2002; Vega, 2010). 높은 급여,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직무만족
이 증가한다는 연구(Cohen & Behrens, 2002), 성격, 직무 환경, 음악치료사로서 전문
성 간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Fowler, 2006), 성격이 소진, 근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Vega, 2010), 동료의 지지 및 전문적인 감독과 같은 지지 기반이 확보되었
을 때 만족을 느끼고 성장한다는 연구(Stewart, 2000; Sutton, 2002), 또, 직무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진보에 대한 연구(Decuir & Vega,
2002; Hills, Norman, & Forster, 2000) 등이 있다. 또한 최병철(2005)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근무시간, 보수, 주당 세션 시간 순으로 큰 영향력을 보인다
고 하였고, 근무 시간과 주당 세션 시간, 근무 시간과 보수, 주당 세션 시간과 보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음악치료사의 직무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보다는 직무 스트레스
와 관련된 연구들(강아림, 2011; 강유리, 2008; 송은별, 2013; 이성경, 2011; 조영실,
2012)이 대부분이고, 직무만족 관련된 논문은 불과 세 편(박솔, 2014; 오지영, 2015;
최병철, 2005)에 그치고 있어 음악치료사의 양적 · 질적 확장에 비해 매우 미비하므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간호사, 요양 보호사, 간병인, 활동보조사 등)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격과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 등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대부분 독립 변인에 개인적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거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나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 등을 별개의 변
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즉, 성격과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이 복합적으로 직업의
식이나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발전하여 개인적 특성(성격,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과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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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타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의
성격,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을 결합한 개인적 특성 변인은 직업의식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음악치료가 도입되고 음악치료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성격,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 직업의식, 직
무만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
방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은 직업의식(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도, 근속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
방성], 성취욕구, 자기 효능감)은 직무만족(직무, 감독, 보수, 동료, 전
직·이직,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음악치료사의 직업의식(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도, 근속 의지)
과 직무만족(직무, 감독, 보수, 동료, 전직 · 이직, 기관) 간의 상관관계
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원으로 임상음악전문가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192명이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이 187명(97.4%)이였고, 연령대는 20대 41명(21.4%), 30대 96명
(50.0%), 40대 45명(23.4%), 50대 10명(5.2%)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학사 8명(4.2%), 석사 수료 18명(9.4%), 석사 154명(80.2%), 박사 수료 9명(4.7%),
박사 3명(1.6%)으로 석사가 가장 많았다. 근무지는 병원 28명(14.6%), 학교 26명
(13.5%), 복지관 34명(17.7%), 센터 83명(43.2%), 기타 21명(10.9%)로 센터가 가장
많았다. 주 임상 대상은 아동, 청소년 86명(44.8%), 성인 48명(25%), 노인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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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기타 23명(12%)으로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근무 연수는 1년 미만 36
명(18.8%), 1-3년 미만 40명(20.8%), 3-5년 미만 41명(21.4%), 5-10년 미만 36명
(18.8%), 10년 이상 39명(20.3%)으로 3-5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
52명(27.1%), 기간제 계약직 24명(12.5%), 무기 계약직 29명(15.1%), 시간제 계약직
84명(43.7%), 기타 3명(1.6%)으로 시간제 계약직이 가장 많았다. 평균 근무 시간은
3시간 미만 21명(10.9%), 3-5시간 미만 30명(15.6%), 5-10시간 미만 51명(26.6%),
10-20시간 미만 37명(19.3%), 20시간 이상 51명(26.6%)으로 5-10시간 미만과 20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다. 급여 수준은 100만원 미만 27명(14.1%), 100-150만원 미만 48명
(25%), 150-200만원 미만 60명(31.3%), 200-250만원 미만 34명(17.7%), 250만 원 이
상 23명(12%)으로 15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남

5

2.6

여

187

97.4

20대

41

21.4

30대

96

50.0

40대

45

23.4

50대

10

5.2

학사

8

4.2

석사 수료

18

9.4

석사

154

80.2

박사 수료

9

4.7

박사

3

1.6

병원

28

14.6

학교

26

13.5

복지관

34

17.7

센터

83

43.2

기타

21

10.9

성별

연령

학력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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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임상대상

근무년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급여수준

빈도(명)

비율(%)

아동, 청소년

86

44.8

성인

48

25.0

노인

35

18.2

기타

23

12.0

1년미만

36

18.8

1-3년 미만

40

20.8

3-5년 미만

41

21.4

5-10년 미만

36

18.8

10년 이상

39

20.3

정규직

52

27.1

기간제 계약직

24

12.5

무기 계약직

29

15.1

시간제 계약직

84

43.7

기타

3

1.6

3시간 미만

21

10.9

3-5시간 미만

30

15.6

5-10시간 미만

51

26.6

10-20시간 미만

37

19.3

20시간 이상

51

26.6

100만원 미만

27

14.1

100-150만원 미만

48

25.0

150-200만원 미만

60

31.3

200-250만원 미만

34

17.7

250만원 이상

23

12.0

주.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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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1. 개인적 특성 측정 도구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성격 관련해서는 성격 5요인에 관한 연구 중 Costa
& McCrae(1992)가 개발한 big5 성격요인 설문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남모드레(2012)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남모드레(2012)의 연구에서 각 성격요인
별 Cronbach's α계수는 외향성 요인의 경우 0.901, 수용성의 경우 0.703, 성실성 요인의
경우 0.791, 불안정성 요인의 경우 0.794, 개방성 요인의 경우 0.798로 나타났고, 이 연
구에서 각 성격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외향성 요인의 경우 0.890, 수용성 요인의
경우 0.664, 성실성 요인의 경우 0.716, 불안정성 요인의 경우 0.802, 개방성 요인의 경
우 0.890으로 나타났다. 성취 욕구와 자기 효능감 관련해서는 최윤정(2011)의 설문지
를 수정 보완한 서유선(2014)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서유선(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성취 욕구의 경우 0.892, 자기 효능감의 경우 0.911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성취 욕구의 경우 0.811, 자기 효능감의 경우 0.823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각 문항별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
적 특성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직업의식 측정 도구
직업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김윤경(2002)의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한 서유선
(2014)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서유선(2014)의 연구에서 직업의식 척도의 하위
요인 별 Cronbach's α 계수는 전문성 인식 요인의 경우 0.651, 직무 헌신도 요인의 경우
0.823, 직업에 대한 긍지 요인의 경우 0.760, 근속 의지 요인의 경우 0.880으로 나타났
고, 이 연구에서는 전문성 인식 요인의 경우 0.614, 직무 헌신도 요인의 경우 0.749,
근속 의지 요인의 경우 0.80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각 문항별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 측정 도구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1969년 Smith와 Hullin에 의해 개발된 직무기술지
표(JDI : Job Descritive Index)를 번안한 정재욱(2012)의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JDI는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을 직무 자체, 상사의 감독, 임금, 동료 관계,
전직 · 이직, 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정재욱(2012)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척도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직무 요인의 경우 0.853, 감독 요인의 경우 0.91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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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요인의 경우 0.921, 동료 관계 요인의 경우 0.863, 전직 · 이직 요인의 경우 0.987,
기관 요인의 경우 0.824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직무 요인의 경우 0.799, 감독 요인
의 경우 0.936, 임금 요인의 경우 0.914, 동료 관계 요인의 경우 0.884, 전직 · 이직 요인
의 경우 0.798, 기관 요인의 경우 0.78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
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으로 각 문항별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메일을 통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원으로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에
게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한
195명의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유효 부수 1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고, 개인적 특성(성격,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
직업의식,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직업의
식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다음은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1.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714로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
었고, 공차한계(TOL)는 .494 ～ .814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229 ～
2.026으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욕구,

- 61 -

한국음악치료학회지(제19권 1호, 2017)
자기 효능감)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F = 17.69, p =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5), 수정된
R²(Adj-R²) = .634로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업의식을 63.4%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수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수용성(t = 2.143, p = .033), 개방성(t = -3.271, p
= .001), 성취 욕구(t = 2.825, p = .005), 자기 효능감(t = 2.292, p = .023)은 직업의
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t = -1.443, p = .151), 성실성(t
= -.367, p = .714), 불안정성(t = -.099, p = .921)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중 수용성 성격요인, 개방성 성격요인,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은 직업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의식
은 수용성 성격요인, 개방성 성격요인,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β 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수용성 성격요인 .147,
개방성 성격요인 .241, 성취 욕구 .226, 자기 효능감 .180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귀
식이 종속 변수인 직업의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수용성 성격요인, 개방성 성격요인, 성
취 욕구, 자기 효능감은 유용하나, 외향성, 성실성, 불안정성 성격요인은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표 2>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상수)

1.709

외향성

.056

β

t

p
***

.094

공선성진단
TOL

VIF

5.763

.000

1.443

.151

.770

1.298

.033

.693

1.443

*

수용성

.129

.147

2.143

성실성

-.029

-.030

-.367

.714

.494

2.026

불안정성

.003

.006

.099

.921

.814

1.229

개방성

.170

.241

3.271**

.001

.600

1.666

성취욕구

.202

.226

2.825**

.005

.507

1.972

.023

.527

1.898

자기 효능감

.116

.180

*

2.292

F

p

Adj
-R²

17.688***

.000

.634

주. TOL = 공차한계(Tolerence Limit), VIF =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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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950으로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
이었고, 공차한계(TOL)는 .507 ～ .814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229
～ 2.026으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욕
구,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3>
과 같다.
분산분석 결과 F = 10.398, p =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5), 수정된 R²
(Adj-R²) = .283으로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을 28.3 %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수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불안정성(t = -4.579, p = .000) 성취욕구(t = 3.844,

p = .000)는 직업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t = 1.133, p
= .259), 수용성(t = -.547, p = .585), 성실성(t = -.220, p = .826), 개방성(t =
1.062, p = .289), 자기 효능감(t = -.844, p = .400)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중 불안정성 성격요인과 성취 욕구는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안정성 성격요인은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무만족은 불안정성 성격요인이 감소할수록, 성취
욕구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β 계수로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해

<표 3>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B

β

t

p

9.861***

.000

공선성진단
TOL

VIF

(상수)

2.803

외향성

.042

.081

1.133

.259

.770

1.298

수용성

-.031

-.041

-.547

.585

.693

1.443

성실성

-.017

-.020

-.220

.826

.494

2.026

***

불안정성

-.141

-.317

-4.579

.000

.814

1.229

개방성

.053

.086

1.062

.289

.600

1.666

성취욕구

.263

.337

3.844***

.000

.507

1.972

자기효능감

-.041

-.073

-.844

.400

.527

1.898

F

p

Adj
-R²

10.398***

.000

.283

주. TOL = 공차한계(Tolerence Limit), VIF =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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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불안정성 성격요인 -.317, 성취 욕구 .337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귀식이 종속
변수인 직무 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 불안정성 성격요인, 성취 욕구는 유용하나, 외향
성, 수용성, 성실성, 개방성 성격요인과 자기 효능감은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 <표 4>는 직업의식(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도, 근속 의지)과 직무만족
(직무, 감독, 보수, 동료, 전직·이직, 기관)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이다.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다음과 같다. 직업의식의 하위 요인 중 전문성 인식
과 근속 의지(r=.372), 직업의식의 하위 요인 중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r=.281), 감독(r=.264), 보수(r=-.183), 동료(r=.341)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수는 전문성 인식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직무 헌신도와 근속 의지(r=.273), 직업의식
의 하위요인 중 직무 헌신도와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r=.298), 감독(r=.223),
보수(r=.176), 기관(r=.289)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의

<표 4> 직업의식,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문성
인식

직무
헌신도

근속
의지

직무

감독

보수

동료

전직
이직

전문성
인식
직무
헌신도

.159

근속
의지

.372**

.273*

직무

.281**

.298**

.628**

감독

.264**

.223**

.321**

.469**

보수

-.183*

.176*

.285*

.185*

.324**

동료

.341**

.035

.387**

.463**

.438**

.045

-.011

-.164*

-.247**

-.421**

-.512**

.084

.353**

.562**

.424**

전직
이직

-.041

기관

.145

.289**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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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중 근속 의지와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r=.628), 감독(r=.321), 보
수(r=.285), 동료(r=.387), 전직·이직(r=-.164)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중 전직 · 이직은 근속 의지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직무와 감독(r=.469), 보수(r=.185), 동료(r=.463), 전직·이
직(r=-.164), 기관(r=.353)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전직·
이직은 직무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감독
과 보수(r=.324), 동료(r=.438), 전직·이직(r=-.421), 기관(r=.562)이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전직 · 이직은 감독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보수와 전직·이직(r=-.512), 기관(r=.424)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전직·이직은 보수와 부적 상관관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동료와 기관(r=.254)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 중 전직·이직과 기관
(r=-.261)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역할 수행, 업무 성취 및 업무 성과 뿐 아니라 조직에서의
역할 수행, 조직 성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직업의식,
직무만족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음악치
료사의 개인적 특성, 직업의식,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음악치료
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 욕구, 자
기 효능감)이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음악
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중 수용성 성격요인, 개방성 성격요인,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
이 직업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직업의식이 높아진다는 노영수(2012)의 연구와, 직업의식의 영향요인
으로서 개인의 특성과 자기 효능감, 소명 의식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한 김향수,
김희경, 박연숙(201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성격이 근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Vega(2010)와도 결과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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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개인적 특성으로 성격(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성취 욕구,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음악
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중 불안정성 성격요인과 성취 욕구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안정성 성격요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무만족은 불안정성 성격요인이 감소할수록, 성취 욕구가 증가할수록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을 주장한 금희정(2010)의 연구와 개인 특성과 성취 욕구가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는 최윤정(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 또한 성격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성격이 직무 성과와 직무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타당하며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직무 태도의 결정
요소라는 연구들(김옥금, 2014; 김정진, 2010)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란(2010)의 결과, 조직 구
성원의 성격 유형별 직무 형태 및 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외향적 성격의 소지자가
내향적 성격의 소지자보다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최연택,
권경득(2009)의 결과나, 수용성, 성실성, 외향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 조직 몰입과 직무
만족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우경화(2008)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인 감독과 동료의 지지가 기반이 되었을 때
음악치료사들이 직무만족을 느낀다는 Stewart(2000)와 Sutton(2002)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Holland(1997)는 직무 환경과 개인적 특성인 성격이 일치할 때 조화로운 경
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그들만의 가치 체계와 일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직무 환경에서 만족감과 적합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
로 음악치료 영역의 내적 · 외적인 발전을 위해 개인 내적 특성의 고려뿐 아니라 직무
환경과 같은 개인 외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음악치료사의 직업의식(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도, 근속 의지)과 직무
만족(직무, 감독, 보수, 동료, 전직 · 이직, 기관)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대부분의 하위 요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전직 · 이직’은 다른 요인들과 모두 부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직업의식,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고, 직업의식은 직접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전체적인 직업의
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노영수, 2012; 정현영, 전영직, 2007;
최연숙, 2004)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직무만족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직무 스트레
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직무만족과
직업의식 하위요인들 간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 결과는 직업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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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면 직무만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사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의식도 함께 고찰되어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성격, 성취 욕구와 같은 동기
요인이 직업의식의 전문성 인식, 직무에 대한 헌신, 근속 의지와 같은 내재적 요인과
직무만족의 감독, 동료, 임금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만족 요인(동기)을 높여주었을 때 직무 수행 동기가 유발되어 높은 직무만족을
가져다준다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개인적 특성은 직업의식과 직무만족 관
련 내재적, 외재적 요인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
과는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음악치료사들의 직업의식과 직무
만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는데 실증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으로서의 음악치료사의 직
업의식 고양과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성격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기 힘든
속성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특성을 단시간에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조직에서 전문가로
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본인이 하면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개인 구성원 각각의 고유성과 성향을 인정하고 개개인
에 적합한 업무 배치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 구성
원을 배려한 방안을 통한 보다 유연한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음악치
료사들을 교육하는 기관(학회 및 협회)에서도 음악치료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즉, 직업의식 고취와 직무만족을 위해
음악치료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음악치료사의 역할과 업무를 정확하
게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음악치료사
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직업의식과 직무만족도는 증가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이 연구는 표본 선정에서 모든 음악치료
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회원으로 임상음악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상에서 활동 중인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다른 학회나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치료사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즉, 이 연구의 대상자가
표본 표집의 한계로 인해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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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
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을 위한 측정도구를 다른 분야에서 일반
적으로 널리 쓰이는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치료 분야에서의 직업의식과 직무만
족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치료 분야에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직업의식,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설문지를 사용한 방법은 응답자의 응답 태도나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
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면접법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의식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를 종료하였다. 그
런데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직업의식이나 직무만족
을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 모형 구축을 위해 경로 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격, 자기 효능감, 성취 욕구
를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연령, 학력, 근무기관, 임상
대상, 근무 년 수, 근무 형태, 근무 시간, 급여 등)도 직업의식이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요인에 따른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임상 대상, 근무 형태 등 외부적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배경과 현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의식과 직무
만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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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Moon, Ji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and to figure out the
inter-relationship and the meaning between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The
research problems we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influence 5 factors of music
therap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vement needs and sense of self-efficacy on job
consciousness. Second, to examine the influence 5 factors of music therapists'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vement needs and sense of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ird, to
find out the inter-relationship and it's meaning between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of music therapists.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hypotheses which set up for
this study, total 195 responds survey answers distributes to music therapists working in
clinical area were collected and this study used 192 survey answers for examination
excluding 3 insincere responds. The data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3 program package. All statistic values were tested
in the level of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63.4 percent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vement needs and sense of self-efficacy
were explain to job consciousness(Adj-R²= .634). And among the 5 factor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greeableness and openness, achivement needs, sense of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ob consciousness(F= 17.69, p= .000). Second,
28.3 percent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vement needs and sense of self-efficacy
were explain to job satisfaction (Adj-R²= .283). And among the 5 factor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stability and achivement need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ob satisfaction(F= 10.398, p= .000). Third, almost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ion of job consciousness(recognition of professionalism, devotion to job, continuous
service) and job satisfaction(job, supervison, wages, colleagues, change job, institutes),
especially change job was all negative significantly correlation of job consciousness and
job satisfaction.
key words: music therapist, personal characteristic, job consciousness. job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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