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직업만족은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혹은 특정한 

조건이나 보상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를 

의미한다(Spector, 1997). 직업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

은 개인의 직업만족 정도가 업무성과와 직업군에 머무

르는 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well-being)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안한다(Coetzee & Stoltz, 2015; Lee & Shin, 2017; 
Perrachione, Rosser, & Peterson, 2008; Tait, Padgett, 
& Baldwin, 1989). 교사의 직업만족은 교사로서 주어

진 업무를 수행하며 느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지

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직업

만족은 학생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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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용의 질,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업의 분위기와 학교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김종백, 김준엽, 2014; 이재덕, 허

은정, 2008).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가정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업 능력을 

비롯하여 사회성을 길러 나가는 중･고등학생들의 전인

격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교사라는 직업 및 개인

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실시된 OECD TALI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교사들의 직업만족도는 다

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교수-학습

과 관련된 자기효능감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한국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동
료교사와의 관계, 행정업무,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적

응 등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스트

레스와 소진을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

과이다(김영배, 신현숙, 2019; 김요진, 이희숙, 2016; 김
선경, 안도현, 2015; 이영만, 2017).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돌봄에 미치는 교사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개인 내･외적인 변인들이 교사들

의 직업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

계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개입 방법을 제언

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교사의 직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경우, 직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으로서, 직업 환경의 특성 혹은 개인의 성격

과 직업 환경 간의 일치 정도, 긍정정서와 같은 정서적

인 요인, 성격 특질 및 환경적인 지지 등을 제안하였다

(송보라, 이지원, 최혜승, 허준경, 이기학, 2014; 
Fritzche & Prrish, 2005). 구체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calling),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직무열의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요인과 동료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학교 내 문화와 풍토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교사의 

직업만족과 연관됨을 확인한 바 있다(조대연, 가신현, 
유주영, 김종윤,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

인의 내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을 각각 개별적으

로 연구한 결과들로서, 각각의 요인과 직업만족의 개별

적인 관계만을 제시할 뿐, 교사의 직업만족에서 고려해

야할 개인 내･외적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통합적으로 살

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만족을 삶의 만족의 측면과 연계

하여 개인의 인지･정서적인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인 특

성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안한 이론적 틀

인 직업 및 삶의 만족 모형(Social Cognitive Career 
Model of Well-being; Lent, 2004; Lent & Brown, 
2008)을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직업 만족과 

주관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특정적인 개인 

내･외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와 유의미한 영향력 정도를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직업 및 삶

의 만족 모형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개인의 진로 및 직업발달의 영역으

로 확장한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과 주관적 안녕감 이론(Diener, Oishi, & Lucas, 
2003)이 통합된 이론이다. 직업 및 삶의 만족 모형은 직

업 만족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설명하는 가장 핵

심적이고 유의미한 변인이며, 이러한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의 성격 및 정서적 특질

(personality and affective traits), 환경적 지지와 장벽

(environmental support and barriers), 직업적 자기효능

감(self-efficacy), 근무 조건과 결과기대(work conditions 
and outcome expectations) 및 목표지향행동

(goal-directed activities)을 제안한다. 즉,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개인의 경험이 개인 내 성격적 특질 발현 및 

인지･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진로 특정적인 행동들이 직업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

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태도

를 좌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이 모형은 기존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 변인

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개인이 목표를 세

우고 목표를 이루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한다. 즉,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은 이러한 사회인지 

변인들이 매개가 되어 개인의 내적 특성인 정서 혹은 성

격이 환경적 요인을 통해 진로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

인과 직업 환경 간의 일치 정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

고, 개인 내 일반적인 성격이나 진로 특정적인 특성들 

혹은 직업 환경의 특성만 살펴본 진로 이론들(Dawis & 
Lofquist, 1984； Holland, 1997) 혹은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 내 변인들은 탐색하였으나, 진로 혹은 

직업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기존의 삶의 만족 관련 이론(Diener et al., 
2003; Seligman, 2002) 들의 한계들을 아우르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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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 내･외적 변인들이 직업 및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

다. 개인의 성격･정서적 특성은 기존의 안녕감 이론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개인

이 환경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영역 특정적 자기효능감, 
진로･직업만족에 영향을 주어 결국 개인의 전반적인 삶

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환

경적지지 혹은 장애요인 역시 직업만족에 직접적 관련

성을 갖지만 동시에 직업적 효능감과 결과기대, 목표지

향행동을 통해 직업만족을 설명하고 결국 전반적인 삶

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Lent, 2004; Lent 

& Brown, 2008)이 소개된 이후 상당수의 연구가 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단에 

적용이 되었다. 특히, 이 이론은 교사들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는데, 미국, 이탈리아, 
아부다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이 모형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Badri, Mohaidat, Ferrandino, & Mourad, 2013; Duffy 
& Lent, 2009; Lent, Nota, Soresi, Ginevra, Duffy, & 
Brown, 2011).

구체적으로, Duffy & Lent(2009)는 사회인지진로모

형의 삶의 만족 모형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을 제외하고 

교사의 정서적 특질인 긍정 정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지,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지향행동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이론의 

경로를 가정한 수정된 구조모형을 366명의 미국의 교

사를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Bardi et al.(2013) 역시 전

반적 삶의 만족을 제외한 수정된 모형을 토대로 이론에

서 제시하는 변인 간 직･간접 경로를 아부다비의 교사 

5,022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사

회인지진로이론의 직업만족 모형이 아부다비 교사의 직

업만족을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임을 확인했다. 그 외에 

Lent et al.(2011)의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을 적용한 연구 중 유일하게 

이론 모형에서 제안한 전체 변인을 포함하는 구조 모형

을 235명의 이탈리안 교사를 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세 선행연구 

모두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의 적합성

이 확인되었으며,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부분의 경로가 

지지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예

로, 이론의 핵심 가정인 직업만족과 전반적인 삶의 만

족 간의 관계는 Lent et al.(2011)의 연구에서만 검토되

고 지지되었다. 개인 내적 정서 특성인 긍정 정서는 세 

연구 모두에서 환경의 지지, 교사로서의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혹은 근무조건), 직업만족과 긍정적으로 유의

미한 직접적 관련성을 보여 교사가 긍정 정서를 경험하

는 것이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환경의 지지가 직업만족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Lent et al.(2011)의 연구에서

만 지지되었으나 환경의 지지가 사회인지 변인을 매개

[그림 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 (Lent & Brow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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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직업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모든 연구

에서 지지되었다. 교사 효능감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 역시 Duffy & Lent(2009)의 연구에서만 지

지되었지만 세 연구 모두에서 결과기대를 매개로 하여 

직업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지지되었다. 한편, Lee 
& Shin(2017)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모형을 한국

의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적용하였는데, 한국의 가족 및 

집단주의 문화를 고려하여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정

서적, 도구적 지지를 주요 환경적 지지로 설정하고 긍

정 정서, 교사 효능감, 결과기대와 더불어 직업만족, 직
업스트레스, 삶의 만족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직업만족을 높이고 결

국 삶의 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

의 만족 모형을 한국 문화에 적용할 때 가족 측면의 환

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중･고등

학교 교사의 직업 및 주관적인 삶의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외적요인과 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는 [그림 2]
와 같다. 구체적으로, 직업 적응과 주관적인 삶의 만족

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 특성으로 긍정 정서를 설정하

였다. 환경적 변인으로 삶의 만족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 주요 환경 변인으로 이용된 교사들이 학교 환

경에서 경험하는 지지, 즉 동료, 선임교사, 교감 및 교

장으로 받는 학교에서의 지지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가족 관계에서 경험되는 지

지의 두 가지를 설정하였다. 또한, 직업 특정적인 사회

인지적 요인으로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포함하여 긍정 정서와 학교지지, 가족지지가 교사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를 통해 직업만족 및 전반적

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목
표행동추구 변인의 경우 연구 모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론 모형을 외국의 교사에 적용한 세 가지 선행연구와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 적용한 연구에서 목표행동추구의 

역할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장경아, 
이지연, 2014; 송보라 등, 2014; Bradi et al., 2013; 
Duffy & Lent, 2009; Lent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사의 직업만족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 사이에

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의 긍정 정서는 직업만족과 전반적 삶의 

만족과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교사가 경험하는 학교 환경에서의 지지와 가족

으로부터의 지지는 직업만족에 직접적인 정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과 교사 직업에 대한 결

과기대는 직업만족과 직접적인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긍정정서는 직업 만족에 학교지지, 

가족지지, 교사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를 통하여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지지와 가족지지는 교

사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 만족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자들

은 연구윤리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 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 의사

를 밝힌 중･고등학교의 교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

적,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하

였다. 또한, 설문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연구 참

여를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필기구를 받

았다. 수거된 총 420부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
를 제외한 412부의 응답 자료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총 412명의 연구 참여자 중 남자가 166명(40.3%) 여자가 

246명(59.7%)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40.81세
(SD=8.78)로 범위는 24세에서 62세로 나타났다. 교사 재

직한 기간의 평균은 13.66년(SD=8.67)로 1년에서 43년
의 범위를 보였다. 연구 참가자의 결혼 상태의 경우, 미
혼이 125명(30.3%), 기혼이 282명(68.6%), 이혼, 사별 및 

기타의 응답이 있었다. 연구참가자 중 자녀가 있다고 응

답한 참가자는 242명(58.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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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긍정정서

긍정 정서는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이
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의 정적 정서 청도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

도는 Watson, Clark, & Tellegen (1988)의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 PANAS)을 한국어로 번안

하여 타당화한 척도로 특질적 긍정정서를 측정하는 10문
항과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 정서는 개인이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 행복, 열정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 긍정 정서의 하위척도는 ‘흥미

진진한’ ‘원기 왕성한’ 등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빈번하게 느끼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많이 그렇다). Watson et al.(1988)의 연구에서 보고한 긍

정 정서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에서 .90사이에 이

르며, 한국판 척도의 경우 이현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84, 박홍석,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는 .80의 내적합치

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 정서 척도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나. 가족지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가족으로 받은 지지는 강

혜련, 최서연 (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14문항의 가족

지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King, 
Mattimore, King, & Adams (1995)가 개발한 Family 
Support Inventory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로 도구적 지

지와 정서적 지지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적 지지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사일과 같은 가정에서 

요구 되는 역할이나 의무를 대신해주는 실제적인 도움

을 받는지를 측정하고 (문항 예, 가족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정서적 지지는 가족구성원들로

부터 관심, 애정, 배려를 받는지를 측정한다 (문항 예, 
가족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

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모두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총점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지

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ng과 동

료들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도구적 지지가 

.94, 정서적 지지가 .97이었고(King et al., 1995), 강혜

련, 최서연(2001)의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지는 .82, 정서

적 지지는 .80의 내적합치도를 보고했다. 기혼직장여성

에게 이 척도를 적용한 김현숙(2013)의 연구에서는 도

구적 지지가 .86, 정서적 지지가 .86의 내적 합치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지지 척도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도 계

수는 도구적 지지가 .82, 정서적 지지가 .84였다. 

다. 학교지지

학교 지지는 연구 참여자가 업무 중 경험하는 동료 및 

상사로 부터의 지지로서, Shinn, Wong, Simko, & 
Ortiz-Torre (1989)가 개발하고, Thomas & Ganster(1995)
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사지지 척도(Supervisory Support 
Scale)의 문항 9개 중 한국 상황에 적절한 문항 8개 문항

을 윤창영(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개 문항은 ‘내 상사(동료)는 업무

상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어준다’와 ‘내 상

사(동료)는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심을 보이며 공감을 한

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고,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

산 점수가 높을수록 일터에서 경험하는 상사(교장, 교감 

혹은 부장교사 등) 및 동료교사들로부터 받는 지각된 지지

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homas & Ganster(1995)
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지척도의 내적합치도가 .83이었고, 
윤창영(2001)의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라. 교사 자기효능감

교사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김아영, 김미진(2004)
의 연구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교사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총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

며 행정업무,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생활지도, 대인관

계의 영역에서의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한다.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각 하위척도는 순서

대로 11문항, 7문항, 7문항을 포함하며 전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6점 척도로 

응답하며(1점=전혀 아니다, 6점=매우 그렇다), 각 응답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 
김미진(2004)의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

가 자신감 .74, 자기 조절 효능감 .85, 과제난이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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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신뢰

도 계수는 자신감은 .77, 자기 조절 효능감은 .81, 과제난

이도 선호는 .69였다.

마. 결과기대

연구참여자의 진로 및 직업의 추구과 관련된 결과기대

는 최상찬(2015)이 Nadler & Lawler(1983)의 결과기대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한 11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Nadler & Lawler(1983)의 결과기대 척도는 직업에 종

사하는 성인의 직무수행, 진로추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 ‘나는 앞으

로 내 자신에게 더욱 만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와 ‘나
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

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등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산값이 높을수록 진로 및 종사하는 직업의 결과

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상찬(2015)의 연구에

서는 .87의 내적합치도를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

난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96이었다. 

바. 직업만족

연구 참여자의 교사로서의 직업만족의 정도는 미네

소타 직업만족도 검사도구(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Weiss, Dawis, England, & Lofquist, 
1967)를 한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미네소

타 직업만족도 검사도구(박아이린, 200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미네소타 직업만족도 척도는 직업과 관련

한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

한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재

적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12개(예,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하여), 외재적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8개
(예, 내 업무량에 비한 급여수준에 대하여)이다. 각 문

항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불만족한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의 Likert형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합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직업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이린

(2005)의 연구에서 확인한 한국판 미네소타 직업만족도 

검사도구의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하위척도의 내

적합치도는 .79에서 .87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곽열

(2016)의 연구에서는 .76에서 .90의 내적합치도를 보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가 내재

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하위척도 별로 각각 .87,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삶의 만족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on, & Criffin(1985)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임영진(201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WLS는 국내외 

다양한 집단에서 타당화되어 사용되는 도구로 개인의 삶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나
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등의 문

항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각 응

답에 대한 합산값인 총점이 높을수록 삶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임영진(2012)은 청소년, 대학

생, 경찰공무원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이 척도를 

적용하였는데, 각 집단에 이 척도를 적용한 결과 .78에서 

.88에 이르는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

인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이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 선

행하여 SPSS 22.0의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분석하고 보완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 구조모형 검증의 순서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인 긍

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고, 각 변인 간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Kline(2011)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

여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을 검증

하는 순서로 분석하였다(Kline, 2011). 구조방정식을 이

용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검증에 선행하여 단일 차

원으로 측정된 삶의 만족, 긍정정서, 학교지지, 결과기

대의 네 개 변인에 대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  689

제작하였다.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문항꾸

러미의 제작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면 측정

모형 및 구조모형 모두에서 적은 수의 추정치를 추정하

게 하고, 측정오차 및 잠재적인 표집오차를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Bandalos & Finney, 2001; 
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em-to-Construct(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를 이용하여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구조방정식 연구에 대한 문헌의 제안을 따

라 the comparative fit index(CFI), the incremental fit 
index(IFI), the Tucker–Lewis index(TLI), the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and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여러 적합

도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Kline, 2011). 적합도 

지수의 수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FI, I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함을 제시한다

(Hu & Bentler, 1999). RMSEA은 .06 이하인 경우, 
SRMR은 08 이하인 경우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함을 

제안한다(Hu & Bentler, 1999; Kline, 2011).

Ⅲ.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중 결측치는 .05%로 매

우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의 왜도,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는 –2에서 +2 
사이로 나타났고 첨도는 3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orge & Mallery, 
2010; West, Finch, & Curran, 1995). 상관분석 결과, 
긍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 만족의 모든 주요 변인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

인 간 상관계수는 .12에서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긍정정서와 가족지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r=.12, p<.05)을 보였고 결과기대와 직업만족이 가

장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63, p<.01)을 나타내었다. 
각 변인 간 구체적인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2. 연구모형의 검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측

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 검증의 두 단계를 통해 분석하

였다. 측정모형 분석에 앞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 척

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 긍정 정서, 학교지지, 결과기대

의 4가지 변인에 대해 Item-to-Construct(Little et al., 
2002)의 절차대로 문항꾸러미를 제작한 결과, 삶의 만

족은 2-3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문항꾸러미가, 긍
정 정서는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3개의 문항꾸러미

가, 학교지지는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의 문항

꾸러미가, 결과기대는 3-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3개

긍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긍정정서   1

가족지지 .12*   1

학교지지 .24** .29**   1

교사 자기효능감 .32** .19** .21**   1

결과기대 .43** .31** .35** .41**   1

직업만족 .36** .39** .56** .39** .63**   1

삶의만족 .36** .36** .19** .29** .43** .46**   1

평균 2.92 5.67 4.95 3.70 5.03 3.62 5.02

표준편차 .79 .79 1.43 .45 .98 .51 1.09

왜도 -.16 -.48 -.63 .07 -.61 -.31 -.57

첨도 -.17 -.02 -.12 .41 1.13 .19 -.14
*p<.05, **p<.01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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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꾸러미가 제작되었다. 
측정모형은 긍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의 일곱 개 잠재

변인을 각각 2-3개의 측정변인이 추정하는 형태로 설정

된 측정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7개의 잠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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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주. 실선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긍정정서

→ 가족지지 .145 .16 .05 2.67 **

→ 동료･상사지지 .517 .27 .10 5.36 ***

→ 교사효능감 .249 .53 .03 7.67 ***

→ 직업만족 .046 .08 .04 1.26 .21

→ 삶의만족 .283 .20 .08 3.71 ***

→ 교사효능감 .105 .21 .04 2.98 **

가족지지 → 결과기대 .176 .13 .08 2.21 *

→ 직업만족 .151 .23 .03 4.62 ***

→ 교사효능감 .025 .11 .02 1.62 .11

학교지지 → 결과기대 .111 .17 .04 3.22 **

→ 직업만족 .060 .19 .01 4.22 ***

→ 결과기대 1.547 .57 .22 7.03 ***
교사효능감

→ 직업만족 .147 .11 .13 1.16 .25

→ 직업만족 .222 .47 .03 4.62 ***결과기대

→ 삶의만족 1.097 .48 .13 8.31 ***직업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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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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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각 잠재변인을 추정하는 18개의 측정변인으로 구

성된 측정모형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χ2 (63, N=412) 
=380.409, p<.001, CFI=.97, IFI=97, TLI=.97, SRMR= 
.049RMSEA=.055, 90% confidence interval (CI) [.048, 
.063]로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지수의 수락 기

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측

정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측
정모형에 포함된 모든 요인부하량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 변인인 긍정정서가 

환경 변인인 가족지지와 학교지지 및 인지변인인 자기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만족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정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정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의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χ2 (59, N=412)= 
367.540, p<.001, CFI=.97, IFI=97, TLI=.97, SRMR= 
.054, RMSEA=.053, 90% confidence interval (CI) 
[.045, .060]의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그림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개의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긍정정서에서 가족지지(B=.145, p<.01), 학교지지(B= 
.517, p<.001), 교사효능감(B=.249, p<.001), 전반적인 

삶의 만족(B=.283, p<.001)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정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에서 교사효

능감(B=.105, p<.01), 결과기대(B=.176, p<.05), 직업만

족(B=.151, p<.001)에 이르는 정적 경로 역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교지지의 경우 결과

기대(B=.111, p<.001), 직업만족(B=.151, p<.001)에 정

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교사

효능감에서 결과기대(B=1.547, p<.001), 직업만족에서 

삶의 만족(B=1.097, p<.001)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 역

시 예측했던 방향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으로 보임을 확

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개의 경로는 긍정정서에서 직업만족(B=.046, p=.206), 
학교지지에서 교사효능감(B=.025, p=.106), 교사효능감

에서 직업만족(B=.147, p=.246)으로 가는 직접 경로였

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인 긍정 정서, 가족

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는 한국 중･고등

학교 교사의 직업만족의 64%와 삶의 만족의 34%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법(bootstrip)을 실시하였

다. 생성된 10,000개의 무선표본을 바탕으로 편이교정

(bias-correction)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해 산출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검증 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정서가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

기대를 통해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각 간접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지지와 환경지

지가 각각 사회인지변인(교사효능감, 결과기대)을 통해 

직업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환경 변인이 사회인지변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B Boot S.E 95% 신뢰구간

긍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21 .05 .14, .30

긍정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28 .06 .19, .40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04 .01 .02, .06 

학교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12 .02 .07, .15

가족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09 .03 .05, .14

가족지지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26 .07 .17, .39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34 .10 .23, .54

교사효능감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54 .20 .28, .93

결과기대 직업만족 삶의만족 .24 .06 .15, .35

주. 모든 값은 비표준화계수에 바탕을 두었음.

<표 3>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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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직업만족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

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경우,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직업만족에 대한 직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사효능감이 결과기

대를 매개로 하여 직업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

했다. 마지막으로 결과기대가 직업만족을 통해 삶의 만

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

(Lent, 2004; Lent & Brown, 2008)을 적용하여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만족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직업만족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정적인 연관성을 

가정하고,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긍정 정서가 환경적 지지 

경험(예,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동료 및 상사의 지지

와 같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지지) 및 사회인지적 변인

(예, 교사로서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교사로서 

일하는 데에 대한 결과기대)을 통해 직업만족과 삶의 만

족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사회

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을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

사 집단에 적용하여 이론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

증함으로써 이론 모형의 문화적 보편성을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론 모형이 제안하는 환

경적 지지 요인을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지지와 학교의 

동료 및 상사로부터 경험하는 학교장면에서 받는 지지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와 개입 방안에 함의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된 의의가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가정

한 구조모형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데이터를 적절

하게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구조모형에 포함된 15개의 경로 중 3개의 경로를 제외하

고 12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 

정서, 가족지지, 학교지지, 교사 효능감, 결과기대와 같이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한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만족의 64%와 삶의 만족의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가정한 변인 간 간접

효과의 대부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안된 모형이 

한국 교사의 직업만족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설

명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 의미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핵심 가정 중 하나인 직업

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교사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사회인지이론의 삶

의 만족 모형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Badri et al., 2003; Duffy & Lent, 2009; Lee 
& Shin, 2017; Lent et al., 2011) 교사를 포함한 직업에 

종사 중인 한국의 성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 간에 긴밀한 관련성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송미경, 양난미, 이은경, 2016; 송
보라 등, 2014; Lee & Shin, 2017). 본 연구 결과는 교사

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고 만족감을 

많이 느낄수록, 개인의 건강 및 적응에 관련된 주요 지표

인 전반적인 삶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함의한

다. 즉, 교사들이 일에서의 만족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

는 교사의 직업만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과 이에 따른 개입의 시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긍정 정서가 

삶의 만족 수준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이 확

인되었다. 개인의 긍정 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 이론

에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수의 경험적 연

구에서 밝혀진바 있다(Diener et. al., 2003; Fred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권대훈, 2018; 박
홍석, 이정미, 2016).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의 틀을 교사에게 적용한 Lent et al.(2011)과 

Lee & Shin(2017)의 연구에서도 긍정 정서가 삶의 만

족에 직접적인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이 확인된 바 있

어 본 연구의 결과가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

구와 일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고

려할 부분은 긍정 정서가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적지지, 
교사효능감 및 결과기대를 통하여 직업만족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삶의 만족에 연관되는 간접적 경로가 유

의했다는 결과이다. 이는 정서가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지각된 환경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손은령, 
손진희, 2005; Saks & Ashforth, 2000)과 일치한다. 또
한, 긍정 정서의 환경지지 및 사회인지 변인을 통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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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만족에서의 영향(Badri et al., 2003; Duffy & Lent, 
2009)과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Lee & Shin, 2017; 
Lent et al., 2011)과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사회인지진로이

론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단순

히 긍정 정서와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

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환경적 지지의 경험

과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직업만족

과 삶의 만족에 기여하게 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해주

는 결과이다. 즉, 중･고등학교 교사의 긍정 정서 수준이 

높으면 가족의 지지나 동료･상사의 지지와 같은 환경적 

지지를 더 잘 지각하게 되고, 이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믿음과 교사로서 

수행하는 직무 및 직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기대를 

갖게끔 도울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결국 높은 수준

의 직업만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교사로서의 직업

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주관적인 긍정적

인 평가, 즉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을 충분히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개인 내적 변

인인 정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과로 교사의 정서 상

태와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서조절능력 향상 및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 지지를 직업 환경에서 경

험하는 지지와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지지와 학교지지 모두 직업만

족에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교사효능감 혹은 결과기대

를 통해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인지진로이

론의 만족 모형을 미국, 이탈리아, 아부다비, 한국의 교

사 집단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보다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Badri et al., 2013; 
Duffy & Lee, 2009; Lent et al., 2011).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환경적 요인으로 ‘나는 나의 교사 관련 직

무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동료 교사가 있

다’와 ‘나는 근무하는 학교에 귀감이 될 만한 동료 혹

은 선배 교사가 있다’ 등과 같이 학교환경에서 경험한 

지지요인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지지가 직업 만족에 미

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모두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학교 지지가 사회인지적 변인을 매개로 직업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유

사하다. 예를 들어, Badri et al.(2013)은 아부다비의 

5,02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지지가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효능감

이 근무조건을 매개로 직업 만족에 미치는 간접 효과경

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근무조건이란 자신의 직

업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인데, 즉 Badri et 
al.(2013)의 결과는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더불어 교

감 및 교장 선생님과 같은 상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

을수록, 높은 수준의 교사효능감을 경험하고, 이는 근무

환경의 문화나 가치가 교사 개인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느끼는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직업에 대

한 만족도 수준을 높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미국

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모형을 검증한 Duffy & 
Lent (2009)와 이탈리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Lent et al.(2011)의 결과에서는 학교에서의 지지가 교

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에

서의 지지가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감과 목표 추구 행

동을 통해서 직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미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Lent et 
al. (2001)를 제외하고 모두 교사들의 직업 만족이 삶의 

만족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고, 주로 서

양 문화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가족의 지지가 환경적인 변인으로서 교사의 직업 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Lee & Shin(2017)은 한국의 가족 

및 집단주의 문화를 고려하여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환경적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 모형을 검증한 결과 두 차원의 환경적 요인 

모두 직업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

합하여, 환경적 지지로서 학교 환경에서 동료･상사교사

로부터 경험하는 지지와 더불어 가족으로부터 경험하는 

지지가 교사들의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의 지지가 학교 내에서 받는 지지보다 직업만족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족의 지지는 교사의 직업만족에 있어 긍정 정서

보다 더 큰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

이 부부로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

가 일과 삶의 만족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

에 직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손영빈, 최은영, 2009; Song, Marks, & 
Han, 2007)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집단주의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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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의하고 가족의 연대가 중요시 

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
서적 지지가 직업만족의 주요한 예측 요인임을 시사한

다. 즉,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직업 및 삶의 만

족 모형을 한국의 교사에 적용함에 있어 환경적인 변인

으로서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동료 및 상사의 지지 요

인을 함께 포함시킨 최초의 연구라는데 주요 의의가 있

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학교에서 

경험하는 지지 모두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 만족과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인 효과 외에도 

직업 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임

을 확인한 결과로서, 가족의 지지만큼 학교 환경에서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포함된 사회인지변인인 교사효능감

과 결과기대 중 결과기대는 직업만족에 직접적인 효과

를 나타낸 반면에 교사효능감은 결과기대를 통한 간접

효과만을 보였다. 특히,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 

중에서 결과기대가 직업만족에 갖는 직접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 모형을 

한국의 교사에게 적용한 Lee & Shin(2017)의 결과 및 

이탈리안 교사에게 적용한 Lent et al.(2011) 와 일치하

는 결과로 교사의 직업만족을 예측하는 인지적 변인에 

있어서 결과기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사를 비롯한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의 직업적응이나 직업만족의 선행

요인을 검증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직업적 자기

효능감에 주목하여왔다(Caprara, Barbaranelli, Steca, & 
Malone, 2006; Klassen & Chiu, 2010; 박수진, 손은령, 
2011; 송종욱, 임성택, 201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및 Lee & Shin(2017), Lent et al. (2011)과 같이 사회

인지이론의 핵심 변인인 직업적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결과기대가 직업만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직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결과들은 결과기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직업적 효능감 뿐 아

니라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

에 대한 인지 역시 개인이 환경적 장벽이나 지지를 지

각하고 이에 반응하는데 영향을 주어 직업과 삶의 만족 

수준을 조절하게 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요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개입 

및 상담 전략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첫째, 긍정 정서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이

러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 및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

이다. 교사의 정서적 건강과 만족도는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 뿐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교사라는 직업이 감내하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노동을 고려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교사의 소진(burn 
out) 현상이 관계적 스트레스의 경험과 정서적 고갈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Uitto, Jokikokko, & 
Estola, 2015; Yin, 2015; 이영만, 2016). 따라서, 교사

들에게 정서조절능력 향상, 마음 챙기기, 건강한 스트레

스 해소법의 훈련 등을 통한 자기관리(self-care)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가 지각하는 학교로부터의 지지, 특히 동

료 및 상사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 지지가 직업만족에 

미치는 결과는 동료교사와의 지지적인 관계 및 교장, 
교감 그리고 부장 교사들의 지원이 중요하며 교사가 학

교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을 위해 

물리적 지원 뿐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같은 정서와 심

리적 지지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와 제도가 확립될 필

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한국의 

교사의 직업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 주요한 영향

력을 나타낸 것은 교사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실용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고려한 후속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이론적 틀로 사용한 Lent& Brown의 삶의 

만족 모형(2008)은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경로 분석 방법을 통해 변인 간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했지만, 횡단 자료의 사용과 실험연구처럼 명

확한 실험 조건을 통제하기 어려운 연구 설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

다. 이론 모형의 인과관계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종단자료를 통한 분석이나 실험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

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

의 환경적 변인을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장면에서 교사

가 경험하는 지지를 포함함으로써 모형을 확장한 반면

에 목표행동 추구라는 행동적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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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Badri et al., 2013; 
Duffy & Lent, 2009)에서 목표의 개수의 차이, 그리고 

직업 관련 목표라 할지라도 개인 특수한 목표인지 보편

적인 목표인지, 그리고 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목표인

지에 따라서 목표 추구 행동이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

와 같은 사회인지적 변인과의 관계의 방향성이 설명하

기 어렵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이론 모형의 문화적 보편성과 타

당도 확충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목표행동추구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측정의 문제를 보완하여, 
목표행동추구 포함한 전체 모형이 한국 교사 집단에서 

타당화 및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교 장면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 경험하는 지지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교사로서의 효능감이나 결과기대, 나아가 직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직장이 있는 한국 여성들

의 경우 그들의 배우자에 비해 5배에서 7배 이상의 시

간을 가사일, 혹은 가족 관련 일에 소비하는 등의(Ock, 
2015; Park, 2016) 성별 불평등을 경험하는 상황을 고

려해볼 때, 가족으로 받는 지지와 학교로부터 받는 지

지 뿐 아니라 교사 자기효능감, 직업에 종사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같은 요인이 직업과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

효과 검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교사

로서 직무 종사 기간 혹은 경력에 따라 교사의 효능감

과 직업만족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을 고려했을 떄(구본용, 김영미, 2014; 임현수, 2009),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직업만족에 영향

을 요인이나 설정된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달라

지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교사의 연령과 경력 차이에 맞

는 적절한 개입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서울 및 경기 지역이라

는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국내 교사 전체 집단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사 

교육 및 임용 과정 뿐 아니라 주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

로 했을 때에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

구에서는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재

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 환경

적 요인, 사회인지적, 행동적 변인이 직업만족과 맺는 

관계, 직업만족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

본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Lent 
& Brown, 2008)을 적용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만족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이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을 설명하는 개인 내 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인지적 요인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Lent와 Brown의(2008)의 이론을 

토대로 직업 만족이 삶의 만족을 긍정적으로 예측함을 

가정하고, 이 두 요인을 설명하는 개인 내 특성으로 긍

정 정서, 환경적 요인으로 학교지지와 가족지지, 그리고 

사회인지 변인으로 교사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설정하였

다. 이후, 이러한 일련의 변인들이 직업만족을 거쳐 삶

의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

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

집된 412개의 응답 자료를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삶의 만족 모형에 

기초한 본 연구의 모형이 한국의 중고등교사의 직업만

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15개의 경로 

중 12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긍정정서는 삶의 만

족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미쳤고, 환경적 요인인 가

족지지, 학교지지 및 사회인지적 요인인 교사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효과도 보였다. 환경 변인으로 설정한 가족지지

와 학교지지 모두 교사의 직업만족에 직접 효과를 보였

을 뿐 아니라 교사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를 통해 직

업만족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등

학교 교사의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상담 

개입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

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교사의 직업만족, 삶의 만족, 가족지지, 학교지지, 사회

인지진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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