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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탈진감(job burnout)은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감정반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직무탈

진감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감정에 주를 두어 연구되어왔다. 재소자

의 구금과 교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correctional officers)은 직무탈진감에 이를 가

능성이 높은데도, 지금까지 이들 교정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직

무스트레스(job stress)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요소가 직무탈진감에 주는 영향을 정밀

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

레스와 직무탈진감과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한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세부요인 중 

직무요구, 관계갈등, 조직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이 직무탈진감을 높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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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의 증가와 고도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건수를 살펴보면, 1984년 803,792건에서 2013년 2,006,682건으로 

지난 30년간 150%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도 1,989건에서 3,921건으

로 97.1% 증가하였다(범죄백서, 2015). 이러한 범죄행위의 증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2년 2.9명이었던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1인당 관리 

수용자는 2014년 3.52명으로 증가하여 수용인원의 급격한 과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반

면 캐나다의 경우, 교정공무원 1명당 수용자 1명을 관리하고 있고, 독일 2.1명, 영국 2.7

명, 일본 3.3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1인당 관리대상 수용자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교정통계연보, 2015).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

정공무원은 또 다른 수용자, 구금된 교도관, 전문적 수용자라고 언급될 만큼,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Wick, 1980; Lombard, 1981; Martinez, 1997). 교정공무원은 구금된 수

용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통제와 처우를 해야 하는 직무특성으로 인해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비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이수정･윤옥경, 2004). 

수용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은 심각한 수준

이며, 이러한 원인은 개인문제에서 더 나아가 교정조직과 국가차원에서 역기능을 초래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평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와 탈진감은 대인관계에 있어 지속적, 반

복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텔레마케터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경

험하는 정서적 감정으로 인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Maslach, 1976). 지금까지 이러한 교

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직무탈진감에 주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왔다. 선행연구들은 역할갈등, 역할과다, 역할과중에 중점을 두

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으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는 직무스트레스를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하위요인)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

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탈

진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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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우선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탈진감, 그리고 이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그리고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직무탈진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

로,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명확하고 한정된 개념이다. French(1972)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성원의 조직목표에 대한 요구, 개인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무환경과

의 불일치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전제를 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Cooper &  Marshall(1976)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요소로 개념화하며, 직무과정,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열악한 작업조건을 직무스트레

스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Handy(1995)는 환경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고, 

직무환경과 그 내용이 복잡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이

러한 복잡한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개인 건강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불만족을 야기

하고, 업무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주시각, 2013: 34 재인용). 즉 직무스트레

스는 직무환경의 특성이 조직구성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Beehr & Frantz, 1987). 직무스트레스는 다음의<표 1>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1>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 French(1972): 개인능력, 자원이 환경요구로 인한 개인욕구, 업무환경과 불일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 Cooper & Marshall(1976):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 환경요소
○ Schuler(1980): 한 개인에게 조직 특성이 기회, 요구, 제약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기 때문에 동태적 요

건에서 발생
○ Beehr & Frantz(1987): 직무환경이 구성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
○ Handy(1995): 환경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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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es & Jermier(1983)는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열악한 직무환경, 교대근무, 직

무과중과 과소, 물리적 위험, 조직 내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들고 있다(박원진, 2014 

재인용). 조직구성원이 직장상사, 동료, 고객과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할 때, 심리적 좌절

감, 정서적 고갈, 갈등이 일어나며 결국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 내 대인관

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되고, 조직구성원들 간 신뢰가 저하되

고 사회적 지원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배려가 적다고 느끼거나 자신

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도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된다(이

종열, 2010).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성격,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건강 

등의 개인적 특성과, 물리적 업무환경, 조직문화, 과도한 문서의 양, 시간부족으로 인한 

업무마감의 부담, 동료 관계 여부, 역할 모호 및  갈등, 승진과 급여, 업무위험성, 정책변

화 적응, 폭행경험 등의 직무특성이 언급된다(윤옥경, 2006). 조직 외적으로는 낮은 사회

적 평가, 지역사회와 관련기관 간의 협력, 정책불안정 등의 요인이 대표적이다(이수정･
윤옥경, 2006; 이언담, 2008). 윤옥경(2006)은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과 생활하는 과정

에서 고소, 고발, 진정의 위협뿐만 아니라, 열악한 물리환경, 많은 수용자 인원, 승진기회 

제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김현정 외(2006)는 물리적 환경,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등이 교정공무

원의 직무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수용자를 

직접 담당하는 보안부서의 직원이 사무직 직원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하(2010)의 연구에서 개방적 응답에서도 권위주의적 조직문화(54.6%), 제

도 불합리(22.3%), 인사행정의 불공정(20.9%) 등이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선 현장 교정공무원들은 조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 참여, 조직지원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

게 된다.

직무스트레스이 선행연구들은 역할스트레스 요인(역할과다, 역할 모호, 역할갈등)의 

측정에 중점을 두어왔다(하미승･권용수, 2002). 하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은 조직구성원

이 놓인 직무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정동하, 

2010).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직문화 특성을 반영한 

KOSS-SF를 활용한다. 실제로 KOSS-SF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일부 

활용되어 왔다(김현정 외, 2005; 정동하, 2010). KOSS-SF의 요인들이 갖은 의미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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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리적 환경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이 처해있는 일반

적인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근무환경의 쾌적성, 직무 위험성을 말한다. 이러한 근무

적 여건은 교정공무원의 교대근무제, 교정공무원 1인당 과다한 수용밀도로 인한 압박, 

구금된 공간에서의 근무여건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② 직무요구는 직무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업무증가, 시간압박, 업무중단, 

책임, 직무에서 오는 과도한 부담을 말한다. 이는 역할과부하로 설명되는데 직무범위가 

개인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직면하는 경우, 직무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직무만족과 직무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하미승 외, 

2002: 235).  

③ 직무자율성의 결여는 직무의 의사결정 권한, 조직 개인 직무의 재량 정도를 말하

며, 직무권한, 기술재량 및 자율성, 직무예측 가능성이 포함된다. 

Karasek(1979)은 고수준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율권이 낮은 종사자는 심리적으로 긴장

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직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직무와 관련된 정책적 부분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이 

묵살되게 된다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④ 직무불안정은 개인직업 또는 직무 안정성의 정도를 말하며, 구직기회, 고용불안정

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⑤ 관계갈등은 직장 내 상급자 및 동료 간 협조, 지지부족 등 대인관계의 정도를 말한

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원만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은 직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용자와의 관계도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⑥ 조직체계는 조직 전략과 체계, 조직자원, 갈등, 의사소통의 합리성 등의 정도를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조직의 최우선 임무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있으며, 지위

명칭, 계급구조와 더불어 엄격한 수직적 지휘체계의 조직체계가 존재한다(이백철, 2015: 

338). 물론 교정조직은 기본적으로 계급체계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하급자에게 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하고,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강요할 수 

없다. 즉 인격존중과 소통역할의 보편적 개념에서 벗어나, 조직이란 특수성을 명분으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재훈, 2011: 21).

⑦ 보상부적절은 직무에 대한 기대보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 존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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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내적 동기를 의미한다. 즉 교정공무원들의 개인의 높은 성과를 통해 내재적으로

(intrinsically) 얻는 보상 성취감, 자기실현 욕구, 성장 욕구 등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⑧ 직장문화는 형식적 합리주의 서양문화와 다르게, 한국 고유문화 특성에 기인한 집

단주의, 의사소통의 비합리성, 직장 내 비공식 조직문화 등이 불만요인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정조직은 제복 공무원의 특성으로 수직적 지휘체계의 문화가 존재하며, 상･하

급 자간 상명하복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는 많은 문제점으로 나

타나게 되는데, 정동하(2010)는 형식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

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급자의 권위주의와 독단, 소통부족 및 불신, 

상명하복 관계 강요, 다른 부서이동 제한 등의 조직문화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직무탈진감(job burnout)

직무탈진감(job burnout)과 직무스트레스를 동의어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Male & May, 1997),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 개념을 구분하고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설명한다(Maslach, 1982; Cherniss. 1988;  Wisniewski & Gargiulo, 1997). 

지금까지 직무탈진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적서비스(helping profession)를 제공하는 

간호사, 경찰공무원, 교사, 심리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직종을 대상으로 해왔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지속적,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서 직무탈진

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빈도와 강도가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무탈진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Hellriegel & Slocum, 

2011; 진종순･남태우, 2014 재인용). 또한 직무탈진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과부하, 과도한 직무요구, 근무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

스 축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된다(이인수, 2006).

직무탈진감은 대인접촉이 많은 직원이 장시간 동안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겪

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말한다(Maslach & Schaufeli, 1993). Freudenberger(1974)

는 직무탈진감을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실수, 소진, 고갈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개념화하며, Freudenberger & Richelson(1980)은 생활방식과 인간

관계에 있어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만성적 피로, 우울, 좌절상태로 정

의한다(진종순･남태우, 2014). Cherniss(1980)는 직무탈진감을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응으로,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저하로 정의한다. 즉 직무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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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흥미, 열정, 가치의 상실감으로 설명된다. Perlman & 

Hartman(1982)은 독창성 상실, 동료와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실패하거나 지쳐서 

기운이 없는 상태, 작업 애착도의 저하, 불편한 신체와 감정적 증후의 결함에서 오는 현

상을 직무탈진감으로 정의하고 있다(<표 2>참조). 

<표 2> 직무탈진감의 정의

○ Freudenberger(1974):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 실수, 탈진, 고갈되는 것
○ Freudenberger & Richelson(1980): 생활방식 또는 인간관계에서 기대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만성적인 피로, 우울, 좌절상태
○ Cherniss(1980):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와 만족도 저하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인 후퇴
○ Perlman & Hartman(1982): 독창성 상실, 동료와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실패하거나 지쳐서 기운이 빠

진 상태, 작업 애착도의 저하, 불편한 신체와 감정적 증후의 결함
○ Maslach & Schaufeli(1993): 대인접촉이 많은 직원들이 장시간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겪게 되는 부정적

인 심리경험

직무탈진감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들인 Maslach & Jackson(1981)에 의하면, 직무탈진

감은 감정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감정소진

(emotional exhaustion)은 사기저하로 인한 감정소진과 피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신체

적 의미의 소모개념으로, 감정과 관심 상실, 믿음 상실, 정신적 상실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을 나타낸다. 

업무성취감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였던 사람들도 의도와 달리 심리적 탈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철, 2010 재인용).

둘째,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는 사기저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

각하는 태도이다. 즉 업무관련자와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성상실, 성가심 등을 

말한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누적, 강화되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

인격적인 태도가 지나친 행동으로 나타나면,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몰

가치적인 한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비인간화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응으로, 대인관계를 완충장치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제공되는 서

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냉소적 태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이되

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박소영, 2013). 

셋째, 개인적 성취감 결여(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는 사기 저하로 인해 자

신의 성취결과와 욕구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기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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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무능한 감정이나 일에서 성취하는 생산성의 저하에서 오는 현상이다. 증상으

로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성공적 목표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급격한 성취 저하를 경험하고, 개인발전의 결여를 가져오게 된다(노일래, 2003).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에 대해서는 감정소진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

아효능감이 낮아지면 개인성취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박소영, 2013).  Maslach 

& Jackson(1981)은 직무탈진감의 세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탈진의 정도가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기저하로 인한 감

정이 소진에 이르게 되면, 주위환경에 무관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개인성취 결과와 욕구를 부정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

각하게 된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비효율적이며 무능하다고 느낄 때, 정서적, 신체적으로 직

무탈진감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설명된다(Cheniss, 1980; Lombardo, 1981). 정

동하(2010)에 의하면, 실제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은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직무태도와 사회적지지, 직무만족의 수준 또한 보통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직무탈진감 정도와 직무만족도는 상

당히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로 인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

정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균은 일반 직장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용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상경험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지속적으

로 같은 장소에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폭행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증세보다 심각

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수정 외, 2004).  또한 보상부적절, 권위적인 조직문

화, 직무요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종천, 2004). 

3.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과의 관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은 어느 직종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

해될 수 있는데, 이둘 간의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신적, 신

체적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직무탈진감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경찰, 소방공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아프고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helping profession)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김병섭, 1994; 김순양, 2002; 박경효, 2002; 박성수, 2002; 고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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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3, 이수정․윤옥경, 2004 재인용). Edwards(2002)는 1966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

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 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

서 업무량의 증가, 행정업무의 증가, 자원부족, 역할과중이 업무관련 직무탈진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ter & Meechan, 1986; 남길우, 2014). 만성적인 직무스트

레스는 개인의 신체, 행동, 심리적 반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직무탈진감에 이

르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Hepburn, Loughlin, & Barling, 1997). 즉 직무탈진감은 직무

스트레스의 축적된 반응으로(Maslach & Goldberg, 1998; Piko, 2006), 직무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Shelledy et al., 1992; Burke & Greenglass, 1993). 또한 근무환

경이 관료적이고 열악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는 직무탈진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가영, 2000). 또한 일과 가족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탈진감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은 경

우, 가족의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고, 감정소진과 고객에 대한 비인간화 요인이 악

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연구들도 교정공무원이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어, 직무탈진감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동하(2010)에 의하면, 보상부적

절, 조직문화, 직무요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을 높이고 직무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혜경 외(2014)는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

에 이르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이 직무요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인 것으로 주장한다.

Ⅲ. 실증분석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연구 모형

직무탈진감에는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Maslach & Jackson(1981)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직무탈진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Shoptaw, Stein, & Rawson 

(2000)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감정소진과 개인적 성취감 감소를 적게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Maslach, Schaufeli, & Leiter(2001)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

무탈진감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는 독립변수로 직무스트레스(8개 요인)를, 종속변수로 직무탈진감(3개 요인)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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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등 개인 특성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 모형

직무스트레스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탈진감

감정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통제변수
나이, 학력

직급, 재직기간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직무탈진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1996)가 주장한 MBI-General Survey(MBI-GS)를 활용하여 감정소

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등을 측정하였다. MBI-GS의 감정소진 5문항, 비인

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6문항 등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측정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외(2005)가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KOSS-SF는 직무스트레스를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8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43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한다. 설문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교정공무원

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탈진감(감정소진,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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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1> 물리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2> 직무요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3> 직무자율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4> 관계갈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5> 직무불안정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6> 조직체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7> 보상부적절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하위가설 8> 직장문화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탈진감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

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교정공무원을 표집대상으로 설정하였다.1) 조

사기간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8일 간이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수

원을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부하여 회수율 100%를 나타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36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아래의<표 3>와 같다. 나이별 분포는 30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6%, 50대 9%, 30대 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포는 대학교 졸업 

71%, 전문대 졸업 13%,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대학원 재학 이상은 4%로 나타났다. 

직급별 분포는 8급(교사)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7급(교위) 41%, 9급(교도) 13%, 

6급(교감)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 별 분포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3년 이상-5년 미만 8%, 15년 이상-20년 미만 13%, 20년 이

상 13%, 3년 미만 9%의 순으로 나타났다.

1) 전체 교정공무원 집단은 현재 15,472명이다. 특히 연령대는 전체집단 대비 30대(37.9%), 40대(39.9%)

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직급에서는 8급(31.8%), 7급(36.9%)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재직기

간은 5년 이하(19.3%), 5년 이상 10년 미만(26.7%), 학력은 대졸(68.5%)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대상인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교정공무원으로 설정한 

응답자의 특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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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나이

20대 8 2.2

30대 196 53.4

40대 131 35.7

50대 32 8.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3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 11.7

전문대 졸업 49 13.3

대학교 졸업 261 70.9

대학원 재학 이상 12 3.3

직급

9급 47 12.8

8급 165 44.8

7급 150 40.8

6급 5 1.4

기타 1 0.3

교정공무원
재직기간

3년 미만 32 8.7

3년 이상~5년 미만 30 8.2

5년 이상~10년 미만 177 48.1

10년 이상~15년 미만 36 9.8

15년 이상~20년 미만 47 12.8

20년 이상 46 12.5

합계 36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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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도의 상관관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표 4>상관관계 분석

참고: ** 상관계수 0.01, * 상관계수 0.05 수준에서 유의함.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의 하위차원에 대한 신뢰도를 진단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문항에 대한 구성요인을 추출울 위해 주성분 분

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KMO

를 보면, 0.977이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Bartlett분석의 결과,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물리환경의 신뢰도 계수는 0.627, 직무요구는 0.734로 나타났다. 직무자율은 0.845, 

관계갈등은 0.812, 직무불안정은 0.913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직체계는 0.739, 보상 부적

절은 0.789, 직장문화는 0.832로 문항 간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표 5>참조).

구 분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감정
소진

비
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연령 학력 직급
재직
기간

물리
환경 1

직무
요구 .399** 1

직무
자율 .306** .334** 1

관계
갈등 .206** .031 .125* 1

직무
불안정 .203** .203** .028 .217** 1

조직
체계 .428** .199** .393** .374** .113* 1

보상
부적절 .368** .247** .319** .375** .177** .634** 1

직장
문화 .325** .297** .319** .284** .103 .493** .421** 1

감정
소진 .387** .535** .318** .152** .197** .333** .408** .386** 1

비
인간화 .276** .320** .237** .337** .254** .376** .492** .452** .548** 1

개인적
성취감 -.088 .040 -.077 -.154** -.176** -.203** -.325** -.176** -.028 -.304** 1

연령 .054 -.038 -.133* .169** .211** .098 .139** -.006 .030 .024 .030 1

학력 .015 -.001 .087 .062 .009 .128* .127* .165** .008 .045 .058 .026 1

직급 .047 -.016 -.042 .153** .174** .073 .097 .030 .078 .060 .033 .615** -.043 1

재직
기간 .112* -.001 -.117* .197** .256** .137* .123* .011 .058 .028 .042 .713** -.084 .7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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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스트레스의 신뢰도분석

요인 문      항
Cronbach`s 

Alpha

물리
환경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0.627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직무
요구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0.734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 받는다.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내 업무는 장시간 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직무
자율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0.845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
뀐다.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작업시간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관계
갈등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0.812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직무
불안정

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0.913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없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체계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0.739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져진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근로자, 간부, 경영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

보상
부적절

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0.789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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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탈진감의 경우, 감정소진이 0.843, 비인간화는 0.809, 개인적 성취감은 0.866으로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 측정항목을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사용하기

로 하였다(<표 6>참조).

<표 6> 직무탈진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요인 문      항
Cronbach`s 

Alpha

감정
소진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0.843

직장 일을 마치고 퇴근 시에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 시킨다.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있다.

비
인간화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0.809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으로 되었다.

나의 직무에 중요성이 의심스럽다.

나의 하찮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

개인적 
성취감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0.866

내가 현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

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 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나는 현재의 직무에서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왔다.

직무상에서, 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3.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에 미치는 영향

1) 감정소진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의 하위요인인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직장
문화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0.832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지시를 받는다.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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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자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F=16.743이

고, p=0.000, adjusted R²=0.35.1로 회귀모형이 35.1%의 설명력을 갖는다. 다중공선성

(Variation Inflation Factor)은 10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고, Durbin-Wastson분석의 결

과, 1.898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에서 감정소진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와 직급이 높을수록 감정소진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7> 직무스트레스가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감정소진

B SD 베타 t p VIF

직무
스트레스

물리환경 0.219 0.078 0.151 2.822 0.005* 1.540

직무요구 0.592 0.076 0.389 7.766 0.000** 1.346

직무자율 0.157 0.075 0.111 2.087 0.038* 1.531

관계갈등 0.002 0.001 0.061 1.370 0.172 1.056

직무불안정 0.104 0.002 0.169 3.559 0.000** 1.049

조직체계 0.270 0.086 0.164 3.141 0.002* 1.466

보상부적절 0.208 0.004 0.195 2.156 0.032* 1.042

직장문화 0.000 0.002 -0.006 -0.145 0.884 1.020

나이 0.204 0.077 0.103 3.049 0.000** 2.386

학력 -0.029 0.047 -0.028 -0.620 0.536 1.079

직급 0.120 0.068 0.111 2.765 0.008* 2.115

재직기간 -0.035 0.046 -0.061 -0.762 0.446 3.473

DW 1.898

adjusted R² 0.351

F 16.743(.000)

참고: *ｐ<0.05, **ｐ<0.01   

2) 비인간화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 하위요인인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F=9.875이고, 

p=0.000, adjusted R²=0.234로 회귀모형이 23.4%의 설명력을 갖는다. 다중공선성은 10 

이하로 문제가 없고, Durbin-Wastson분석의 결과도 1.879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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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없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에서 비인간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비인간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 직무스트레스가 비인간화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인간화

B SD 베타 t p VIF

직무
스트레스

물리환경 0.012 0.085 0.008 0.139 0.889 1.540

직무요구 0.355 0.083 0.232 4.271 0.000** 1.346

직무자율 0.082 0.082 0.058 0.999 0.318 1.531

관계갈등 0.001 0.001 0.036 0.740 0.460 1.056

직무불안정 0.303 0.002 0.264 3.339 0.000** 1.049

조직체계 0.559 0.094 0.339 5.980 0.000** 1.466

보상부적절 0.406 0.004 0.372 5.497 0.000** 1.042

직장문화 0.001 0.002 0.034 0.721 0.471 1.020

나이 0.083 0.084 0.072 0.990 0.323 2.386

학력 -0.002 0.052 -0.002 -0.031 0.975 1.079

직급 0.106 0.074 0.198 2.440 0.005* 2.115

재직기간 0.188 0.050 0.153 2.753 0.001* 3.473

DW 1.879

adjusted R² 0.234

F 9.875(.000)

참고: *ｐ<0.05, **ｐ<0.01  

3) 개인적 성취감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F=3.347

이고, p=0.001, adjusted R²=0.375로 회귀모형이 37.5%의 설명력을 갖는다. 다중공선성

은 10이하이므로 문제가 없고, Durbin-Wastson분석의 결과 1.875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등의 직무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에서 개인적 성취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력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개인적 성취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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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적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개인적 성취감

B SD 베타 t p VIF

직무
스트레스

물리환경 -0.004 0.076 -0.003 -0.049 0.961 1.541

직무요구 -0.141 0.075 -0.113 -2.879 0.006* 1.350

직무자율 -0.029 0.074 -0.025 -0.397 0.692 1.531

관계갈등 -0.202 0.001 -0.184 -3.583 0.000** 1.056

직무불안정 -0.104 0.002 -0.100 -2.894 0.008* 1.049

조직체계 -0.331 0.084 -0.245 -3.921 0.000** 1.465

보상부적절 -0.003 0.004 -0.044 -0.827 0.409 1.042

직장문화 -0.004 0.002 -0.111 -2.140 0.033* 1.020

나이 -0.047 0.076 -0.049 -0.619 0.536 2.384

학력 0.162 0.047 0.171 2.923 0.007* 1.079

직급 0.006 0.067 0.007 0.088 0.930 2.108

재직기간 0.273 0.045 0.255 3.620 0.000** 3.462

DW 1.875

adjusted R² .375

F 3.347(.000)

참고: *ｐ<0.05, **ｐ<0.01  

Ⅳ. 결 론

폐쇄된 공간인 교정시설에서 수많은 수용자들을 24시간 끊임없이 관리해야하는 교정

공무원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일부 수용자는 자신을 과시하고 수용생활의 편의

를 얻기 위해 교정공무원을 시험, 도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교

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축척되어 결국 직무탈진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수용자의 

‘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화’라는 이원적 임무의 강조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탈진감의 요소 

가운데 감정소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선현장에서 수용동과 취업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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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동정을 일일이 파악하고 근무개소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이 끊임없이 직무수

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소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름철의 무더위와 겨울철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더욱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를 감소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탈진감의 하위요인에 대해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

절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인간화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열악한 직무환경은 직무의지를 저하시키고 최근 과밀수용의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

인다. 이러한 현상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기저하, 나아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다. 이런 결과는 수용자 폭력과 스트레스 증가, 발병, 심리불안정, 자살 등 각종 

교정사고를 초래하게 되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교정교화의 

정책적 이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취감은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등

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조직은 제복공무원으로 

계급체계와 수직적 조직문화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는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상급자의 권위주의적 행태,, 직무에 대한 일방적 책임요구, 엄중관

리대상 수용자 비정상적인 처우, 직무수행의지 부족, 직원간 소통부재, 무조건적 복종 

강요, 인사이동의 제한 등이 근무환경은 관료제주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요인들이 축적되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교정공무원 각 개인이 자신을 무

능하다고 느끼거나 비효율적인 업무행태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정서적, 신체적으

로 성취감 저하의 직무탈진감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조

직체계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탈진감의 하위요인 모두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탈진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Edwards, 1968; 최가영, 2000; 정동하, 2010; 고종식･
황진수, 2010; 서문진희 외, 2011; 정혜경 외, 2014).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과중한 직무요구, 직무불안정과 조직체계 

등 직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이들의 직무탈진감(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시

적,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직무요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을 높이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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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직무불안정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직무탈진감은 교정공무

원이 공직자라는 안정적이 신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폭력발생 가

능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감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직체계와 관련된 직

무스트레스가 직무탈진감을 가져오는 이유는, 제복을 입는 교정공무원의 계급체계와 권

위주의적 조직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의 특성상, 근무환경은 폐쇄적이고, 4교대 근무체계에서 근무배치가 고정적

이지 않고 자주 바뀌어 교정공무원들은 휴무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선

은 이러한 과도한 직무요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용자의 과다수용문제를 완

화하여 이로 인한 수용자의 폭력행위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단기간에 보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교

정조직의 큰 변화를 가져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구금과 교화라는 이들의 역할에서 오는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직무에서 오는 고충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더불어 직장 내 관료적, 위계적, 권위

적 조직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토론그룹을 구성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탈진을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개인의 성취감을 높여, 직장 내 비인간적인 관계와 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교정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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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b Stress and Job Burnout: A Focus on Correctional Officers

Jung-Soo Park & Jongsoon Jin

Job burnout can be described as an emotional reaction to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work in order to protect oneself from stress and tension occurring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a job. Until now studies on job burnout have been conducted on emotional 

feelings occurring on the job attaching importance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ough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the correctional officers playing a role in detaining and 

rehabilitating prisoners experience job burnout, few studies of burnout have been carried 

out on correctional officers. Besides, it was not possible to make a detailed analysis of the 

effect produced on job burnout after specifically subdividing job stresses. Hence, this study 

t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burnout in more detail, based on the results 

of surveying correctional offic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correctional officers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job burnout, as the scores on 

dis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al system, relationship conflict, and job demand were 

higher among sub-factors of job stress. 

【Keywords: job stress, job burnout, correctional offi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