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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를 확인하고자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24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로는 학생의 문제행동, 교사소진, 교사효능감,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의 관계를 교사효능감이 매개하는 지 분석
한 결과,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경쟁모형
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으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사 소진 예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사 소진, 학생의 문제행동, 사회적지지, 교사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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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
다’는 말이 있다. 교육을 이끄는 교사의 중요
성을 강조한 말이다. 아무리 효과가 입증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를 전하는 교
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매우 심각해져가고
그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
다. 2014년 2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
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지난 5
년 새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 상반기 기준
518명에서 2014년 상반기 1,258명으로 사상 최
대 수준을 보였다(중앙일보, 2014.02.04). 또한
2014년 교육부의 ‘전국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5
명 중 1명은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젊은 교
사이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이 사직하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사립학
교 교사들보다 더 많이 교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하거나 면직되는 교사 또한 2009년에 61명에
서 2012년에 11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국민
일보, 2014.04.02). 이렇듯 교사가 교직에서
겪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에게도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야기하며(Farber, 1984;
Schonfeld, 2001), 나아가 이직, 결근 등을 유발
하여 교사가 겪는 학교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사가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소진’이 있
다.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그리고 개
인적 성취감 저하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심리
적 증후군으로(Maslach & Jackson, 1981), 심리적
으로 소진된 교사들은 직무 불만족, 직무 오
류 증가, 생산성 저하를 보이고 학생에 대한
‘

무관심, 비호의적인 태도, 인내심의 감소 등
좋지 않은 직무 수행 태도를 보이게 된다(김
소라, 2010). 또한 소진을 경험한 교사들은 자
신에 대하여 무가치함을 느끼고(Corey, 1998),
피로, 두통, 불면, 식욕 감퇴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며 교사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Belcastro, 1982; Forey, Christensen,
& England, 1994). 따라서 교사 소진에 대한 연
구는 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사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심리적으로 소진되는 원인으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2013년에 교사
들이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12년 보다
17.6% 증가한 394건이었고, 침해 유형 중 ‘학
생과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부당행위’
가 154건(39.1%)으로 가장 높은 교권 침해 사
례로 꼽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4). 교
사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은 규율 위반, 무관
심, 모욕 등으로 대표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며(Blase, 1986; Bloch, 1977; Borg, 1990), 학생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교사일수록 소진을 더욱 쉽게 경험한다
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Borg, Riding과 Falzon(1991)은 학생의 산만한 행
동과 그러한 교실 분위기가 특히 젊은 교사들
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고, Farber와
Miller(1981)은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과 무관심
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교사의 소진을 불러
온다고 하였다. Pierce과 Molloy(1990) 또한 교사
들이 지각하는 학생의 부적행동이 교사의 높
은 소진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Friedman(1995)은 학생 행동 중에 교사에 대한

- 88 -

황명선․신효정 /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무례함이 교사의 소진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
이라고 하였으며 Hastings와 Bham(2003)은 학생
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소진 관계 연구에서 학
생의 무례함이 교사의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고 무례함과 낮은 사회성이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사회성은 개인적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국
내에서도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 소진의 주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김지현
(2012)과 박대준(2012)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 간의 문제행동, 교
사를 향한 문제행동 등 학생의 부적행동이 교
사의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과는 달
리 전 과목을 담당하며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고, 교사에게 많은 상호
작용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초등학생들
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쳐버
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Dworkin,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교사로 설정
하고,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
인 중 최근 들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는 학생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문제행
동이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
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
색해보고자 한다.
교사들의 소진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이 오롯이 교사의 소진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 소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
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정 요인의
매개 혹은 조절 효과가 밝혀져 왔다. 우선, 교
사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교사의 내적

요인으로는 교사효능감(서선순,

양연숙,
2006; Skaalvik & Skaalvik, 2010), 정서지능(조현
주, 박경애, 2007),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
(이지연, 변석민, 이채희, 2008) 등이 연구되
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서지
영, 김희정, 2011; 유정이, 2002; 한광현, 2005)
와 학부모의 지원(임성택, 어성민, 이영민, 김
나연, 2012)이 연구되어 왔다. 이 중 ‘교사효능
감’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매
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연구된 요인으로(구
본용, 김영미, 2014; 김지현, 2012), 교사 자신
이 학생들의 지적․인성적 성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믿는 교사 개인의 신념을 나타
내는 것이다(Ashton, 1984). 학교라는 공간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각은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임성택, 2008). 이와 관련하여 신종
호, 양일, 최효식(2007)은 교사가 지각하는 교
사와 학생의 관계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혔고 이봉우(2014) 또한 학생들의
비자발적 태도와 학습동기의 부족이 교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특히 교사와의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학생의
무례함과 비경청적 태도, 낮은 사회성은 교사
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교사효능감
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여기고 접근
하기 때문에 소진에도 저항적인 특성을 보이
고(김지현, 2012) 교실 상황에서 위협 요소를
적게 지각하는 특성을 보여(Dicke et al., 2014;
Poulou, 2007) 교사 소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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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
질 때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
소진 사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
고 교사 효능감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
레스를 유의미한 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지
지를 통해 극복해나가기도 한다. 개인의 바람
직한 기능 수행을 돕는 자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
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사회적
지지의 요소와 역할을 규명하고 정의 내리기
위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Kahn과 Antonucci(1980)은 사회적 지지를 이루
고 있는 요소를 애정, 긍정, 도움의 세 요소로
구분하며 이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교류를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 박지
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직장 상사, 동료,
가족, 친지와 같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관계
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
미한다”고 정의하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을 존경, 애정, 관심 등을 보이는 정신적 지지
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
보적지지, 물건이나 시간 등을 직접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조언 등 자신을 평가
해주는 태도와 관련된 행위인 평가적 지지로
보았다. 이상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인 내용의 원
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는 원천에 따라 지지의 정도와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ouse, 1980), 사회

적 지지가 제공되는 수준은 소진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Sharplin, O’Neill,
& Chapman, 2011). 학교 상황에서 교사가 상급
자와 동료, 학부모의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
지 못할 때 교사는 더욱 쉽게 소진을 경험하
게 되는 반면(Brouwers, Evers, & Tomic, 2001;
Kokkinos, 2007) 사회적 자원이 많다고 여기는
교사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
에 대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자신감을 보이게 되며 스트레스에 적극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Berryhill, Linney,
& Fromewick, 2009; Karabenick, 1998; Nelson-Le,
Gall, & Resnick, 1998; Pietarinen, Pyhalto, Soini,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교사효능감과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는데, 높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고 있는
교사는 교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욱 잘 조절하며(강학구, 1996), 특히 상급자
와 동료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효, 엄준용, 2014). 또한 상급자
와 동료 교사, 학부모의 지지는 교사효능감
의 많은 부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권귀
염, 2002; 조성자, 문수백, 민아영, 2008). 김
현지, 박찬수, 이정희(2010) 또한 사회적 지
지를 높게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높은 교사
효능감을 보이며, 특히 가족의 지지가 교사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
스를 조절하고, 교사의 효능감을 높이며 소진
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이
Salmela-Ar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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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이거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혹은 조
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여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사회적
지지와 교사효능감, 소진을 함께 연구한 선행
연구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과 정
적 상관을 보이며 소진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는 점을 확인(김혜경, 2011; 서선순, 2007; 이
경화, 주미정, 이희영, 2011; Brouwers et al.,
2001)하였을 뿐, 그 경로를 자세히 규명하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것이 소진의 예방으로 이어지는 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료 교사의 도움, 지
지, 격려가 교사효능감을 높이며 높아진 효능
감은 곧 소진의 하위 요소인 비인간화를 감소
시키고 개인적 성취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연구(김혜경, 2011)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교사가 자신의 자원을
바탕으로 학급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스트레스를 조절
하고 효능감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Pietarinen et al., 2013)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적 지지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으며 받게 되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교사효능감 저하를
예방하고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매개된 조절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더불
어 사회적 지지가 소진을 예방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연구되어 왔고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연(2009)의 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소
진 사이의 매개요인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미
루어보아 교사효능감과 소진 사이에서 유의미
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조절된 매
개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
회적 지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살펴

보던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내적인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지 살펴
보고 어느 시점에 작용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
으로 소진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교사 소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
는데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학생의 문제행동을 높게 지각하
는 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효능감이 낮아진 교사는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교사
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의 소진
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경로를 교사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서 실질적인 도움을 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
을 수 있도록 상급자, 동료, 가족의 지지가 제
공된다면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학생의 문제행
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용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근무
하고 있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이 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즉 통합적으로 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
과 상호작용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조절된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
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그림 1, 그림 2)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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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개된 조절모형(연구모형)

분석대상자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9명
(12.1%), 여성 211명(87.9%)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30대가 81명(33.8%)로 가장 많고, 20대
70명(29.2%), 40대 66명(27.5%), 50대 이상은 23
명(9.6%)이었다. 교사의 경력은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 82명(34.2%)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69명(28.8%), 5년 이상 10년 미만 59명
(24.6%), 20년 이상 30명(12.5%) 순이었다. 종교
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7명(44.6%)이었고,
기독교 66명(27.5%), 천주교 47명(19.6%), 불교
19명(7.9%), 기타 1명(0.4%) 순이었다.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경쟁모형)

측정도구

연구문제 1.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문제행
동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문제행
동과 교사효능감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즉, 통합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
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
과를 보이는가? 즉, 통합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
사 243명을 편의 표집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3부를 제외한 2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생의 문제행동 척도
학생의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Freidman(1995)이 개발한 학생행동유형(Pupil
Behavior Pattern) 척도를 Hastings & Bham(2003)
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astings &
Bham(2003)이 재구성한 PBP는 무례함, 낮은
사회성, 비경청적 태도의 3가지 하위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례함을 측정하는 11문
항, 낮은 사회성을 측정하는 8문항, 비경청적
태도를 측정하는 8문항 총 27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무례함은 학생이 교사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며 대표적 문항
으로는 ‘학생이 나에게 말대꾸를 한다’, ‘내
가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을 꾸중할 때도 학생
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등이 있다. 낮은 사
회성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
내며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나와 함께 의
논 한다’, ‘학생들은 내게 학교 오는 게 즐겁
다고 말한다’와 같이 사회성을 판단하는 문항
들을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한다. 비경청적 태
도는 학업 태도와 의지 등 교사와 학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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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성을 나타내며 ‘학생들은 내가 이야기
한 내용을 잘 수행 한다’, ‘학생들은 조용하게
집중하여 수업을 듣는다’와 같은 경청적 태도
를 판단하는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한
다. 본 질문지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문제행동을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Chronbach's α는 .888이며, 하위요인별 신뢰
도는 무례함 .854, 낮은 사회성 .765, 비경청적
태도 .778을 보였다.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쉬운 것을 설
명하는 것 보다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다.
본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807
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기조절효능감
.876, 자신감 .809, 과제난이도 선호 .690을 보
였다.

교사효능감 척도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정(1998)이
개발한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효능감 예
비척도를 김아영과 김미진(2004)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사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조
절 효능감을 측정하는 11문항, 자신감을 측정
하는 7문항, 과제난이도 선호를 측정하는 7문
항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자기조절 기제를 긍정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이
며 ‘나는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조절
할 수 있다’, ‘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
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은 자신
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나타
내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내가 답
을 잘 하지 못하면 당황스럽다’, ‘학생에게
방금 가르친 내용을 질문하는데도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감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
을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한다. 과제난이도 선
호는 목표와 관련된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Caplan, Cobb, French, Harrison 그리고
Pinneau(1980)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박성호(2001)가 번안하고 손혜진(2010)이 교사
에게 맞게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
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
의 지지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사의 지지를 측정하는 6문항, 동료의
지지를 측정하는 6문항, 가족의 지지를 측정
하는 4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각각의 원천들에 대
하여 ‘내가 직장에서 힘들 때 의지가 된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쉽다’와 같은 문항들을
제시하고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응답하
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본 질문지는 Likert 5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는
.901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상사의지지
.921, 동료의지지 .934, 가족의지지 .898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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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척도
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박성호(2001)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상실의 3가
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고갈을 측정하는 9문항, 비인간화를 측정하
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상실을 측정하는 8
문항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
고갈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적 자원들
의 고갈로 심리적으로 지쳐버리는 것을 의
미하며 ‘나는 일 때문에 정서적으로 메마른
느낌이다’, ‘나는 하루일과를 마칠 때 진이
다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인간화는 자신의 직무에
무관심해지고 학생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
급하는 것으로 ‘나는 어떤 학생들을 마치 생
명이 없는 물건처럼 대한다는 느낌이다’, ‘나
는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점점 사람들에 대
해 무감각해져간다’와 같은 문항들로 이루어
져 있다. 개인적 성취감 상실은 자신의 직무
수행능력을 믿지 못하고 성취감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학생
들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다룬다’, ‘나
는 학생들과 쉽게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측정한
다. 본 질문지는 Likert 7점 척도(0=전혀 없
음, 6=매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심리적으로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는 .892이
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880,
비인간화 .828, 개인적 성취감 상실 .828을
보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1.0과 SPSS Macro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
해 Chronbach’s  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
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과
SPSS Macro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
을 이용하여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에 있어
교사효능감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
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끝으로 SPSS Macro를 사용하여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을 경유하여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에 의하
여 조절되는지 즉,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학생의 문제행동, 사회적 지지, 교사효능감,
소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인 학생의 문제행동, 사
회적 지지, 교사효능감과 소진 간의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은 -.513으
로 보통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며
(r=-.513, p<.01), 교사효능감은 소진과 -.517
로 보통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517,
p<.01). 학생의 문제행동은 소진과는 보통수
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r=.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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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수들 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1. 학생의 문제행동
1. 학생의 문제행동
1
2. 교사효능감
-.513**
3. 사회적 지지
-.263**
4. 소진
.507**

2.

교사효능감

3.

사회적 지지

4.

소진

1
.239**

1

-.517**

-.349**

1

M

2.1611

3.2362

3.9220

1.7541

SD

.31966

.36599

.49250

.78028

주. *p < .05, **p < .01

사회적 지지와는 낮은 수준의 부적상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고(β=-.513,
관을 보였다(r=.-263, p<.01). 반면, 사회적 지 p<.001), 2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이 소진에 유
지는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고 있다(r=.239, p<.01).
(β=.507, p<.001). 3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에 투입한 결과,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검증
학생문제행동도 소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β=.328, p<.001), 매개변인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 소진의 관계에서 인 교사효능감도 소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9, p<.001).
학생문제행동과 소진간의 관계에서 교사효 즉,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문제
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행동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Baron과 Kenny(199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51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
절차를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2에 나타 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을 의
나 있다.
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인
1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에
교사효능감을 고려하였을 때, 소진에 대한 교
p<.01),

표 2.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1단계
학생문제행동 교사효능감 -.587 .064 -.513
2단계
학생문제행동 소진
1.238
.136
.507
학생문제행동 소진
.802
.149
.328
3단계
교사효능감
-.744
.130
-.349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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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2

F

-9.210***

.263

84.825***

9.079***

.257

82.427***

.347

62.949***

5.372***
-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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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고, 소진에 대한 학생문제행동의 영향력
이 두 번째 단계(β=.507)보다 세 번째 단계(β
=.328)로 줄어들었다. 이는 소진에 대한 학생
의 문제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교사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계수는 .179(=-.513×-.349)였다.
매개효과의 계수값인 .179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표본수 2,000개를 재추출하였고, 신뢰 구
간을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
다. 매개효과 계수의 하 상한값은 각각 .2784

와 .6233이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95%의 신뢰구간(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교사효
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트리고, 이것이 소진으로 연결되는 매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이 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또
한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

표 3. 교사효능감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교사효능감

매개효과계수
.4364

Boot

표준오차
.0879

하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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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2784

표 4.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준거변수: 교사효능감
모형
B
SE


(상수)
3.236
.020
160.147***
1
학생문제행동C -.553 -.483 .066 -8.426***
사회적지지C
.083
.112
.043
1.953
(상수)
3.226
.021
156.493***
학생문제행동C -.566 .065 -.494 -8.645***
2
사회적지지C
.089
.042
.120
2.104*
학생문제C
-.243
.115
-.117
-2.110*
× 사회적지지C
*p<.05, **p<.01, ***p<.001

95%

상한값
.6233



 

.274

.288



44.822***

.013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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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보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는 표 4와 같다.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할 측정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종속변인을 교사효능감으로 하여 학생
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평균중심화한
학생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고, 2
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곱
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교사효능감에 대한
설명량의 증분( )과 회귀계수()가 유의한
지 확인해보았다.
표 4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는 교사효능감 전체 변량의 27.4%
를 설명하였고(F=44.822, p<.001), 2단계에서
학생문제행동, 사회적 지지, 학생문제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
입한 결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28.8%로 1단계와 비교하여 1.3%만큼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288,  =.013,  =4.451,
p<.001). 즉,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볼 수 있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학생의 문제행동
을 정도에 따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고, 조
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도 그 정도에 따라 상.






그림 3. 학생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하로 나누어 회귀식을 유도하였다. 유도한 회
귀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두 단순회귀선의 유의성검증을 위하여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한 결과, 표 5에서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두 회귀선의 기울기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조건 값에 따라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
감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때에도 더 높은 교사효능감을 유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된 조절효과
앞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

표 5. 사회적 지지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사회적지지

-1SD

평균

+1SD

B

SE

t

-.4462

.0826

-5.4015***

-.5659

.0655

-8.6454***

-.6856

.0905

-7.576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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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인: 교사효능감

변수
(상수)
학생문제행동(a )
사회적지지
학생문제행동×사회적지지(a )
1

3

상수)
학생문제행동
교사효능감(b )
(

1

β

B

SE

t

3.226

.021

-.566

.065

-.494

-8.645***

.089

.042

.120

2.104*

-.243

.115

-.117

-2.110*

B

SE

β

t

2.428

.650

.802

.149

.328

5.372***

-.744

.130

-.349

-5.705***

156.493***

종속변인: 소진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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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효과를 결
합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
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
과는 표 6과 같다.
교사효능감이 소진(b )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b =-.349, t=-5.705, p=.0000).
그리고 조절효과에 따라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a )을 미치는
데(a =-.494, t=-8.645, p=.0000)있어 이러한
영향이 사회적 지지(a )가 커지면 더 감소하
는(a =-.117, t=-2.110, p=.0000) 것을 확인하
였다.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매개된 조절효과)의 크기를 계산하면 아래
와 같다. 는 표본회귀계수(sample regression
coefficients)가 
 
 
 과 같을 때,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를 포함하는 벡터 값을 의미한
다(Preacher et al., 2007).
1

1

1

1

3

3







는 조절변수)
= -.349(-.494 + -.117 * 사회적 지지)

   

 
  ( 

이는 사회적 지지 변수의 크기가 커질수록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되는 것으로 매개
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평균값과 ±1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하여 조건
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이는 부트스트
래핑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표 7에서 사회적 지지의 값이 증가하면, 조
건부간접효과(Boot 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증
가하면 교사효능감이 감소하고, 교사 효능감
이 감소하면 소진을 증가시키는데(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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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지지 값에 따른 매개된 조절효과
조절변수 특정 값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사회적지지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LLCI
  
 
 
 


-1SD(-.4925)

평균값

+1SD(.4925)



BootULCI



.3318

.0732

.2005

.4816

.4208

.0808

.2688

.5851

.5098

.1119

.3002

.7345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과 소진간의 관계에
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앞서 분석한 매
개된 조절모형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학생
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을 낮추고, 이것이
소진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함을 밝혔다. 둘째,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따라 변화하는지
주 1. 표준화된 회귀계수
알아보기 위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교사
주 2. *p<.05, **p<.01, ***p<.001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그림 4. 매개된 조절모형(연구모형) 결과
한 후에도  변화량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이러한 매개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크기가 커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이 소진
질수록(조절효과) 상대적으로 증가됨을 나타난 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다. 즉,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그림 4와 같은 매개 조절된 매개효과
앞에서의 분석 결과 매개효과는 존재하고,
된 조절모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효능감에 부적 영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검증
향을 미치고, 이는 소진으로 가는 매개경로가
교사효능감과 교사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
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쟁모형으로 학생 문제행동의 영향을 받아 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 다음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
어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관계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를 조절하는지 보고자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경로
계수(a )와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경로
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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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사효능감과 교사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준거변수: 소진
B
SE
모형
β
(상수)
1.754
.042
교사효능감C
-.981
.117
-.460
1
사회적지지C
-.379
.087
-.239
(상수)
1.754
.043
교사효능감C
-.980
.121
-.460
2
사회적지지C
-.379
.088
-.239
교사효능감C× 사회적지지C -.006 .231 -.001
*

**

p<.05,

p<.01,

t



42.099***

.321

 


56.110***

-8.347***
-4.340***
40.886***

.321

.000

.001

***

-8.075

-4.304***
-.025

***

p<.001

표 9.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변수
(상수)
학생문제행동(a )
변수
(상수)
학생문제행동
교사효능감(b )
사회적지지
교사효능감×사회적지지(b )
1

1

3

종속변인: 교사효능감
β

B

SE

t

1.268

.139

-.587

.064

-.513

-9.210***

B

SE

β

t

.216

.322

.713

.148

.292

4.815***

-.676

.132

-.317

-5.114***

-.313

.085

-.197

-3.666***

-.062

.221

-.015

-.282

9.111***

종속변인: 소진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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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b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 .=-.513,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1

t=-9.210, p=.0000, b1=-.317, t=-5.114, p=

반면 교사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상
호작용항의 회귀계수(b )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b =-.015, t=-.282, p>.05). 따라
서 조절된 매개효과 경쟁모형은 유의하지 않
.000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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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과 심리적 소진, 교사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문제는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문제
행동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
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며, 사회
적 지지가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 사
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 통합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할 것
이라고 설정하였다. 또한 경쟁모형으로 조절
된 매개효과를 설정하여 사회적 지지가 교사
효능감과 교사의 심리적 소진 사이에서 유의
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
사의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살펴보았다. 학생의 문
제행동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사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
다.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생의 문제행동과 심리적 소
진의 관계를 교사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
기 위해「학생의 문제행동→교사효능감」,「학
생의 문제행동→심리적 소진」,「학생의 문제
행동, 교사효능감→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그 관계가 모두 유의하여 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효능감
을 통해서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
의 소진으로 이어질 때, 교사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학생의 문제행
동이 소진으로 이어질 때 이를 교사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선행연구(구본용, 김영미, 2014; 김
지현, 2012)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
사효능감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심
각하게 지각할수록 교사효능감은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학생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상황에도
교사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교사효능감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김현지, 박
찬수, 이정희, 2010;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Pietarinen et al., 2013)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
더라도 학생의 문제행동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교사는 교사효능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학생의 문제행동이 점차 나아진다고 지
각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지지
가 낮은 집단보다 교사효능감의 상승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해석해 보면, 학
생의 문제행동이 심각하다고 지각할 때는 사
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도 교사효능감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점차 학생의 문제행동이 나아
진다고 여겨지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교사효능감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교사일수록 학생의 문제행동이 점차
나아진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낮아진 교사효
능감을 더욱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사회적 지지가 교사들의 효능감 저하를
예방함과 동시에 교사효능감의 회복력을 강화
시켜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효능
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결합하여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효능감이 매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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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크기가 커질수
록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가 교직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강학구, 1996; 김상효, 엄준용, 2014; 박영
호, 김정인, 2000; 서지영, 김희정 2011; 이상
은, 2006; 이현, 2008)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현지, 박찬수, 이정
희, 2010; 조성자, 문수백, 민하영, 2008),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소진을 적게 경험한
다는 연구들(김미연, 2009; 김혜경, 2011)과 관
련이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경
쟁모형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교사효능감 저하
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나타나는 지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결합하
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이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사
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
절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가 지각하는 직장
상사, 동료, 가족의 지지는 교사효능감을 매개
로 하여 간접적으로 소진을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교사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소진
의 구조분석을 진행하였던 Brouwers et al.(2001)
과 이경화 등(2011)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
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가 학급
내의 학생 문제행동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을 때 교사로서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이 저하
되지만 이 시점에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 해결

을 위한 충분한 도움과 격려, 지지를 제공받
게 된다면 교사효능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
으며 소진을 경험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소진을 예
방한다는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결과이
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
사들에 대한 상급자, 동료,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효능감
이 높은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수
준이라고 지각될 때, 그 원인을 학생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학생을 돕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경향이 있다(Ashton, 1984). 이러한 노력은 실
제로 학생들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며, 학생
의 변화를 겪은 교사는 교사효능감이 더욱 높
아지게 되는 선순환을 경험한다(Dicke et al.,
2014).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교사효능감
을 높여주는 것은 교사의 개인적 측면 뿐 아
니라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교사효능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교사 자신의 노력 또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가 보이는 교사효능감을 통한 매개된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
사의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교사가 지각하는 학
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을 통해서 소진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효능
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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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의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효능감을 통해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조절 효능
감과 자신감이 교사의 소진과 비교적 높은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
신감을 높이는 것이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
생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소진
을 낮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중점적으로 높여
야하는 내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
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
안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 사이
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학생의 문제행동이 증가할 때 교사효능감이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문제
행동이 점차 개선되면 교사효능감이 큰 폭으
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 교사에게 직장
상사와 동료, 가족의 지지는 교사효능감을 보
호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
의 문제행동이 점차 나아지는 시점에 제공되
는 사회적 지지는 교사효능감을 큰 폭으로 상
승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높
은 사회적 지지는 교사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할 때 효능감 저하를 경험하지 않
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심한 학생의 문제행
동 속에서 교사의 효능감이 저하되었다 하더
라도 추후 상황이 나아질 때 다시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사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의

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생
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점차
나아지는 시점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매개된 조절모형을 가정
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
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효능감이 매
개할 때, 이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크기
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사회
적 지지의 유용한 개입지점을 알려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
하면 학생의 문제행동은 교사의 효능감을 저
하시키고 효능감이 저하된 교사는 소진을 경
험하는데, 효능감이 저하되기 이전에 사회적
지지를 높게 경험하게 된다면 효능감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소진을 예방할 수 있
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효능감 저하를 경험
하기 전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효능감을
높인다면 교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며 특히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상황일 때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해야하는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경
쟁모형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으나, 사회적 지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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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교사효
능감이 저하되어 소진이 발생될 때, 사회적
지지는 그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했다. 이는 교사효능감이 저하되기 이전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협조가 가능한 경기 소재
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교사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신뢰
로운 결과를 위해 표집의 수를 더욱 늘리고,
일반화 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사용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
해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
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소진은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문제행동도 비교적 낮은 평균을 보
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의 문제행
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
로 연구대상에 대한 준거를 설정하여 추가적
인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를 살펴보면 여성이
87.9%를 차지하고 일반교사가 83.3%를 차지하
여 선행연구들에서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직
위에 따른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차이를 자세
히 살펴보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
별, 직위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
여 표집하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
서 확인한 연구모형이 달라지는지 알아 볼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교사효능감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여 소진

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
지만 어떠한 내용의 사회적 지지가 실질적으
로 교사효능감을 높여주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이루고 있는 요인으로 알려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의 네 차원 중에서 어떠한 지지가 교사효능감
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교사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차원을
규명한다면 교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보
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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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teachers' perception of
student misbehavior and teacher efficacy on burnout:
Testing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yeong Seon Hwang

Hyojung Shin
Ajo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o compare the model of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ith that of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to investigate social support’s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
misbehavior, teacher efficacy and burnout. The data were gathered from a survey of 243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outh Korea. 240 questionnaire as the final analysis data that are available were finally
selected. The student misbehavior, teacher efficacy, social support, burnout were measured and analyzed by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eacher
efficacy mediated the student misbehavior and teacher's burnout. Second, social support demonstra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student misbehavior and teacher efficacy. In other words,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rough teacher efficacy was found. Third, social support didn’t show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teacher efficacy and burnout. Based on the results, researcher
suggests practical intervention to prev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burnout.
Key words : student misbehavior, teacher efficacy, social support,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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