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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36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

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소명의식은 교사

의 회복탄력성 및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회복탄력성

은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초등교사들을 위한 소명의식 및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전문적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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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교사는 교과수업 뿐 아니라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

생의 학업성취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며(박수진, 2011), 나아가 교육정책의 결정과 교육과정 실행, 학교문화

의 형성에도 기여한다(임지윤, 도승이, 2014).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전담하

며 학생들과 오랜시간 같은 교실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박수진, 

2011). 이에 따라, 교사의 역량과 직업만족을 포함한 교사의 안녕감이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의 통계와 연구결

과는 교사가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이 한국교사의 경우는 20.1%

로 34개국 평균(9.5%)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한, 2013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교현

장에서 발생된 교권 침해건수는 1만 9천 944건에 이르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13)은 교권 침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폭언, 협박 및 폭행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의 

긍정적 기능여부가 중요하며, 이와 밀접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행복감과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얼마

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의 관점이 강조된 개념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환경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Ryff, 1989). 교사의 심리적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은 

교사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이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직무수행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교사는 높은 직무만족을 경험하며, 교사로서

의 높은 효능감과 헌신도를 나타내며(박수진, 손은령, 2011)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이, 2010). 따라서,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형성과 나아가 학

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진연희, 2016) 교직에 대한 내적 동기를 높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이용근, 2009).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요인들은 직무스트레스(권연희, 2010), 낙관성과 정서

조절양식(이영이, 2010), 조직효과성(신현정, 박진성, 2010), 교장의 지도행동 유형(김용주, 정현태, 2005) 등

으로 다양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적 또는 개인내적 여러 요인 가운데, 소명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변인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소명은 상담과 교육의 개입이 가능한 개인내적 요인이면서도 개인을 넘어선 초월적인 부

름 혹은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일들에 대한 응답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Dik & Duffy, 2009). 여

러 연령과 직업을 가진 개인에 대한 소명과 관련된 일관된 연구 결과는 소명을 갖고 있는 개인은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이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는 것이다(Duffy & Dik, 2013). 특히, 높은 소명을 가진 교사는 심

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고, 높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및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희연, 2015; 송미경 외,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에게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오래되었지만 (김경령,서은희 2014), 교사의 

소명의식에 대한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기에는 소명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여 학자들간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소명을 측정하는 신뢰로운 도구가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Duffy & Dik, 

2013). 하지만, 최근 Dik과 Duffy(2009)가 제안한 소명의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Dik, Eldridege, Steger, & Duffy, 2012)가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면서, 소

명에 대한 연구 역시 증가하였다. Dik과 Duffy는 소명을 초월적 부름, 목적 및 의미, 친사회적 동기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명의식이 높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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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경력몰입 및 직무열의가 높고(Duffy, Dik, & Steger, 2011; Hirschi & Hermann, 2012), 일을 할 때 

내적동기가 크며(Duffy & Sedlacek, 2007; Steger et al., 2010),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영, 김명소, 2014). 또한, 소명의식은 직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

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소명의식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각각과 부적상관을 보였다(송미경, 양난

미, 이은경, 2016; 신윤정, 2013).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명의식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소명의식과 삶

의 만족 또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정신건강 

지표들을 보였고(박희연, 2015),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높은 삶의 만족 등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진이, 이지연, 2014b). 

이와 같은 소명과 직업만족 및 삶의 질과의 정적상관관계는 다양한 직업인들(예를 들어, 청소년상담사; 이

지민, 2017)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중등교사 대상 연구

가 많았는데, 소명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 일과 삶에서 의미를 더 경험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만족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미경, 양난미, 이은경,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a). 또한,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소명의식이 있을 때는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조은영, 이

지연, 2015) 소명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삶의 질의 주요지표인 심리적 안녕감은 정적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었지만, 이러한 연구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초등교사의 소명의

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초등교사는 

중등교사와 달리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임용시험을 거쳐 교직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등교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해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가르치는 

대상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비교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중등학생들에 비해 직업적 만족감이나 심리적 성공 

경험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소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별도의 연구를 통

해 확인이 필요하여 선행연구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명의식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또는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은 많지

만, 아직 소명이 어떠한 기저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하유

진, 2012). 이에 소명의식과 관련 변인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소명의식이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요인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소

명과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요인들로 밝혀진 변인들은 직업만족, 소명수행 의식(장진이, 이지연, 2014; 

Duffy, et al., 2012)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윤소천 등(2013)은 소명과 관련된 매개변인을 탐색할 때, 교육 

및 개입이 가능한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을 꼽았다. 회

복탄력성은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변인 구성개념이다(Sinclair & Wallston, 

2004).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인정되며(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Rutter, 1985),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가능한 역동

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김동일 외, 2011). 

최근 회복탄력성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즉,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할 때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활용하도록 돕는 자기조절

능력, 역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대인관계능력,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긍정성을 포함하고 있다(신우열 등, 2009).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길현주, 김수영, 2016; 김혜정, 남초원, 이수경, 2015), 스트레스

및 소진과는 부적상관을 보여(김나미, 김신섭, 2013) 개인의 긍정적 정서의 강화요인이자 부정적 정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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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교사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교사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시 본

인의 안녕을 되찾고 교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하며, 나아가 더 성숙한 교사가 되는 것에 기여하는 요인

으로 연구되었다(김형섭, 2016). 특히,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들은 교직을 수행하며 맞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업무에 적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소현, 

2016; 윤다혜, 2015). 이러한 결과들은 회복탄력성이 교사의 교직 생애주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개인의 직업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직업적응과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명과 유사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복탄력성과 소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Hall과 

Chandler(2004)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윤소천 등 

(2013) 역시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높은 직무동기와 관련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력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

성이라 할 수 있는 복원력은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명과 회

복탄력성은 모두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Lesher 

(2015)의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

데, 구체적으로는 소명의식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목적과 의미 추구’가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

복탄력성이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목적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갖는 것과 포기하지 않

는다는 의미에서 소명과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회복탄력성이 있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갖고 스스로를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중요하며, 특히 학생의 전 

인격적 발달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

인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여 소명의식을 중심

으로 논의하고,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및 

회복탄력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초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소명의식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를 매

개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400부의 설문

지가 배부되었고, 38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많은 설문지 17부는 제

외하여, 최종적으로 368명의 응답 설문지를 연구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83.2%로가 여성이었으며, 연령

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30대와 40대 응답자가 34%와 3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

자의 교직경력 역시 5년 미만부터 30년 이상까지 다양했으며, 5년-10년의 경력교사가 21.2%, 11년-20년 경

력의 교사가 35.6%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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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Dik, Eldridge와 Steger(2008)가 개발하고, 심예린(2010)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소명척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개 하위요인로 구성되어있고, 각 요인마다 4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1점(전혀 

해당하지 않는다)에서 4점(전적으로 해당된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예린(2010)이 보고한 전체 소명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고, 요인별

로 살펴보면 초월적 부름-존재는 .83, 목적/의미-존재는 .74, 친사회적 지향-존재는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초월적부름-존재 .82, 목적/의미-존재 .90, 친

사회적 지향-존재 .81이었다. 

나. 심리적 안녕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하고, Ryff와 Keyes(1995)가 수정한 척도를 김명소 외

(2001)가 다시 수정하고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력(8문항), 삶의 목적(7문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의 

하위 척도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Likert식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김명소 외(2001)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는 .91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 .61, 환경에 대한 통제력 

.73, 개인적 성장 .74, 삶의 목적 .72, 긍정적 대인관계 .82, 자아수용 .72로 나타났다.

다. 회복탄력성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Reivich와 Shatte(2002)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

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김주환(2011)이 한국 환경에 맞게 수정한 한국형 회복탄력

성 검사 KRQ-53(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53문항과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며(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총점 합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소현(2016)의 연구에서

는 회복탄력성 검사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version 21.0)을 사용하여 기초 자료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채택하여 AMOS 18.0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내적합치도를 통해 검증하고, 주요 연구변

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소명의식,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연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추정방식을 

사용하였고, 검증에 앞서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첫 단계로,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구조모형을 통해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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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는 상대적지수인 TLI(NNFI 또는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주요변인들의 상관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에 앞서, 사용된 자료가 정상분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왜도는 절대값 3.0, 첨도는 절대값 10.0을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Kline, 2005)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변

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98, p<.01)을 보였으며,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는 전체요인

(r=.397, p<.01)은 물론 모든 하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r=.243~402, p<.01). 또한, 회복탄력성

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 역시 전체요인(r=.805, p<.01)뿐 아니라 하위 요인(r=.626~738, p<.01)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변인 1 2 3

1. 소명의식 1 　 　

2. 심리적 안녕감 .398** 1 　

3. 회복탄력성 .397** .805** 1　

Table1. Correlation Statistics ( n=368)

주. ** p < .01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인 χ2, NFI, TLI, CFI 및 RMSEA를 이

용하였고, χ2/값은 4이하, NFI, TLI, CFI값은 .90이상이, RMSEA는 .05이하를 좋은 적합도로, .05에서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하였다 (홍세희, 2000). 이에 따라 <Table 2>에 제시된 측정 모형의 적합도

를 분석해본 결과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χ2 χ2/ TLI CFI RMSEA

측정모형 182.976 3.588 .899 .922 .084

Table 2.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measurement model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얻어진 각 변인의 요인부하량은 <Figure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인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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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Model(*** p < .001, 경로는 표준화계수 경로)

잠재
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요인

적재량
표준화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t값

소명

의식

초월적 부름 .925 .550 .098 

목적/의미 1.208 .854 .104 

친사회적 경향 1.000 .734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601 .414 .085 

환경에 대한 통제력 1.220 .812 .103 

개인적 성장 1.000 .603

삶의 목적 1.330 .809 .112 

긍정적 대인관계 1.227 .673 .117 

자아수용 1.193 .699 .102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능력 1.193 .645 .138 

긍정성 1.180 .653 .135 

대인관계능력 1.000 .554

Table 3. Factor Loadings for Measurement Model

3. 구조모형의 설정 및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각 변인들 간 선행연구와 이론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소명의

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으로 나누어 구조모형

을 설정한 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은 <Figure 2>과 같고, 두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두 모형 모

두 χ2/값이 좋은 부합도의 기준인 4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었고, RMSEA값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8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의 값 역시 좋은 모형의 부합도 지수 기준인 .9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184.23(51), CFI=. 920, RMSEA= .84로 나타났고, 경합 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χ2( )=194.51(52), CFI=. 916, RMSEA= .86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과 경합 모형의 χ2값의 차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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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28로 자유도가 1차가 날 때 임계치인 절대값 3.84 보다 크다. 따라서 자유도가 더 작은 부분매개모형을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김계수, 2002).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소명의식 소명의식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연구모형 경합모형

Fig. 2. Research Model and Competing Model

모형 χ2 χ2/ TLI CF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184.23 3.612 .898 .921 .084

경합모형 (완전매개모형) 194.51 3.741 .893 .916 .086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Models

4.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의 각 경로계수는 <Table 5>, <Figure 3>과 같다. 소명의식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

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215, p < .001 ) 소명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명의식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β=.428, p < .001)와 회복탄력성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79, p < .001). 즉,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를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β) C.R(P)

연구
모형

소명의식→회복탄력성 .282 ,05 .428 5.634 (.000)

소명의식→심리적 안녕감 .086 .026 .215 3.364 (.000)

회복탄력성→심리적 안녕감 .480 .077 .79 6.206 (.000)

Table. 5.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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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hway of mediation for a model of call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p < .001)

최종 모형의 주요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총 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소명의식

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전체효과가 .553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직접효과가 .215, 간접효과가 .338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비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

가 더 큼을 의미한다.

Table 6. Mediational Analysis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연구모형 
소명의식

회복탄력성 .428 .428

심리적 안녕감 .215 .338 .553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790 .790

5.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산출된 간접효과의 크기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공식을(a, b는 경로 a, b의 비표준화 계수, 는 a의 표준오차, 는 b의 표준오

차)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로 나누어 검증 통계량인 Z값을 구하는 것이다. Z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면 95% 신뢰구간에서 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 Z값이 절대값 2.58보다 크면 99% 

신뢰구간에서 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Preacher, & Hayes, 2004). 분석결과 소명의식과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Z=7.784,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소명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여기에서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논의하

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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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교사의 소명의식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명의식이 대학생

과 교사를 포함한 직장인의 삶의 질과 진로관련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국내외의 선행연구

(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등, 2013; 고자인, 강경아, 2015; 조은영, 이지연, 2015)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일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더 높

은 만족을 경험하고, 소명의식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송미경,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 Davidson & Caddell, 1994). 요컨대 본 연

구결과는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 즉 자신의 일과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교

사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명의식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김경령,서은희 

2014)일 뿐 아니라 교사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정적상관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경민, 임정하, 2012; 김상

아, 이기학, 2011; 서지영, 2012).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서 자신을 잘 조절하

고,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교사가 일상에서 

높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명의

식이 높은 교사가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로, 선행연구에서 소명의식이 회복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윤소천 등, 2013; Lesher, 2015). 본 연구의 하위

요인 분석결과에서 소명의식의 하위 요인인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경향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이 특정한 일에 

부름받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며 공공의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

성하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Lesher, 2015). 

넷째,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이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즉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소명의

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어려움이나 역경을 극복하도록 기능하는 회복탄력성을 통해서도 심리적 안녕감 증

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소명의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보다 회복탄

력성을 통한 간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명이 어떻게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기저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회복탄력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논의에서 

소명과 회복탄력성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두 변인은 모두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은 영향을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였는데(길현주, 김수영, 2016; 유소현, 2016; 윤다혜, 2015; Duffy 

& Dik, 2013), 본 연구를 통해 두 변인의 정적 상관뿐 아니라, 회복탄력성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소명과 삶의 만족 또는 삶의 질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직업만족, 삶의 

의미 및 소명수행(Duffy & Dik, 2013; 장진이, 이지연, 2014)외에, 회복탄력성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 더 필

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소진 등의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과 

긍정적 자원과 삶이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예를 

들어, 유소현(2016)은 중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소진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진을 낮추

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김형섭(2016)은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 연구는 보호요인으로서의 회복탄력성을 보였다면, 본 연구와 김혜정 등(2015)의 연

구는 개인의 긍정적 자원이 심리적 안녕감을 이르게하는데에 회복탄력성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교사 및 현장 교사들을 위한 소명의식 향상 프로그램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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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특히 교육이나 상담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소진과 같이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위험요인에 대처하고 이

를 극복하게 하는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긍정적 심리자원이 될 수 있으며,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

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과 회복탄력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제적 의의를 다음의 몇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과 임상연구를 통해

서 증명되어온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명의식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았지만, 어떠한 기제로 이러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명의식이 삶의 질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는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높이는 것과 함께 회복탄력성 증진 개입이 필요하

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andra(2004)는 교사의 회복탄력성 향상이 직무만족 증진에 기

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교장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Pepe, 2011).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교사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연구

의 결과가 교사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교사들

의 소명의식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과 실제적 프로그램 구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

기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교사집단에 대하여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과 

대상 범위를 전국단위 및 중등교사에게도 확대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모든 교사집단에 적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도구를 다양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명의식,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에 대한 자기보고 결과에서는 교사가 지각한 것과 실제 수준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도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 기제가 작용하거나, 사회가 바람직하다 여기는 

성향에 의해 편향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명의식,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소명의식 측정 도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구안된 것이 아니라 대학생 및 성인 등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독특한 집단 문화를 갖는 초등교사의 소명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제대로 측정하

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직 사회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 구조 모형으

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일한 특성만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련되는 다른 변인에 대해 더 탐색한 후 

보다 정교한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횡단 단면적 조사연구였기에 본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

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종단 연구나 실험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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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resil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swers to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368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were analy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sobel test were used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aving a calling was positively 

correlatd with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ing among elementrapy school teachers. Second, 

resilience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 of call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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