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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정신건강 문요원의 직무소진 정서노동과 정신건강의 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2014년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의 학술용역연구에서 수집된 정신건강 문요원(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의 3개 직역 각 1ㆍ2 자격자) 1,02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과 정서노동 모두 정신건강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지만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 분석에서는 직무소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직무소진

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하될 험성을 회복탄력성이 완충시켜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상자

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인 정신건 문요원들의 정신건강에도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하는 연구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한 연구가 양측 모두에서 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정신건강 문요원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리에 한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주제어 : 정신건강 문요원, 직무소진, 정서노동, 회복탄력성,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garding job burnout, emotional 

labor and mental health by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Results from analyzing 1,020 mental health 
professionals(certified people with 1st, 2nd grade licence in nursing, social welfare, and psychology) collected in the 
academic service studies by the National Mental Health Education Research Center in 2014 showed that job burnouts 
and emotional labor both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mental health, but in cases of analyzing moderating effects 
in resilience, only job burnout presented significant results. According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silience could 
buffer the danger of mental health of mental health workers from job burnouts and emotional laboring. This study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care about the mental health of not only the people who receive mental health care 
services, but also the mental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provide services. It also shows that the research has to 
be conducted with convergence considering both sides. Measures regarding the mental health care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ere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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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2016년 2월, ‘국민정신건강종합 책’ 수립을 통해

국민에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법 인 근거가 마련되

었고 같은 해 5월에는 1998년에 제정되었던 ‘정신보건법’

이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바 면

서 내용 한상당부분 개정되어 국민정신건강 복

지서비스에 한 요구와 질 변화의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 ‘정신건강 문요원(이하

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수행하는 문인력으로

서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 외에 새롭고 다양한 역할들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활동범 한 확장됨으로써 사회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 상된다. 문요원들은 문

직무수행을 해 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의 세부 역으

로 구분되어 있고 자격취득자들은 2017년 1월 기 으로

총 14,010명(간호 7,604명/사회복지 4,990명/임상심리

2,398명)에 이른다[1].

한편 2016년 3월, 서울시 26개 정신건강증진센터 실무

자로 구성된 ‘정신보건(건강)노조’가 결성되면서 문요

원들의 과도한 업무에 한 고충과고용불안이 가시화되

었다. 특히, 문요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비스

상자들로부터 언어 괴롭힘(51.7%), 성 괴롭힘(37.

1%), 신체 공격(19.7%) 등을 받음으로써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2]는 연구를 살펴볼 때, 문요원들

의 직무 련 스트 스와 정신건강에도 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신건강 련 업무에는 상당한

수 의 정신 에 지가 투여되며 업무의숙달도와는 무

하게 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서 소진이 일어나기

쉽고[3,4] 그에 따라직무효율성이 하[5]되기 때문에 직

무소진을 겪게 되며 이는 우울감, 외상 후 스트 스장애,

물질남용 등의 정신건강상의 취약성을 야기시킨다[6-8].

그 결과로 인해 서비스 상자에 한 치료효과가 하

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문가로서의

내 가치와 삶까지 손상될 험이 있다[9]. 뿐만 아니라

문요원들은 다양한 그룹과의 근(team approach)

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무 스트

스와 소진은 역할갈등을 유발하며 업무분 기를 해하

기 때문에[10] 간 소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문요원들은 직무 스트 스와 소진 외에 상당한 정

서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1]. 정신

건강 역은 민 서비스를 제공[3,12,28]하는 역인데

다가 정서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종[13]이라는 에서 문요원들의 정서노동

수 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업무수행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략 으로

‘표면행 ’, ‘내면행 ’를 사용하게 되는데이것이 바로 정

서노동이다. 표면행 는 정서조 이 요구되는데, 그 자체

가 심리 소진[14]을 야기하여 정신 으로 부정 향

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 다[15]. 특히 문요원들은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심층 인 정서활동을 해야

하므로 내면행 측면에서의 정서노동 한 클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문요원들은 직무 련 스트 스 외에 정서노

동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는 문가로서의

발 과 성장에 도움이 되며[16-18], 이들 문가가 하는

정서 변별활동은 정신건강과의 강한 상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9]. 즉,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요원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 으로, 문요원들이 직무소진과 정서노동

에 불가피하게 노출된다하더라도 그들의 정신건강을 해

치지 않을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함양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서

비스 직업군의 정서노동에서 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

성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 스나 역경을 효과 으로 극

복하는 개인의 총체 인 내 능력으로 이를 통해 환경에

응하고 정신 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20] 역경을 방

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꼽히고 있다[12,21,22] 특히 직

무스트 스와 외상 후 스트 스의 험성이 가장 높은

직군 에 하나인 소방공무원에게서 우울상태를 부분

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지만[21] 문요원들

을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신

건강 문가인 문요원들의 정서노동과 직무소진에 주

목하여 이것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 그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 가능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특히, 정신건강을 정신병리의 유무로서 봤던

기존의 이 아닌 ‘ 극 인 삶’, ‘의미있는 삶’, ‘즐거운

삶’, ‘ 계’, ‘성취’, ‘웰빙’을 강조하는 정심리학

[23]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내 정신건강 역에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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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인 근, 즉 기존의 이 정신건강 역에서 주로

서비스 상자에게 집 되었던 것과는 달리서비스 상

자와 제공자 모두의 정신건강을 요하게다루는 통합

인 과정으로 시각을 확 하는 선구 인 계기가 될 것으

로 기 한다.

2. 연

2.1 연 형

문요원의 직무소진 ,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의 계

에서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를 살펴보기 해 연구모형

을 Fig. 1. 과 같이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 상  료

2014년 국립정신보건교육 용역연구[23]에 사용된 자

료를 분석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간호, 사회복지, 임상

심리의 세 직역 모두에서 1 ‧2 소지자들을 상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온‧오 라

인 병행하여조사가 실시되었다. 1, 2 각각에 해간호

127명/123명, 사회복지 124명/326명, 임상심리 136명/184

명, 총 1,02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3 측정도

2.3.1 독립변수: 직무 진

Schaufeli et al(1996)에 의해 개발된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MBI-GS)을 수정·보완한 Lee

et al. [21]의 척도를 사용하 다. Lee et al. [25]의 연구에

서 정서 소진의 Cronbach's α는 .93, 냉소는 .75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직무소진의 Cronbach's α는 .88이

며 그 하 요서인 정서 소진(5문항)은 .90, 냉소(5문항)

는 .75 다.

2.3.2 독립변수: 정 노동

본 연구에서는 Brotherigde와 Lee(2003), Kruml와 Ge

ddes(2000)의 정서노동척도를 Shin et al.[26]이 수정, 보

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Shin et al. [26]의 연구에서는

표면행 의 Cronbach's α는 .77, 내면행 는 .85 다. 본

연구에서는표면행 (5문항)의 Cronbach's α는 .83, 내면

행 (6문항)는 .81로, 정서노동은 .78 다.

2.3.3 종 변수: 정신건강

정신건강 척도는 Lim et al. [27]가 개발한 한국인의

정신 웰빙 척도를 사용하 다. Lim et al.[27]의 연구에

서 정신 웰빙 척도(14문항)의 Cronbach's α는 .93 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 다.

2.3.4 조절변수: 회복탄력

회복탄력성은 Shin et al. [20]이개발한척도를 사용하

고 그 하 요인은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

동통제력/ 9문항), 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

9문항), 사회성( 계성, 커뮤니 이션 능력, 공감능력/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hin et al. [19]의연구에서Cr

onbach's α는 .62-.80으로 분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27문항)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5 통제변수: 나 , 근무 간, 사회적 람직  

척도

나이, 활동기간은 종속변수(정신건강)와의 련성이

높아[27] 이 두 변인을 통제하 다. 한 연구 상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자

신의 이미지를 호의 으로 보이고자하는 자기 방어 경

향을 통제하기 해 사회 바람직성 척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Paulhus(1991)의 척도를 한국어 으로 개발

한 Kim [29]의 사회 바람직성 척도 ‘자기기만’ 요인

을 제외한고 ‘인상 리 척도’만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서 의미하는 사회 바람직성 요인으로 스스로를 호의

이라고 평가하는 ‘자기기만’ 요인보다 호의 인 이미지를

의식 으로 만들려는 경향성을 반 한 요인이 합하다

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2.4 료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각 변인에 한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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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후에 계 다 회귀분석을 통해 조 효과를 살

펴보았다. SPSS 21.0를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1,020명의 분석 상 여성이 880명(86.3%)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3.84세 이다. 최종학력은 졸이

530명(52%)으로 가장 많았지만 평균 교육기간이 17.38

년으로 석사학 취득과정 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

다. 련 직역으로는 간호사가 250명(24.51%), 사회복지

사가 450명(44.12%), 임상심리사가 320명(31.37%)로 사

회복지사가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문요원 1 은 387

명(37.94%), 2 은 633명(62.06%)이었다. 활동기 으로

는 병‧의원(367명, 36%)이가장 많았다. 문요원의담당

업무는 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이었으며 그결과로는

로그램 진행 교육 담당자가 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업무 467명, 상담 심리치료 433명, 사례 리 424

명의 순이었다. 문요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평균 61.49

개월로 5년 정도가 가장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20)

3.2 주  변수  특

3.2.1 주  변수  술통계치

독립변수인 문요원의 직무소진과 정서노동, 종속변

수인 정신건강, 조 변수인 회복탄력성의 특성은 Table

2. 에 제시한 바와같다. 이 수치는문항 평균값으로 독립

변수인 직무소진과 정서노동은 각각 3.86, 4.17, 종속변수

인 정신건강은 3.48, 조 변수인 회복탄력성은 3.75로 나

타나 각각 문항평균을 상회하는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1,020)

Min Max Mean S. D

Job burnout (1-7) 1.00 7.00 3.86 1.06

Emotion labor (1-7) 1.00 7.00 4.17 .80

Mental health (1-6) 1.14 6.00 3.48 .82

Resilience (1-5) 2.33 4.85 3.75 .34

3.2.2 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계를 살펴보고, 회귀분

석 시 주요변수들 사이에 상 계와 다 공선성을 확인

하기 해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상 분석결과상

계수는 0.7 이하 고 각 변수들의 다 공선성의 여부

를 알아보기 해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살펴봤을 때 1.130～1.928로 나타나

다 공선성을배제할수있었다. 주요변수간상 계는

Table 3. 에 제시하 다. 직무소진과 정신건강(r=-.497),

정서노동과 정신건강(r=-.082)은 부 으로 유의미한 상

을, 회복탄력성과 정신건강(r= .625)은 정 으로 유의

미한 상 을 보 다.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04 13.7

female 880 86.3

Age Mean 33.84 / S.D 7.54

Level of
Education

collage graduation 60 6

bachelor's degree 530 52

master's degree 390 38

doctor's degree 40 4

Education
period

Mean 17.38(year) / S.D 1.91(year)

mental health
type

MH nurse 250 24.51

MH social worker 450 44.12

MH psychologist 320 31.37

Grade
1st grade 387 37.94

2nd grade 633 62.06

Working
agency
type

hospital, clinic 367 36

university hospital 102 10

mental health center 224 22

addiction center 30 3

privation agency 41 4

national agency 71 7

etc 184 18

task
(duplicate
response
possible)

mental health care 170 34.8

case management 424 80.2

program perform, education
for client

533 101.6

psychological test and
assessment

333 65.7

suicide counseling and
intervention

183 34.4

addiction counseling and
intervention

155 30.8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433 84.7

discharge plan and social
work resource linkage

210 40.0

administrative work 467 90.8

education
(lecture, supervision et al)

368 78.8

etc 43 8.0

period of
working
(month)

Mean 61.49(month) /
S.D 55.87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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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020)

1 2 3 4 5 6 7

1 1

2 .681** 1

3 -.154** -.126** 1

4 -.285** -.239** .239** 1

5 -153** -.147** .275** .307** 1

6 .199** .197** -.171** -.421** -.065** 1

7 .243** .221** -.147** -.497** -.082** .625** 1

Note. 1=age, 2=work period, 3=social desirability, 4=job
burn-out, 5=emotional labor, 6=resilience, 7=mental health

3.3 주  변수  조절효과

3.3.1 정신건강 전문 원  직무 진, 정신건강  

회복탄력

문요원의 직무소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회복탄력

성의조 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모델 1>에

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하 고 그

결과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분산에 해 26.0%의 설명

력을 보 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89.373, p< .00

1). 한, 직무소진(β=-.458, p< .001)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부 향

력이 시사되었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직무소진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 변수인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46.1%의 설명력을 보여

20.1% 증가된 수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

=173.737, p< .001).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된 변수

는 독립변수인 직무소진(β=-.269, p< .001), 조 변수인

회복탄력성(β=..499, p< .001)이다. 즉, 직무소진의 정도

가 약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 정신건강 수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회복탄력

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46.4%의 설명력을 보여 단계보

다 0.02%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분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146.017, p< .001). 조 효과를 나타내는

직무소진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β=-.435, p< .05)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요

원의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이 회복탄력성에 의해 조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요원의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의 계에서 회복탄

력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독립변수와 조 변수

를 평균 심화(mean centering)를 산출하여 표 화하

고 조 변수가 평균값일 때, 평균값보다 1 표 편차 클

때, 평균값보다 1표 편차 작을 때의 2가지 표 값으로

좌표를 구하여 Fig. 2.에 제시하 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 의집단과 낮은수 의집단에서각각의기울이가다

른 것을 통해 1차 으로 문요원의 직무소진과 회복탄

력성 간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

이 높은 수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강한 직무소진을

경험하더라도 정신건강이 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Moderate Effect of Resilience

Table 4. analysis of moderating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

Variable
Mental health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Age .101 .066 1.767 .081 .053 1.656 .082 .054 1.680
Work period .013 .064 1.721 .005 .024 .744 .004 .020 .621
Social
desirability

-.386 -.020 -.700 .270 .014 .572 .305 .015 .648

Independent
variable

Job burnout
(A)

-4.969 -.458 -15.887*** -2.919 -.269 -10.169*** 2.226 .205 .907

Moderator
variable

Resilience
(B)

16.720 .499 19.450*** 22.207 .662 8.113***

Interaction
variable

(A)×(B) -2.731 -.435 -2.111*

constant 64.706 -6.523 -27.484

R² .260 .461 .464
Adj. R² .258 .459 .461
△R² .184 .201 .002
F 89.373*** 173.737*** 146.017***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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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신건강 전문 원  정 노동, 정신건강  

회복탄력

문요원의 정서노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회복탄력

성의 조 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를투입한 <모델 1>에서는 7.7%의 설명력을 보

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21.096, p<.001).하지만,

독립변수인 정서노동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2>는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정

서노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 변수인 회복탄력성을 투

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40.7%의 설명력을 보여 3

3% 증가된 수 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1

39.055, p< .001). 하지만, 투입한 변수 조 변수인 회

복탄력성(β=.595, p< .001)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모델 3>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40.

7%의 설명력을 보여 단계와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

학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요원의 정서노

동과 정신건강의 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결론  논  

본 연구는 문요원이 경험하는 직무소진 정서노

동과 정신건강의 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 효과를 검

증함으로써 정신건강 역에서의 융합 근에 한

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에 그 목 이 있다. 기존의 연구

가 정신건강 서비스 상자에게 집 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의정신건강에 주목함

으로써 정신건강 역에서도 서비스 상자와제공자 입

장 모두를 융합 으로 근해야함을 보여주는 시도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 로 실천 ・정책 차원

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요원의 직무소진과 정서노동은 정신건강에

부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나 선행연

구를 지지한다[12,28]. 이는 지 까지 문요원은 정신건

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왔

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해 련 서비스의

혜택을 역으로 받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문요원 스스로의 정신건강이 유지되

어야 상자에게도 건강하고 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요원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 정신건강 역에서 간과했

던 서비스 제공자의 정신건강에도 심을 기울임으로써

서비스 상자와 제공자 모두의 정신건강을 한 융합

인 근이 필요하다. 이를 해 동료그룹 간의 문 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층 인 개입이 필요한 사

례에 한 유 기 과의 사례회의 수퍼비 [3] 등을

각 직역별 회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과정을통해 직무에 한 만족도가상승[31]되며

발생할 수 있는 문가로서의 실수와 잘못에 해 인식

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 ‧업무 성숙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조와 업무처리 과정

역시 직무소진, 역할갈등, 직업에 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32,33] 비효율 인

조직 업무를 재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서노

동과 정신건강의 상 계수는 매우 낮은 수치여서 그

련성의 강도가 약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문요

원들에 국한된 결과인지를 생각해 야 하며,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측정도구 역시 문요원들의 속성을 잘 반

한 것인지에 한고려가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사

용한 정서노동척도는 주로 일반 인 서비스 역 종사자

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서 어려움을 측정하기

해 척도이다. 하지만 문요원들은 효과 인 서비스 제

공을 해 다양한 정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에게 정서노동의 속성은 일반 서비스 역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속성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

로 문요원의 정서노동과 정신건강의 연 성, 그리고

그 정도를 해석하는 것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야

한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문요원의 직무소진이 정 정

신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조 효과를 가져 보호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계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조 변수의 낮은 설명량과 그로 인한 약한 조

효과에 해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비록 회복탄

력성이 직무소진으로 인한 정신건강 하에 낮은 조 효

과를 나타냈지만 직무소진으로 인한 폐해의 잠재 험

성은 크다. 타인의 정신건강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요원들이 직무 소진을 경험할 경우 그들의 정신건

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은 이들

의 정신건강에서 을 두고 악되어야 할 요한 쟁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복탄력성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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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에 정 인 향을 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의

결과[34]살펴볼 때, 문요원의 회복탄력성을 발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문요원

들이 실천 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문요원의 개인내 활동(intrapersonal acti

vity)인 자기인식‧모니터링(self-awareness/ monitorin

g), 자기 조 (self-regulation)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9]. 뿐만 아니라 문요원의 정신건강을 해 자기

리(self-care), 마음챙김(mindfulness)이 정 인 향

을 주기 때문에[4] 제 3의 인지행동치료인 마음챙김(min

d- fulness), 수용 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

apy)와 정심리치료 등을 각 직역별 보수교육 혹은 워

크샵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 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요원이 문가로서의 성장 뿐 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내 회복의 경험을 하는

실천 패러다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문요원의정서노동이 정 정

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조 효과를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정서노동과

정신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고보고한 선

행연구[35]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문요원이 그들의 직무를 통해 정 인정서를 확 하거

나 과장되게 표 하게 됨으로써 실제 으로 직무만족도

가 높아지고[36], 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내면의 정서가

바 게 되어 결국 정 인 정서가 확 된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문

요원들의정서노동은 상자의회복에 직‧간 인 향

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깊이 있고 심층 인 정서활동

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에 한 자 심이 높아지는 결

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

로 문요원의 정서노동 정도가 평균 이상의 결과가 도

출된 본 연구를 통해 정서노동을 경험한 정도가 심할수

록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이 제

기능을 하지못한다고 볼 수있어이 결과에 해서는 신

한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차원에서 정신건강

문요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수 있는 융합 제도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요원의

정신건강을 검할 수 있는 상담센터 매뉴얼을 마련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ACS-NYU Children's Trauma

Institute에서 외상을 입은 아동에게 개입한 실무자의 이

차 외상스트 스를 검하고 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어[12]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 둘째, 문요원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

하고 쌓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결과분석을 통해

확인하 듯이, 문요원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무소진

과 정서노동 강도를 낮춰주고 정신건강에 정 인 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문요원의 이직

과 경력 단의 요인을 악하고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에

한 검을 하며 필요에따라 휴가제도 활용, 유연한 근

태제도의 리가 이 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더

불어 ‘정신보건노조’의 업을 통해 가시화된 불안정한

고용, 처우개선에 한 심과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해 몇 가지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연구에

서는 문요원의 수별‧직역별로 정확한층화표집이이

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를 보완하여 각각의 특성과 직역

을 표할수 있는후속연구를 고려해야 할것이다. 둘째,

문요원의 직역별‧ 수별 직무소진정도, 정서노동정도,

정신건강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해 심층 인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직역별‧ 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 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요원

의 정신건강과 련된 요인에는 정서노동, 직무소진 외

에 다양한 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을 포 하는 분석연구를 통해 보다 융합 이

며 실증 인 연구를 제안해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정서노동, 직무소진의 개념과 측정도구가 주로 서비

스 종사자에게 용되었던 도구를 사용하 으므로 문

요원들의 연구에 있어 제한 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문요원에게 합한 정서노동, 직무소진의 개념과 측정도

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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