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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and analyze the diverse factors that are incurring stress

to the railway drivers, and to depict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accidents. To attain this purpose, the authors designed the questionnaire based on in-depth

interview, scrutinized the factors of stressors, and statistically tested the study theme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Factors such as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Based Self 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ors and Job

Satisfaction/Accidents, for the 212 samples received from KORAIL,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Resultedly, one of the findings indicate that certain aspects of a

driver's personalities, as measured by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based

self esteem play important roles in predicting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job stress and

accidents.

1. 서 론

오늘날의 사회는 수많은 조직들이 기반이 되어 형성,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직무가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체라는 것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감에 따라 개인은 조직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조직은 그 구성원인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조직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역할도 가중되고 복잡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과다한 업무부담은 물론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 스

트레스가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능률(제품생산 현장의 경우 인당 생

산성)의 저하, 근무태도의 부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의 저하, 맡은 일에 대한 몰입도 저

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훼손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정신적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항상 안

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룰 경우에는 조직과 

직원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나 성격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중재변수들에 의해 

그 정도가 감소되거나 완화되기도 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직무에 잘 적응하고 건강

할 경우 그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특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직무스

트레스 유발요인이 개인의 성격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도기관사를 대상으로 개인성격과 직무스트레스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이 같은 

관계가 직무만족, 나아가서 사고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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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인자
개인의 
특성

스트레스 증상

[과업관련 요인]

-직무부하  -근무조건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경력개발  -대인관계

-공격적 행동

-직무와 기타 역할간 갈등

[삶 관련 요인]

-직장과 삶 간의 갈등

-지각

-과거경험

-사회적 지원

-개인차

[신체적 증상]

-신진대사변화  -혈압상승  -두통  -심장마비예후 

-심장박동/호흡빈도 증가

[심리적 증상]

-직무불만족  -긴장  -불안  -초조  -권태  -꾸물거림

[행동적 증상]

-생산성 변화  -결근  -빠른 말투  -식습관 변화  

-수면장애  -이직  -흡연/음주 증가  -안절부절함  

<표 1> 스트레스 원천과 그 증상

(출처 : Don Hellriegel, and John W. Slocum, Jr. (2004), “Organizational Behavior”, Thomson, pp.168-186.)

각한다1).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와 그 직무에 대한 만족여부가 조직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특성(성격) 중 통제위치(locus of control)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조직기반 자긍심(organizational-based self-esteem, OBSE)의 개념들을 구분하고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정립한 다음 그 요인들이 철도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들 성격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이들의 선발과정과 

현업에서의 인력관리제도에서 어떤 측면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요약

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job stress)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독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미국 심리학자(Freudenberger)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뚜렷한 이

유 없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에게 냉담해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종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겪는 정

신적, 신체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정리해 보

면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의 직무 차원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일반 스트레스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

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현대조직에서 직무환경과 직무내용이 복잡해질수록 그 문

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과다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문제와 심리적 불만족은 물론 조직에서 개인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표 1 참조).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조직구성원의 업무특성

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특성들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떤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2.2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어떤 개인이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전적으로 그의 행동의지에 달린 것이 아

니라고 지각하며, 그것이 행운, 재수, 운명 때문에 왔다든가 힘이 센 강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그들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게 되는 생각을 외적 통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external control)이라고 부른다. 반면 어떤 사람이 사건을 자기의 행동에 달렸다든가 자신의 고정적 특

성(stable characteristics)에 달렸다고 보면 이를 내적 통제에 대한 신념(belief in internal control)이라고 

부른다. Rotter는 이런 개인의 신념체계를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1) 지금까지 철도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주제로 삼은 국내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관계검증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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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위치 특성 적합한 업무

내재

론자
자기 자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한다는 믿음
․적극적, 목표지향, 노력지향 
․참여적인 행동과 정서적인 안정 
․스트레스에 대한 수용력이 강하다

․자율적 업무
․참여적 리더십 선호

외재

론자

외부 요소
(운, 기회, 운명, 불가항력
의 외적인 힘)

․타인과 외부의 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믿음
․공격적, 독단적, 전제적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완전 통제된 업무
․지시적 리더십 선호

<표 2> 내, 외재론자의 특성

내재론자는 자기 자신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자신의 목표를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성취욕구가 높고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외적인 환경을 통제하는데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이 통제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는 결과와 만족도가 높고,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해 나가

며 적응력이 좋다. 반면에 외재론자는 자신의 운명은 외부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 자기 자신은 아무

런 힘이다 영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고, 타인에 대해 의존적이

며, 외부의 압력에 복종적이고 동조적이다(표 2).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써 반두라(Bandura)에 의해 오랫동안 연구되어왔다.

반두라(Bandura, 1977)에 따르면, 외적, 개인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

만, 그 영향은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 즉 인지적 요인의 매개에 의해서만 유효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인지적 매개요인을 대표하는 중심개념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다(Bandura, 1986).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할 것인가 혹은 도전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어떠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각되었을 때 더 많은 에너지

를 그 과업에 투입하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Maddux, 1995).

2.4 조직기반 자긍심 

최근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에서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성과에 조직기반 자긍심이 유의미

한 예측자로 확인(Pierce et al., 1989)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조직기반 자긍심과 관련된 선

행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하여 규명하려는 연구(김민정 등, 2006; 이재원, 2006; 정윤길과 이준호, 2005;

Hui & Lee, 2000; Lee, 2003b; Pierce & Gardner, 2004)들이 수행되고 있다.자긍심(Self-esteem)은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로서의 자긍심은 개인의 사

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 특성이며 자긍심이 낮고 높음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김보균 외 2000;). 일반적으로 자긍심은 특정과업중심의 자긍심, 조직중심의 자긍심 및 전반

적 자긍심으로 구분하고 잇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조직중심의 자긍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기반 자긍심(organizational-based self-esteem, OBSE)이란 구성원이 조직의 맥락에서 일정한 역할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Pierce, Gardner, Cummings,

and Dunham, 1989). 즉, 높은 조직수준의 자긍심을 가질수록 조직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보다 적절하게 

생각하며, 과거보다 조직 내 자신의 역할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중심의 자

긍심은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이 그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 높은 조직중심의 자긍심을 가진 근로자들은 조직에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으

며 영향력 있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구정대, 2003).

2.5 성격과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철도를 포함한 교통분야의 경우 성격과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중시되는 이유는 이들 요인이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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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경우 성격요인의 정확한 측정 여부, 그리고 

기업 혹은 직무마다 사고와 관련된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부분 성격

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정재우, 2000). 먼저 통제위치와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

한 연구로 Jones & Wuebker(1985)는 사고경험자인 경우 외적 통제위치 성향이 높고 자신으로 인한 사

고발생 원인을 경영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Mayer & Treat(1977)는 내적통제위치 

성향이 높은 사람에 비해 외적 통제위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 Clement & Jonah(1984)는 외적 통제위치 성향과 사고경험 건수와의 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사고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개인과 환경간의 적합적 관계가 부조화를 이룰 때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힌 Sherry(1991)의 연구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오류를 증가시킴으로써 사고를 유발한다는 Reason(1997)의 견해가 있다.

Hockey 등(1996, 2000)은 정서상태가 의사결정과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스트레스가 인

지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을 택하도록 영향을 주고 정신적 사고(思考) 노력을 감소시키도록 함으

로써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철도선진국의 하나인 일본의 경우 최근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重森 雅嘉 외, 2006; 井上 貴文 외, 2008). 이외에도 성실

성, 인지실패, 직무스트레스, 통제위치, 정서적 안정성의 상호작용이 안전행동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원영, 2006)등 직무스트레스가 각종 사고의 가능성과 빈도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밝힌 다

양한 연구가 있다(Broadbent, Broadbent & Jones, 1986; Hartley & Hassani, 1994).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헌들은 첫째, 개별 구성원들이 작업환경에

서 마주치게 되는 심리적, 생리적 증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을 유발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들과 그 결

과의 규명, 둘째로 직무스트레스 관련 부정적 결과의 예방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관리 및 대처방안, 마

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과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결과적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절 및 매개변수들의 규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최근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특히 조절 및 매개변수들을 확인하고 이와 직무스트레스 관련성

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Heinisch & Jex, 1997; Jex & Elacqua, 1999). 지금까지 확인된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개별 구성원들의 인구통계적 속성을 포함하여, A/B형 행동유형 및 

불안의 정도 그리고 부정적 정서등을 포함한 개인의 성향(Doby & Caplan, 1995; Moyle, 1995), 직무통

제와 사회적 지원(Daniels & Guppy, 1994; Manning & Jackson, Fusilier, 1996; Schaubroeck & Fink,

1998), 직무만족을 포함한 개인의 태도(Bogg & Cooper, 1995; Leong, Furnham & Cooper, 1996) 등 다

양한 요인들로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조직행동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의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기 Brief & Aldag(1981)등은 조직을 연구

하는 학자들에게 자신을 근간으로 하는 자기신념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Mossholder

등(1982)은 자기존중의 매개효과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변수들은 많은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확인되어 왔지만, 직무스트레스 연구에서 자기신념을 근거로 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의 영향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나아가 집단효능감(Group Efficacy)의 

효과를 살펴 본 연구 또한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보

다 적극적인 자기지각 혹은 집단에 대한 지각을 보유할 경우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같은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정도에 따라 불안, 우울, 좌절 혹은 감정

적 소진 반응이 정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Hackman &

Oldham(1980)이 분류한 다섯 가지 직무특성요인들 즉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그

리고 피드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상정할 경우, 직무특성요인들과 스트레스 결과가 어떤 영향관계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무특성요인들은 개인에게 자신의 작업과정 혹은 작업경험이 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작업환경의 일면을 제공하여준다. Hackman &

Oldham(1980)에 따르면 만일 어떤 특성이 직무에 내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수행자는 긍정적 그리고 매

력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유인작용

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직무특성이론과 관련된 많은 결과변수 즉 직무성과를 포함하여 직

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직무특성변수들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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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 & Jex(1991)는 직무특성의 대부분의 변수, 즉 과업정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피드백은 좌절과 

불안에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기술다양성과 과업중요성은 이러한 스트레스 변수들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Kellowat & Barling(1991)은 자율성과 과업정체성, 그리고 피드백 

등이 감정적 소진현상과 부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역시 기술다양성은 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Doby & Caplan(1995)은 102명의 전문직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드백의 부족과 통제의 부족이 직무상 경험하는 불안증상과 정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고려한 과업에 대한 유의성은 불안증상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이들 선행연구에서 직무특성의 다섯 가지 요인들과 스트레스간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는 않았지만, 직무특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통하여 그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직무특성요인이 함축

하고 있는 의미를 판단해 볼 때, 직무특성요인들이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상에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수준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의 출현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속성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Hackman & Oldman, 1980). 다시 말해서 직무특성에 대한 지각을 감정적 반

응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Champoux, 1991; Saavedra & Kwun, 2000). 직무특성을 기초로 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Larsen & Diener, 1992). 먼

저 열정과 즐거움 그리고 긴장의 완화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

족, 몰입감, 협동, 여분의 역할행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신경과민, 불유쾌함 그리고 피로감과 

같은 부정적 반응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갈등, 위험한 행동의 증가, 스트레스에 따른 제 증상 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정적 감정상태의 출현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출현가능

성에 초점을 두어 직무특성요인들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에 직무특성요인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보다 부정적 감정상태가 증가함으로

써 스트레스를 더 보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함이다.

Saavedra & Kwun(2000)은 과업정체성이 신경과민증상과 부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또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은 피로감과 부적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연구한 바 있다. 즉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상에 과업정체성이 부족할 경우 신경과민증상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부족할 경우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장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지만, 최소한 직무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개인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

혀주는 것이다.

한편 Xie & Johns(1995)은 직무특성과 스트레스 변수인 불안 및 소진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직무특성과 스트레스의 선형관계보다는 이 두 변수가 차라리 U- 형의 비선형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예를 들어 직무의 내재적 특성이 아주 높을 경우와 아주 낮을 경우 모드ㅜ 개인이 스

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연구결과 과업중요성과 불안, 과업정체성과 불안 그리고 소

진현상 등이 역U-형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나머지 직무특성관련 변수들과 스트

레스의 역U-형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의 연구에서는 높은 그리고 낮은 수준의 직무특성 

모드가 제한적으로나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지만, 낮은 수준의 직무특성에서 가장 직무스트레스와 

강력한 연결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Xie & Johns(1995)의 비선형적 역U-형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로 직무특성 요인들과 스트레스간 관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명확하며, 또한 그들

이 밝힌 것처럼 낮은 수준의 직무특성과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연결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선형적 관계의 유효성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원영, 2005, 2006; 한광현, 2003a).

3.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이 밝힌 이 같은 관계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기관사가 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을 끼치며, 직무만족은 순차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현업수행 직무스트

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관사 개인의 성격요인이 직무스트레스와의 상

호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직무만족의 수준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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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구성개념(construct)들은 이전의 관련연구에서 검증된 다항목척도

(multi-item scales)를 활용하되, 해당 항목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항목들의 응답에 대한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였다2)<표 4-6 ~

4-10>. 본 연구에 활용된 각 변수별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및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신택현 국광호(2006)가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활용하여 신체/정서적 요인을 묻는 14문항, 현업

직무수행 요인을 묻는 8문항 및 제도적 요인을 묻는 10문항 등 총 32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2) 성격요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성격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 3가지 차원의 성격요인은 통제위치, 자기효능감 및 

조직기반 자긍심이었다. 먼저 통제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신택현(1988)이 활용한 3가지 문항을 채택하였

으며, 자기효능감은 남선이 외 2인(2006)이 활용한 문항을 채택하되 그 하위변수인 비유능감 4문항, 추진

력 2문항 및 자신감 4문항 등 총 10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기반 자긍심은 정갑두(2009)의 3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성격요인에 대한 문항은 총 16문항이었다.

3) 직무만족의 측정

직무만족은 신택현(1988)의 연구를 활용하여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성취감, 조직에의 헌신, 상사와

의 관계 등 총 5문항을 채택했다.

4) 사고(accident)의 측정

사고의 경우 현직기관사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성해준 문항을 활용하여 사고경험 유무 및 사고

횟수 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기관사 개인별 실제적인 사고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객관적이고

도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연구의 편의상 기관사 개인의 주관적 기억과 판단에 토대해 기관사 

개인의 사고경험을 물었으며, 이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3)

3.3 설문 문항 및 측정방법

2) 요인분석은 공통성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주성분분석과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방식을 따랐는데 요인적재값의 cut

rate는 0.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KMO와 Bartlett 검정값을 도출하여 타당성 검증에 참고하였고, 문항의 신뢰도 판별을 위한 
Cronbach's Alpha Test에선 모두 0.7 ~ 0.9 사이의 비교적 양호한 값이 나왔다.

3) 실제 사고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응답자의 주관적 기억과 판단에 의존한 이유는 국내의 경우 그 같은 실제자료의 접근에 애로
가 있기 때문이다. 철도선진국들의 경우는 그 같은 자료가 객관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좀 더 의미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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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차원
문항번호 측정방법

변 수 세부변수

독립

변수

직무

스트레스

신체/

정서적 요인

l 정시교번근무
l 정시성과 안전의 가치기준간 갈등

l 사고발생의 강박감

l 신체적 피로 등

a1 ~ a14 요인점수

현업

직무수행 요인

l 신기술 및 신지식 습득의 부담

l 1인승무관련 스트레스 등
b1 ~ b8 요인점수

제도적 요인

l 사고책임의 불안

l 비상상황시 판단의 압박

l 과도한 민원 등

c1 ~ c10 요인점수

조절

변수
성격요인

통제위치

d1 ~ d16 요인점수자기효능감

조직기반자긍심

종속

변수

직무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d17 ~ d21 요인점수

사고 사고경험 유무 및 사고횟수 f1 응답자의 자기기술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문항들은 앞의 조작적 정의에서 기술된 선행연구들로부터 인용하였다. 각 

문항의 차원과 문항번호 및 측정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문항 및 측정방법 

3.4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10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철도관련 3개 주요 공기업(코레일, 서울메트

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212부의 유효설문(회수율 76%)을 수거하여 통계처리를 수행하였

다. 설문의 배포시, 특정조직과 특정 직군 및 제반 인구통계요인에의 쏠림을 방지하고 가급적 다양한 구

성원이 분포되도록 유의하였다. 즉 통계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표본수가 최저 30사례는 되어야 하기 때

문에(남궁근, 2010),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인구통계요인별 모집단의 최저 표본수가 30개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3.5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성격요인’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성격

요인 중 4가지 차원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고 있었다. 셋째, 코레일

과 지하철이라는 두 이질적 집단의 기관사들은 ‘직무스트레스’ 및 ‘성격과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데 반해, 후자의 경우

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및 고장경험의 유무와 횟수’의 경우 고장경험이나 횟수

는 여타의 변수들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고경험의 경우는 사고경험자 집단과 무사고 

집단 간에 성격요인이 일정한 조절역할을 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철도기관사를 대상으로 성격특성 요인인 자기효능감(자긍심 및 추진력), 내적통제위치, 그리고 조직기

반 자긍심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라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어떤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보려는데 목

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그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

스 요인 중 여러 차원이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주며, 자신감, 자긍심 및 내적통제위치 등의 성격요인이 직무만족

에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격요인이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

거나 낮추는 조절효과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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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의 환경과 특성, 혹은 위상 여하에 따라 성격요인의 조절효과가 차별적이라는 사실도 검증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 기관사 개인의 성격요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조직의 제

도나 환경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역으로 개인의 성격특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서 사

고경험자와 무사고자 간에 성격요인이 일정한 설명력을 지니는 판별변수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현직기관사들이 겪는 직무수행관련 스트레스 수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기관사가 결코 적지 않다

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격요인과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상호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성격을 지닌 기관사일수록 현업직무수

행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경우에도 오히려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직무스트

레스와 관련해서 볼 때 성격요인이 중요한 완충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관사의 선발과정에서 성격요인의 검증이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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