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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심장과 뇌혈관질환, 고혈압, 근골격계 질환

(Seward, 1990), 소화기 질환(Sakong et al, 1997)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불안, 우

울, 신경증, 알코올과 약물 중독 등 정신 기능의 장애와

도 연관되어 있으며 면역기능을 변화시켜 암의 발생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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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Social support was previously regarded as acting only a stress modifier, but many recent
studies have found a direct effect on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ole of social sup-
port on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to determine whether it acts via direct effect or indirect effect.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May 2003.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425 male work-
ers in an automobile factor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with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
naires. We used JCQ(Job Contents Questionnaires) to measure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and PWI-
SF(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to measure stress outcome. We analysed the relation-
ship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ftware AMOS4.  

Results: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cts both as a direct stressor and an indirect stressor via job
stress. However the direct effect was double the indirect effect.

Conclusions: The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tress was the more major. Therefore social support
is an independent stressor rather than a stress modifier in automobile facto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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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Houtman et al, 1994).

스트레스 발생 과정의 요소들은 스트레스원( s t r e s s o r ) ,

이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distress), 스트레스 중재요인

( m o d i f i e r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중재요인에는 대

응 방식(coping style), 성격( p e r s o n a l i t y )과 같은 개인

적 요소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같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연구(Koh & Yom,

2003; Baker et al, 1988)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

요구도보다 더 큰 스트레스의 예측인자라고 보고하고 있

어 사회적 지지가 중재요인이라기 보다는 직접적인 스트

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

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크게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 또는 간접효과( i n d i r e c t

e f f e c t )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직접효과

(direct effect)로 나눌 수 있다(Koh & Yom, 2003).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

들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는 못하

고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들 중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직

업성 스트레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M c L e a n의 인간-환경 적합 모형( P e r s o n - E n v i r o n m e n t

Fit model) 등 여러 가지 모형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직

무긴장모형(Job Strain model, Demand-Control

m o d e l )이 널리 이용되었는데, 이 모형은 근로자에 대한

요구( d e m a n d )와 이 요구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재량( c o n t r o l )의 불균형에 의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무긴장모형은 제3의 요소인 사회적 지

지를 포함하여 3차원의 확장된 모형으로 발전하였는데 낮

은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었다

(Karasek & Theorell, 1990).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감정적 통합이나 신뢰 같은 완충작용을 통해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는지, 작업의 상호의존성, 복잡한

작업수행시 협동의 필요성처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해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이 연구에서는사회적 지지가 직접적 스트레스요

인으로 작용하는지또는완충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Covarianc e

Structure Analysis)의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0 0 3년 5월 한 자동차 조립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5 5 5명에게서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 이 중 결측치가 있는 경우와 소수인 비정규직을 제

외한 정규직 남성 근로자 총 4 2 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 0 0 3년 3월

1 4일부터 2 0 0 3년 3월 2 1일까지 3 0명의 사무직 및 생산

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

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재구성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의 측정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은 JCQ(Job Content Questu-

onnaire) 설문 문항 중에서 장세진 등(Chang et al,

1 9 9 7 )이 번역한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를 사용하였다.

직무 요구도는 5개 문항, 직무재량도는 의사 결정 권한

(decision authority)(3문항)과 기량의 활용성( s k i l l

d i s c r e t i o n ) ( 6문항)의 9개 문항으로 총 1 4개의 문항에

대해‘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그리

고‘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4-point Likert

s c a l e )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1, 2, 3, 4점

을 부여하였다.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 점수를 구하여

이를 직무 스트레스라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직무 요구도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심

리적 부담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직무재량도 점수가 높

으면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이 높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의 측정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JCQ(Job Content Questuon-

naire) 설문 문항 중에서 장세진 등(Chang et al,

1 9 9 7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상사의 지지( 4항목)

와 동료의 지지( 4항목)의 점수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였

다. 응답자로 하여금‘매우 그렇다’( 4점), ‘대부분 그렇

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그리고‘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 지

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정신건강)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장세진(Chang, 1993)이 G H Q -

60(General Health Questionnaires)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P W I ( P s y c h o s o c i a l

Well-being Index) 중 단축형 P W I인 P W I - S F ( P W I -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PWI-SF의 점수 산정 방

식은 L i k e r t의 4점 척도로 각 항목에 0 - 1 - 2 - 3의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 각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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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PWI-SF 의 점수는 0-54 점 사이에 분

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 조립공장의 근로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PWI-SF 18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수면장해 및 불안, 우울, 요

인 2는 사회적 역할수행, 요인 3은 일반건강 및 생명력,

요인 4는 자기신뢰도로 묶였다. 이 중 고유치( e i g e n v a l-

u e )가 1이 넘지 않는 요인 4를 제외한 3가지 요인을 측

정변수로 사용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통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공분산구조분석)은 기존의 단변량분

석, 다중회귀분석 등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단편적

이고 일차원적인 관계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

하고 경로분석, 요인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이고 다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2001; Huh & Choi, 2000).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직업적 요인을

포함한 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장점은 측정

하지 않은 변수의 효과를 오차항을 이용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과 고용 불안정 등의

다른 직업적 요인은 이 연구의 모형에서 오차항을 통해서

통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석 모형을 단순화 하였다. 통

계분석은 SAS 8.1과 구조방정식 분석 프로그램인

A M O S 4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나이는 평균 3 8세, 근무 경력은 평균

1 1 . 5년 이었다. 장세진(Chang, 2001)이 P W I - S F를 이

용하여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2 7점 이

상을 고위험군, 9∼2 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그리고 8

점 이하를 건강군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 연

구의 대상 집단의 평균 스트레스는 2 5점으로 전국평균

19.67 보다 높았다. 직무재량도,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는 전국평균(Chang, 2001)보다 낮게 나타났다

(Table 1). 

2. 구조방정식 모형

동료의 지지와 요인 1과의 공분산 1.123 (p=0.004)과

직무재량도와 요인 1과의 공분산4 . 9 5 7 ( p = 0 . 0 0 7 )이 있었

으며,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모형

을 최적화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p<0.00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도 감소시켰다(p=0.026)(Fig. 1).  

3.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적 효과 보다 컸으며 영향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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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This study Reference†

Mean SD* Mean SD

age 38.01 05.58

work year 11.46 05.37

job demand 33.82 05.94 33.20 5.85

job control 50.78 11.58 59.59 11.100

supervisor support 08.46 02.72 10.58 2.59

coworker support 10.34 02.55 11.38 2.01

PWI-SF‡ 25.00 08.39 19.67 7.57

factor 1 12.63 04.31

factor 2 02.02 01.86

factor 3 08.47 03.12

factor 4 01.48 01.38

*, standard deviation          
†, national survey results by Chang(2001)
‡, Psychologic Well-being Index-Short Form



에 달했다 (Table 2).

4. 모형의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가정인 다변량 정규분포성

(multivariate normality)을 검정한 결과 왜도( s k e w )

8.123, 첨도(kurtosis) 7.468로 중간수준의 비정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 o l l e n -

Stine boostrap을 2 5 0회 실시하여 모형의 결과를 추정

하였으며, 모형은 p = 0 . 6 2 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지

수들이 이용된다.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

대적합지수로 Χ2= 7.915(자유도 9), p=0.543으로 적합

하였으며 GFI(Goodness of Fit Index)=0.995,

AGIF(Adjusted GFI)=0.983,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0.001로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를 평가

하는 증분적합지수로서 NFI(Normed Fit Index)=

0.985, NNFI(Non-Normed Fit Index)=1.005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 찰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여러 질환

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무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스트레스( d i s t r e s s )를

감소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Dormann et al, 1999).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직무

스트레스가 서로 독립적으로 스트레스에 작용한다는 견해

도 제시되었다(Baker et al, 1996; Dignam et al,

1988; Marcelissen et al, 1988). 소수 이기는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에 대한 견

해도 있다(Huh, 1999).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직무 스트레스

를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어

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지

는 않았고(p=0.114) AMOS4 프로그램에서는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효과는 간접

효과보다 2배 정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독립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다루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긴장모형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가 어떻게 조

합되어지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직무 요구도란 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직무부담(work overload), 시간

을 다투는 단순공정작업(machine pacing and hectic

work)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말하며, 직무

재량도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조절능력, 조직

정책 결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직무내용을 뜻한다. 이 모

형에서는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도라고 하는 두 가지 차

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전체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집단은 저긴장

집단(low strain group)으로 직무 요구도가 낮고 직무

재량도가 높은 직업적 특성을 갖는다. 두 번째는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으로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재량도 모

두 낮은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

량도 모두 높은 집단인 능동적 집단(active group)이다.

마지막으로 고긴장 집단(high strain group)은 높은 직

무 요구도와 낮은 직무재량도를 갖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

들로 조립공, 절단작업자, 화물취급자 등과 낮은 직급의

서비스업(호텔,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 요리사) ,

창구업무 근로자, 자료입력요원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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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effect of social support direct* indirect* total*

job stress -0.790 -0.790

psychosocial stress -0.487 -0.232 -0.719

*, unstandardised regression weight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 unstandardised regression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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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sek & Theorell, 1990). 직무긴장모형과 건강

장애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분위 모형

(quadrant model), 직무요구도를 직무재량도로 나누어

분석하는 나눗셈 모형(quotient model), 곱셈 교호작용

을 포함하는 모형(multiplicative interaction),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는 주효과 모형(main effect) 등

여러 분석 모형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긴장 집단

에 속하며 비교적 균질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동차조립공

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분위 모형을 적

용하지 않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직무 요구도, 직무

재량도를 하나의 직무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총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형태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을 기초로 한

것으로 측정변수들의 공통요인이 잠재변수가 된다. 공분

산행렬로 나타내어지는 잠재변수가 회귀분석내의 측정변

수가 되어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Lee, 2000). 따라서 기존의 사분위 모형의 분석방식과

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연관

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한 신

뢰도 분석결과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도,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의 Cronbach alpha값은 0.456, 0.756,

0.880, 0.884로 직무 요구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신뢰

도가 높았다. 직무 요구도의 신뢰도 계수가 낮은 것은 외

국에서 개발된 설문을 조직 문화가 다소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발생한 편차로 생각되며, 직무 스트레스와 사

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 요구도와 직무재량

도는 측정 변수들에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나오는 결

과이므로 단일 변량으로 간주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전체 모형을 통해 포괄적인 적

합도를 평가하였다.    

P W I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 추출과 V a r i m a x

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되었는데, 이는 요

인 1 (사회적 역할수행 및 자기 신뢰도), 요인 2 (우울) ,

요인 3 (일반 건강 및 생명력), 요인 4 (수면장해 및 불안)

로 묶인다. PWI-SF는 P W I가 다소 추상적이고 문항수

가 많아 응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적재값과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1 8문항의 단축형으로

만든 것이다. Lee & Lee, (1996)은 P W I에 대한 장세

진(Chang, 1993)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확인적 요인

분석과 새로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한 후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시행했는데 모두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왔다. 이 연구에서도 기존 P W I의 4개 요인을 가지고

P W I - S F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 3 4 . 3 5 3 (자 유 도 2) p<0.001, GFI=0.883,

AGFI=0.417, NFI=0.799, RMSEA=0.364로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P W I -

S F에 대한 요인분석이 수행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새로이 요인을 분류하여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시

행하였으며 P W I - S F는 Cronbach alpha=0.8914로 비

교적 신뢰도가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몇 주 동안의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나이와 근

무연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고용 불안정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

식의 오차항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였지

만 모든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동차 조립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다른 직종군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만 비슷한 작업 공정을 가진 직군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적: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중재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독립적인 스트레스원이라는

보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지지

가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

적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 5월 한 자동차 조립공장 근로자 4 2 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 사회

적 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평가하였으며 J C Q ( J o b

Contents Questionnaires)의 직무 요구도, 직무재량

도, 사회적 지지 항목과 PWI-SF(Psychosocial Well-

being Index-Short For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

계분석은 변수들 간의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위

하여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A M O S 4를 이용하였다.

결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적 영향 보다 컸으며 영향은

2배에 달했다. 

결론: 자동차 조립공장 근로자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직접적 요인으로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인 스트레스원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중심단어: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고동희 등·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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