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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studywasaimedtoinvestigateburnoutdegreeofK.M.D.s(Koreanmedicinedoctors)

whoworkatconvalescenthospitalsandtofindcontributionalfactorsfortheresult.Therelationshipbetween

burnoutandjobperformancewasalsostudied.

Methods : 77K.M.D.s(Male49(63.6%),Female28(36.4%))participatedinthissurveythathas62main

questionsaboutburnout,jobperformance,jobenvironmentand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Survey

wasconductedfrom19thAug.2013to6thNov.2013.

Results : AverageofburnoutdegreeofK.M.D.swas2.62outof5.Emotionalexhaustionwashighest

(2.80)anddepersonalizationwaslowest(2.20)amongsubordinateconceptsofburnout.Workplacelocation

andaverageincomeofthesubjectivewhicharesubordinateconceptsof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

showedsignificantcorrelationwithjobperformance.Roleconflict,relationofco-worker,workloadwere

significantfactorsforemotionalexhaustionandmeaningofthejob,willofpatient,challengeweresignificant

factorsforlackoffeelingofaccomplishmentbymultipleregressionanalysis.Relationofco-worker,aggression

ofpatientandmeaningofthejobwerealsosignificantfactorsfordepersonalization.

Conclusion : Emotionalexhaustionandlackoffeelingofaccomplishmentamongsubordinateconcepts

ofburnoutwerehighinthesubjectivewhoparticipatedthisstudy.Significantfactorsthatcontribut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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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ofthisstudy,showsdifferentresultcomparetothestudiesthatshowotherfactorscontributeto

burnoutwhoworksatconvalescenthospitalorotherplace.

Keywords：Burnout,Emotionalexhaustion,Lackoffeelingofaccomplishment,Depersonalization,

Convalescenthospital.K.M.D.(KoreanMedicineDoctor)

I. 서 론

소진이라는말은1970년 사회복지사들이이

유도 없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에게 냉정하게

하는 상을목격한 정신과 의사 Freudenberger

가이들의 정서 신체 탈진 상을나타내기

해처음사용하 다.이후,종사자들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양 ,질 업무량을 수

행해야하는상황에서신체 정신 고갈을 설

명하는데 소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소진

은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이 부정 으로 변화하

게 만들며,스트 스 상황에서 정서 ,육체

탈진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
.

한편,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풍 치매

고 압등노인성질환이증가하고있다.이에따

라요양시설도 격히증가하고있으며,요양병원

에 근무하는 한의사 수도 2009년 511명,2010년

650명,2011년836명,2012년1052명으로매년증

가하고 있다
2)
.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사회 공헌과 자아실

을목표로업무에몰입하지만시설내환자의

특성으로인해오는긴장감과장기 인환자와의

계속에서오는부담감으로인해입사 반부

의열정은 사라지고소진을 경험하게된다고 보

고된 것처럼
3)
,최근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

사들 역시 소진을 경험하 다고 호소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다.돌 을 제공하는 휴먼서비

스 문직은 공통 으로 심한 직무스트 스로

인해 그 결과 소진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4)
.이와 같이 소진이 진행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비인격 으로 하고 나아

가자기의자존감이상실되어일의성취감이떨

어지며 신체 인문제 뿐아니라정서 인무력

감,일과 타인 자신에 해 부정 인 태도를 취

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격하게 떨어지

게 된다
3)
. 한 조직 내 사람들과의 계에서도

기계 으로 행동하고 업무 수행에서 주도성을

상실하며, 효과가 매우 강하여 집단 내 다

른사람에게 향을미치게되고 기야는집단

소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4)
.

직장내소진 리의필요성으로소진에이르

게하는요인을밝히기 한연구역시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소진연구 기에는문제의원인

을개인 차원에서발견하기시작하 고,행동

과학의 발달하자 환경 차원인 조직에서 원인

을찾고자했으며생태 이 두되자이제

는개인과환경의상호 계에서원인을 찾고있

다
5)
.학자와 연구마다 다양한 에 따른 원인

을 제시하고 있으나,크게 개인 요인과 업무

환경 요인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
.

이처럼 휴먼서비스 직업 종사자들의 소진과

요인을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와 에도
1)5)6)7)8)9)

,휴먼서비스 종사자

인요양병원근무한의사에 한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진정도를 악하고 직무성과와의

계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한 인구사회학

요인과 업무환경 요인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소진을 리할 수있는기 자료를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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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도구는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소진정도,직무성과,업무환

경으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인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문항으로는 성

별,나이,결혼유무,종교생활, 문의 소지여부,

요양병원내 근무경력,이 직장,임상경력,월

소득,평환수,동료수,취미여부,거주지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소진 측정도구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하고,최혜

(1994)이 수정한 22개 문항의 소진 측정도구

를 본 연구 상황에 맞게 문항수와 문구를 수정

하여 사용하 다.
10)
이 척도는 3개의 하 요인

(정서 탈진,개인 성취감 감소,비인간화)으

로 되어있으며,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각 항목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

우 그 다(5 )’까지 5 Likert척도로 되어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3)직무성과 측정도구

서지선(2011)연구에서 활용한 직무성과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11)

직무성과 측정문항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각 항목은 5 Likert척도방식

으로, 수가높을수록직무성과가높다는것을

뜻한다.

4)업무환경 측정도구

업무환경측정도구는노회규(2007),김나연(2011)

의 도구를 각각 참고하 다
12)13)
.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항

목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5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수

가 높을수록 업무환경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 설문 문항의 구성과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2.자료수집 분석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주 남에 소재하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연구 상으로 하 다.설문

지는 총 90부를 배부하 으며 7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설문조사의 실시

본 설문을 실시하기 에, 남 소재 요양병

원의 근무 한의사 4명과 주 소재 요양병원 근

무한의사3명을 상으로 비조사를실시하

다.그후 신뢰도분석(Cronbach’sɑ)결과를토

로 최종설문지를 완성하 다.2013년 8월 19

일부터 9월5일까지 상요양병원을직 방문

하여,설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 다.질문지의 응답

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정도 다.총 77부가 회

수되었으며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v.14.0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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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ubordinatevariable Questionnumber Cronbach’sɑ

Burnout

Emotionalexhaustion Ⅰ.1∼6 .756

Lackoffeelingof

accomplishment
Ⅰ.7∼12 .776

Depersonalization Ⅰ.13∼17 .792

total 17 .850

Jobperformance

Jobsatisfaction Ⅱ.1∼4 .810

Organizational

commitment
Ⅱ.5∼8 .820

Intentiontoturnover Ⅱ.9∼12 .752

Total 12 .872

Workenvironment

Roleambiguity Ⅲ.1∼3 .720

Reward Ⅲ.4∼6 .834

Workload Ⅲ.7∼9 .630

Autonomy Ⅲ.10∼12 .630

Challenge Ⅲ.13∼15 .780

Relationofco-worker Ⅲ.16∼18 .744

Roleconflict Ⅲ.19∼21 .549*

Meaningofthejob Ⅲ.22∼27 .857

Willofpatient Ⅲ.28∼30 .391*

Aggressionofpatient Ⅲ.31∼33 .710

Total 33

Table1.Structureofquestionnaireandcronbach’svalue

*Number19,21,29Questionswereexcludedatfinalanalysisbecauseoflowcronbach’sɑ value.

해 분석하 다.

각척도별신뢰도수 을알아보기 해신뢰

도 분석을 하 고,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인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와 직무성과 차이는 t

검정,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한,

소진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특성,업무

환경 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3.IRB

본 연구는 동신 학교 순천한방병원 임상시

험 원회의 사 심사를 받았다(2013-06).

III. 연구결과

1.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

성은 Table2와 같다.

남성이 49명(63.6%),여성이 28명(36.4%)으로

남성이여성보다많았으며,30-40 참가자가가

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30명(39%),기혼이 47명

(61%)으로 나타났고,임상경력은 1∼5년인 경우



문 석․신헌태:요양병원 근무한의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

119

Table2.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subjective

Division N(%) M±SD

Sex
Men 49(63.6)

Women 28(36.4)

Age

20-29 8(10.4)

30-39 44(57.1)

40-49 18(23.4)

50+ 7(9.1)

Ageaverage 37.4year±7.7

Marriage
single 30(39)

married 47(61)

Lifeofreligion
yes 24(31.2)

No 53(68.8)

Specialistboard
yes 13(16.9)

no 64(83.1)

Employmenthistoryof

currenthospital

∼1year 37(48.1)

1year∼2years 18(23.4)

2years∼3years 14(18.2)

3years+ 8(10.4)

Employmenthistory

average
17.0month±19.4

Previousemployment

Privateclinic 25(32.5)

Koranmedicinehospital 15(19.5)

Convalescenthospital 16(20.8)

Publichealthdoctor 5(6.5)

Resident,Iintern 4(5.2)

Other 12(15.6)

Clinicalcareer

∼1year 8(10.4)

1∼5years 31(40.3)

6∼10years 22(28.6)

11years+ 16(20.8)

Income/month

∼3millionwon 1(1.3)

300∼ 500millionwon 36(46.8)

500∼700millionwon 34(44.2)

700∼1000millionwon 3(3.9)

1000millionwon+ 3(3.9)

Averagenumberof

patients/day
34.5±13.5

Numberofco-worker 2.6±2.0

Hobby

Yes 41(53.2)

No 34(44.2)

Missingvalue 2(2.6)

6.8hour/week

Locationofworkplace
Kwangju 29(37.7)

Jeonnam 48(62.3)

M±SD: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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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았다.

월 소득은 300∼500만원 36명(46.8%),500∼

700만원 34명(44.2%)순이었다.

일일 평균 환자수는 34.5명이었으며,직장 근

무지는 주29명(37.7%) 남48명(62.3%)으로

나타났다.

2.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진정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진 정도를

문항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소진 체는 평균

(2.62±.49)이며 최소값 1.41최 값 4.12로 나타

났고,소진의 하 요인인 정서 탈진,성취감

결여,비인간화는 Table3과 같다.

연구 상자의 소진 정도는 5 수를 기

으로 하여 정서 탈진 평균 2.80,개인 성취감

감소 평균 2.78,비인간화 평균 2.20으로 나타나

정서 탈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인간화

가 낮음을 알 수 있다.

3.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3.0±.58이며 최소값 1.58최 값

4.67로 나타났고,직무성과의 하 요인인 직무

만족은 2.9±.63,조직몰입은 3.0±.67,이직의도는

3.0±.81로 나타나 하 요인별 차이는 크지 않았

다(Table4).

4.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소진과

직무성과와의 차이

한의사의인구사회학 특성에따른소진과직

무성과와의 차이를 t-test 는 ANOVA,정규

성이 검정되지 않은 경우는 Kruskal-wallis검

정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소진

은 취미생활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진 않았고,다른 인구사회학 변

수들은 유의성이 없어,집단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반면,직무성과는 평균소득,직장소재

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5).

Valid Min. Max. M±SD

Emotionalexhaustion 77 1.17 4.50 2.8±.68

Lackoffeelingof

accomplishment
77 1.67 4.50 2.8±.51

Depersonalization 77 1.00 4.40 2.2±.68

Total 77 1.41 4.12 2.6±.49

Table3.Degreeofburnoutofthesubjective

M±SD:mean±standarddeviation

Valid Min. Max. M±SD

Jobsatisfaction 77 1.00 4.25 2.9±.63

Organizational

commitment
77 1.25 4.75 3.0±.67

Intentionto

turnover
77 1.00 5.00 3.0±.81

Total 77 1.58 4.67 3.0±.58

Table4.Jobperformanceofthesubjective

M±SD: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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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Jobperformance

M±SD torF p

Kruskal-

Wallis

analysis

M±SD torF p

Kruskal-

Wallis

analysis

Sex
Men 2.64±.50 .738 .463 2.96±.57 -.119 .905

Women 2.56±.48 2.98±.61

Age

20-29 2.64±.68 .847 .473 2.80±.40 1.131 .342

30-39 2.64±.47 2.90±.60

40-49 2.46±.51 3.17±.64

50+ 2.77±.12 3.04±.41

Marriage
Single 2.62±.52 -.001 .999 2.94±.55 -.323 .748

Married 2.62±.48 2.99±.61

Lifeofreligion
Yes 2.58±.55 -.387 .700 3.12±.62 1.529 .131

No 2.63±.47 2.90±.56

Specialistboard
Yes 2.65±.37 .251 .803 3.03±.48 .385 .701

No 2.60±.52 2.96±.60

Employment

historyof

currenthospital

∼1year 2.55±.51 1.048 .377 2.86±.54 1.530 .214

1year∼2years 2.79±.55 2.93±.68

2years∼3years 2.55±.46 3.20±.61

3years+ 2.63±.28 3.16±.40

Previous

employment

Privateclinic 2.63±.46 .682 .638 2.96±.52 .545 .714

Koranmedicine

hospital
2.41±.37 3.12±.44

Convalescent

hospital
2.69±.65 3.03±.70

Publichealth

doctor
2.65±.26 2.85±.31

Resident,intern 2.63±.13 2.92±.74

Other 2.71±.58 2.78±.76

Clinicalcareer

∼1year 2.54±.67 .211 .889 2.79±.65 2.171 .099

1∼5years 2.67±.46 2.84±.53

6∼10years 2.58±.48 3.02±.54

11years+ 2.61±.50 3.25±.65

Income/month

300∼500

millionwon
2.60±.55

.986

2.94±.56

.035*

¹≠³

¹≠⁴

²≠⁴

500∼700

millionwon
2.63±.46 2.90±.59

700∼1000

millionwon
2.66±.40 3.44±.21

1000

millionwon+
2.53±.44 3.72±.38

Hobby
Yes 2.51±.53 -1.897 .062 3.02±.63 .911 .365

No 2.72±.43 2.90±.54

Locationof

workplace

Kwangju 2.52±.48 -1.346 .182 3.16±.59 2.317 .023*

Jeonnam 2.67±.49 2.85±.55

Table5.Differencesofburnoutandjobperformancefollowing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subjective

*Statisticalsignificancesweretestedbyt-test(2groups)orANOVA(3-4groups).Kruskal-wallisanalysiswasconductedif

variableshaslackoftestof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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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진과 직무성과 간의 계분석

상 분석을 통해 소진과 직무성과 하 요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니,소진의 하 요인과

직무성과 하 요인간에서 반 으로 부 상

계를 보이며 이직의도와 개인성취감 감소

요인간의 계를 제외한 다른 요인간의 계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

다(Table6).

6.업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향

1)업무환경 기술통계

업무환경 하 요인별 기술통계는 Table7과

같다.

수가 높을수록 정 으로 요인을 평가한

것이다.역할모호 자율성 인간 계 환자의 공격

성 순으로 요양병원 내 해당 요인의 환경을 높

게평가했고보상,도 ,역할갈등,환자의의지

Emotionalexhaustion
Lackoffeelingof

accomplishment
Depersonalization

Jobsatisfaction -.280* -.676** -.281*

Organizational

commitment
-.501** -.551** -.383**

Intentiontoturnover -.615** -.205 -.406**

Table6.Correlationbetweenburnoutandjobperformance

**correlationcoefficient:p<0.01*correlationcoefficient:p<0.05

Article Valid Min. Max. M±SD

Roleambiguity 77 2.33 5.00 3.78±.60

Reward 77 1.00 5.00 2.48±.85

Workload 77 1.67 5.00 3.37±.87

Autonomy 77 1.33 5.00 3.52±.68

Challenge 77 1.00 4.33 2.68±.68

Relationof

co-worker
77 2.33 5.00 3.50±.61

Roleconflict 77 1.00 4.33 2.84±.62

Meaningof

thejob
77 1.00 4.67 3.29±.60

Willofpatient 77 1.00 4.33 2.93±.57

Aggressionof

patient
77 1.33 5.00 3.46±.69

Table7.Descriptivevaluesofsubordinatevariablesofworkenvironment

M±SD: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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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낮게 평가하 다.보상과 업무량 항목은

표 편차가 다른항목에비해크게나타나서 개

인별 편차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2)업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향

업무환경의 하 요인들이 소진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다 회귀분석(Mul-

tipleLinear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Table8).

정서 탈진과 업무환경 하 요인간의 추정

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정서 탈진=5.762+

(-0.438×역할갈등)+(-0.306×인간 계)+(-0.194×

업무량).정서 탈진은이회귀식에의해49%설

명될 수 있다.

개인성취감감소와업무환경하 요인간의추

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개인성취감 감소=

4.857+(-0.299×일의의미)+(-0.207×환자의의지)+

(-0.182×도 )개인성취감감소는이회귀식에의

해 48%설명될 수 있다.

비인간화와업무환경하 요인간의추정된회

귀식은 다음과 같다.비인간화=5.681+(-0.493×

인간 계)+(-0.296×환자의공격성)+(-0.222×일의

의미)비인간화는이회귀식에의해48%설명될

수 있다.

3)소진에 향을 미치는 업무환경

요인 분석

다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소진에 향을 미

치는업무환경하 요인으로추출된7가지요인

들에 해,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과의

련성을 검토하기 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 다.

역할 갈등 요인의 분석은 Table9와 같다.

나이범주에 따른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진 않았지만 p=0.071로 의미있게 나왔으며 사후

검정을 실시한결과20 그룹과40 그룹의차

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근무지에따른결과는 주가역할갈등요인

에 해 좋게 평가하 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p=0.052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Division Predictive-value R2
Durbin

-Watson
F p VIF**

Emotional

exhaustion

Roleconflict

.49 1.81 23.42 .00*

1.28

Relationof

co-worker
1.29

Workload 1.19

Lackoffeelingof

accomplishment

Meaningofthejob

.48 2.07 22.66 .00*

1.78

Willofpatient 1.55

challenge 1.72

Depersonalization

Relationof

co-worker

.48 1.54 22.71 .00*

1.19

Aggressionof

patient
1.16

Meaningofthejob 1.09

Table8.multipleregressionanalysisbetweenburnoutandsubordinatevariablesofworkenvironment

*Statisticalsignificancesweretestedbymultiple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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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SD t/F p Post-hoc**

Age

20-29¹ 2.50±.64

2.439 .071 ¹and³

30-39² 2.76±.64

40-49³ 3.07±.55

50+⁴ 3.09±.32

Locationof

workplace

Kwangju 3.01±.59
1.971 .052*

Jeonnam 2.73±.62

Clinicalcareer

-1year¹ 2.58±.73

2.437 .071* ²and⁴

1-5years² 2.68±.62

6-10years³ 2.97±.56

10years+⁴ 3.08±.56

Table9.Roleconflictscorefollowingby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

*Statisticalsignificancesweretestedbyt-test(2groups)orANOVA(3-4groups)

**post-hocwasconductedbytukey,scheffemethod.

임상경력에 따른 결과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p=0.071로 의미있게 나왔으며 사후검정을 실시

한 결과 1∼5년 그룹과 10년이상그룹의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다른 일반 특성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업무량 요인분석은 Table10과 같다.

근무지에따른업무량에 한평가는 주3.66

남 3.20으로 주에 있는 한의사가 업무량에

해 좋게평가했으며 두군간의유의하게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일반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도 요인분석은 Table11과 같다.

근무지에 따른 도 에 한 평가는 주 2.92

남 2.54로 주에 있는 한의사가 도 이라는

요인에 해 좋게 평가 했으며 두 군간의 차이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Division M±SD t p

Locationofworkplace
Kwangju 3.66±.76

2.287 .025*
Jeonnam 3.20±.89

Table10.Workloadscorefollowingby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

*Statisticalsignificancewastestedbyt-test

Division M±SD t p

Locationofworkplace
Kwangju 2.92±.70

2.432 .017*
Jeonnam 2.54±.64

Table11.ChallengescorefollowingbySocialdemographiccharacteristics

*Statisticalsignificancewastestedby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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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주목할 만한 요

인으로는 성별로 남성 2.78여성 2.52로 다소 차

이가 있었으며 월평균 소득수 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IV. 고 찰

1.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소진

정도와 하 변인별 특성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한의사의 소진은 개인

특성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라면 부분 어느 정도

의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좀 더 구

체 으로 살펴보면,아래와 같다.

본연구에서요양병원에근무하는한의사의소

진정도는 2.62로 나타났다.이는 직 인 비교

는 힘들지만,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의 소진 수 2.14
14)
와,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

호사의 소진 수 2.19
5)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소진 수

2.82
1)
보다는 낮았다.

소진의 하 변인 별로는 정서 탈진 2.80개

인성취감 감소 2.78비인간화 2.20으로 정서

탈진,개인성취감감소,비인간화순으로나타났

다.이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진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소진 진행단계별로 볼

때 기 열정이식어침체되어있는단계로 보여

진다.하 변인별 특성을 구체 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정서 탈진

요양병원 근무한의사는 정서 탈진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서 탈진

은 소진의 하 변인 핵심요소이자,가장 분

명한 증후
6)
라는 에서 요양병원 근무 한의사

의 소정정도를 측해 볼 수 있으며,정서 탈

진을 통해직무소진의 기증상을인식하여다

음단계로의 진행을 막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

정서 탈진의 하 항목 ‘퇴근할 때 즈음

이면 피곤하다’와 ‘나는 무 열심히 일하고 있

다’항목의 평균 수가 높아 이 항목과 련된

부분에서 더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탈진이 높을수록,이직의도 항목 ‘몇

년 후에 직장을 옮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에

서 수가 높았으며,조직몰입 항목 ‘직장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에서 수가 낮게

나타나,정서 탈진이 직장소속감을 약화시키

고,이직의도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서 탈진과 련한업무환경

‘모든 환자와 화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

다’,‘재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이다’,‘조직상의 문제나 상황 때문에 내 생각과

는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항목에

서 수가 낮게 나타났다.이는 요양병원에 근

무하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있어 환자와의 충분

한 화를 이루지 못하고,개인 소신과 조직

의 가치 과의 차이로 인해 역할갈등을 경험하

는데 반해,자신의 역할 기 감(자기효용감,주

의 기 )은 높음으로 인해서 탈진을 경험하고

지치게 되며 그로 인해 직장에 한 소속감 감

소와 더불어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개인성취감 감소

개인성취감 감소 역시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문직으로서의 성취감과 자

신감상실로이어질수있다
6)
는 에서 요성을

가지며,요양병원 종사자의 소진과 련된 기존

연구
1)5)14)
에서정서 탈진과개인성취감감소를

높게 경험하는것으로 나타난것과일치하는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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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취감 감소의 하 항목 ‘내 스스로가

매우활동 으로느낀다’와‘근무하면서가치있

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항목의 평균 수

가 낮아 이 항목과 련된 부분에서 더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성취감 감소와

부 상 을 보이는 직무만족 항목 ‘나의 일

은 장래성이 있으며,나의 발 에 도움이 된다’

에서 수가 낮았고,업무환경 항목 ‘나는 내

가 하는 일이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일을 통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배움

의 기회를 얻는다’항목에서 수가 낮게 나왔

다.이는 요양병원근무 한의사들이 자신의 업무

가 도 과 발 가능성 등 직업장래성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

무환경 환자의 의지부분에서 ‘환자의 상태는

매일매일 비슷하다’항목의 수가 높아,매일

하는 환자의 상태변화로 인한 업무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비인간화

소진의하 변인 비인간화 수는다른변

인의 수보다 상 으로 낮았는데,이는 유교

문화의 향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 인 비인간화를 드러내기 보다

는 간 이며 순화 인 표 법으로 서비스의

회피,거부,두려움 등을 나타낸다는 주장
16)
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비인간화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후로 감정

으로 무뎌질까 걱정이다’항목의 평균 수

가 높아 이 항목과 련된 부분에서 더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인간화와 부 상

을 보이는 직무성과 하 변인은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이었다.즉,요양병원 근무 에 느끼는

비인간화는 정서 탈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장

소속감을 약화시키고,이직의도를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직무성과

정도와 개인 특성과의 상 성

요양병원에근무하는한의사의직무성과는5

기 으로 평균 2.97로 나타났다.직무성과의 하

변인에서는조직몰입2.98,이직의도2.98로같

았고 직무만족 2.94로 다소 낮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이는 간값이상으로 정 직무성과

를 의미하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다소 높을

뿐 아니라 부정 직무성과를 의미하는 이직의

도도 그다지높지않은 결과로 반 으로

인 직무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직무성과란 직무가 의도하는 바를 성취하는 정

도이며 개인집단조직의효과성을 단하는기

이자 리자의 결과 목표이므로 조직의 목

표와 과업을 달성하기 한 종사자들의 노력과

능력발휘의 결과이다
11)
.따라서 요양병원에 근

무하는 종사자의 직무성과는 요양병원 내 서비

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는 만

큼,그간의 연구에서 직무성과와 부 상 성을

가지는 것으로나타난 소진에 한 리는필요

하다.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소재지와 한의

사의 평균소득은 직무성과와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즉,도시권에 근무하고 있을

수록,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

타났다.

한,소진과 직무 성과간에는 부 상 계

를나타내었다.이는소진과직무성과간의 계

를 연구한 여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5)12)14)

3.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진에 미치

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그 결과 정서 탈진과 련있는 변

수로는업무환경 역할갈등,인간 계,업무량

순이었다.개인성취감 감소와 련있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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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의 의미,환자의 의지,도 순으로 나타났

으며,비인간화와 련있는 변수로는 인간 계,

환자의공격성,일의의미순으로 향을주는것

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 으로 기술하자면,직장 내에서

역할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한의사의 연령,근무

지,임상경력에 따라 달랐다.즉,한의사의 연령

이높을수록직장에서역할갈등을덜느끼는 편

이었는데,20 군과 40 이상군에서는 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 다.이는임상경력이짧

고 조직생활경험이 은 연령 에서 역할갈등

을 많이 느끼다가,임상경력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덜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도시(주)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농어 는

소도시에 근무하는 한의사에 비해 역할갈등

을 덜 느끼고,자신의 업무량에 정 으로 평

가하며,자신의업무가도 인(자신계발,새로

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출퇴근시간,조직문화,근무환경,퇴근 후 자기

계발유리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

만
17)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4.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소

진에 한 최 연구라는 에서 그 의의가 있

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계 이

있다.

첫째,본연구의 상자는 주 남소재요양

병원에근무하는한의사를 상으로하여,연구결

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한의사를 상으로 한 소진 연구가 거

의 없고,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상

으로 한 소진 연구는 없어,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진 련 수를 타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이번 연구가 단면 ,양 으로 진행되

어,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소진 경험을 풍부

하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인구사회학

인 특성만 악했는데,소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성격유형 등과 같은 상자의

개인 요인에 한 추가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한, 정심리학이 두되면서 소진과 반

의열의라는개념이등장하 는데한개인과집

단에 한소진에 해 균형 으로 악하기

해선,열의라는개념도추후소진연구에있어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요양병원 근무 한의사들의 소진은 5 기

으로 평균 2.62로 나타났다.소진의 하 변인

에서는 정서 탈진이 2.80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성취감감소가2.78비인간화가2.20으로가

장 낮았다.

2.요양병원에근무하는한의사의직무성과는

5 기 으로평균2.97로나타났다.직무성과의

하 변인에서는 조직몰입 2.98,이직의도 2.98로

같았고 직무만족 2.94로 다소 낮았으나 큰 차이

는 없었다.

3.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인구 사회

학 특성에따라소진정도가다르지않았다.다

만,직무성과는 직장소재지와 평균소득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4.요양병원에근무하는한의사의업무환경과

련하여역할모호,자율성,인간 계,환자의공

격성과 련된 하 변인은 상 으로 정

인 평가를 하 고 보상,도 ,역할갈등,환자의

의지와 련된 하 변인은 상 으로 부정

인 평가를 하 다.

5.소진에 향을 미치는 업무환경의 하 변

인으로정서 탈진은역할갈등,인간 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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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련 있었으며,개인성취감 감소는 일의

의미,환자의 의지,도 이 련있었고,비인간

화는 인간 계,환자의 공격성,일의 의미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소진과 직무성과 간에는 부 상 계를

나타내었다.소진의 하 변인 별로는 정서 탈

진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개인성취감 감소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비인간화는 이직의도와

조직몰입 간에 높은 부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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