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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율성,유능감,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연구대상자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6개 종합병원의 1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

로 편의표집하였으며,자료 수집방법은 자가 보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자료 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분산분석,상관분석,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연구결과 소진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결

혼유무,종교,교육정도,근무부서,경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소진과 기본심리욕구(r=-.59,P<.001)의 하위 변

수인 자율성(r=-.45,P<.001),유능감(r=-.52,P<.001),관계성(r=-.49,P<.0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또한 간호사의 

소진에 대하여 자율성(β=-.26),유능감(β=-.30),관계성(β=-.12),연령(β=-.17),경력(β=.09)은 34.3%의 설명력을 보

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수인 자율성,유능감,관

계성이 확인되었다.그러므로 간호사의 자율성,유능감,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사,관계성,소진,유능감,자율성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influence of burnout with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mong nurses. From oct, 25, 2013 to nov, 25, 2013, participants included 160 nurses from 6 major general 

hospital located in urban areas in Korea. Data fo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burnout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were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shows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and autonomy(r=-.45, P<.001), competency(r=-.52, P<.001), relatedness(r=-.49, P<.001). The 

variables predicting burnout were autonomy(β=-.26), competency(β=-.30), relatedness(β=-.12), age(β=-.17), 

number of service years(β=.09).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4.3% of the variance of burnout in nur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asic psycological needs to decrease burnout. Therefore 

nursing managers should develop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autonomy, relatedness and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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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문 이고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 간의

동작업을통해환자들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때

문에 병원 종사자들 에서도 가장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수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에 한 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다양하고 문

화된간호에 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이에따라서의

료기 들은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들의 만족을 도모하고 병원평가에서 우수한 병원으

로 인정받기 하여 간호사들에게 더욱 친 하고 질 높

은서비스를제공할것을강요하고있다.이러한사회분

기는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스트 스로 작용하고 있으

며, 상자 별로 문화된 간호업무 한 간호사의 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1].

이러한과정에서나타나는계속 인스트 스를

히 해소하지 못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간호사의 소

진은간호사가업무상황에서반복 는계속해서경험하

게되는스트 스를더이상감당하지못할때나타나는

부정 스트 스 반응으로 부정 인 자아 개념 부정

인 근무태도,환자에 한 무 심 등의 상을 포함하

는 신체 ,정신 정서 탈진 증후군을 말한다[2].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사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업무에

불만족하고 부정 인 직업 태도를 가짐으로써,환자

간호의질을떨어뜨리게되고,그결과를본인스스로감

당할 수 없어 결국 이직을 래하게 된다[3][4].2013년

재 국내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2년 16.8%로 보건사회

복지종사자의이직률3.3%와비교할때훨씬높은상태

다[5].

간호사의소진과 련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업무스

트 스가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7][8]. 한소진이높을수록이직의도가높은것으로

나타났다[3][4].

Deci와Ryan은자기결정성이론[9]을통하여어떤사

회 환경이인간의성장을향한경향성을 진혹은

해하는지 설명하기 해 기본심리욕구의 개념을 제안하

다[10].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theory:

SDT)은 인간의 내재한 기본 인 욕구를 가정함으로써

인간행동이왜 발되는지에 한문제를다루는동기이

론이다[9].자기결정성이론에서동기는하나의연속선상

에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며,외재

동기에서 내재 동기로 나아갈수록 더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하 다.개인의 내 심리 욕구에 따

라 내재 동기는 사회 환경에 의해 진되거나 해

될 수 있으며,개인이 행동하는 동안 자율성,유능감,

계성등기본심리욕구만족정도에따라행동에 한내

재 동기가증진된다[9].기본심리욕구는인간이기본

으로 추구하는 보편 이고 생득 인 욕구로서 자율성,

유능감, 계성의3개범주로구성되어있으며,자기결정

성 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들이 충족될 때 자기결정성

행동이유발된다[9].그러므로인간의기본심리욕구만족

은 심리 건강과 성장,내 동기화,주 만족의 경

험,최 의 기능,자아실 을 해 필수 이다[11].

개인은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자 하며,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유능감이 발휘될 수 있어

자율성욕구는세가지욕구 가장핵심 인것으로취

되어왔다[12]. 한강요,마감기한,강제 지시,압박

인 평가,강요된 목표 들은 내재 동기를 감소시키고

[12],선택권의 부여,자기선택의 기회부여,감정에 한

인정 등은 사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들

게 해서 내재 동기를 강화시킨다[12].

기본심리 욕구에 한 연구는 체육학계나 교육학계

그리고 타 직업군에서 주로 용되었다.기본심리 욕구

에 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기본심리욕구가운동지

속의지에 정 인 향을 주었으며[13], 스포츠 참

가자의참가지속의도에있어서도기본심리욕구 자율

성이 높은 향을 미쳤다[14]. 한 자율성의 지지는 기

본심리욕구 심리 안녕감에 유의한 정 련성이

있었으며,기본 심리 욕구 충족이 심리 안녕감과 삶의

의미에 정 인 향을 미쳤다[15].

소진과 기본심리욕구와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항공사여승무원을상 로한연구에서기본심리욕구만

족은심리 소진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 다[16]. 한

심상담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본심리 욕구

만족은심리 소진과부 상 이있었다[10].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직무열의를

강화시키고 소진의 수 을 감소시켰다[17].

이와 같이 기본심리욕구가 소진에 향을 주는 요

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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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 한소진은완충

는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로,스트 스가 된 데에

따른 부정 결과이기 때문에 방이 가능하다.간호사

는 직무 특성상 처방에 따른 간호행 와 독자 인 간호

행 등두가지복합 인간호행 를하게되고,환자와

보호자 다른 의료인과의 끊임없는 계 속에서 일하

게 된다.

개인의 성향이 소진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지

만 환경 특성들이 소진을 유발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므로[18],개인 특성 보다는 조직의 사회·심리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한 기

본심리욕구가 간호사의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 향력을 규명하고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기 한

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기본심리욕구의 하 변수인 자

율성,유능감, 계성과 소진과의 계를 알아보는 연구

로서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간호사의일반 특성에따른소진의정도를

악한다.

둘째,간호사의 소진에 따른 자율성,유능감, 계성

욕구의 만족 정도를 악한다.

셋째,간호사의 소진과 자율성,유능감, 계성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간호사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

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간호사의자율성,유능감, 계성과소진간

의 계를 알아보기 한 상 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300병상 이상인 D 역시에 치

한S병원,K 학병원,D시에 치한A 학병원과B의료

원,P시에 치한 S병원,S시에 치한 C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 160명을 상으로 하 다.

표본크기는 Gpower3.1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유의수 0.05,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132명으로,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으로

하 다.

2.3 연구도구

2.3.1 기본 심리 욕구 측정 도구

기본 심리 욕구를 측정하기 해 자기결정성 이론

(SDT)에 근거하여 Ryan&Deci가 개발한 기본심리욕

구척도(BasicPsychologicalNeedScale;BPNS)를 토

로[19],Lee가타당화한‘한국형기본심리욕구척도’를사

용하 다[20].이 척도는 자율성(autonomy),유능감

(competency), 계성(relatedness)의 3가지 하 요인으

로구성되어있으며,각요인의 수가높을수록기본심

리 욕구가 잘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각 하 요인별

로6문항씩총18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응답범주는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Likert척도이다.Lee의 연구[20]에서 각 하 요인별로

Cronbach'salpha계수가각각0.89,0.77,0.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 변수별 Cronbach'salpha는 0.88,

0.80,0.75로 측정되었다.

2.3.2 소진 측정 도구

소진이란 인 인 이많은조직구성원들이장시

간 스트 스 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

인 심리 상으로[21],본 연구에서는 Pines,Aronson와

Kafry가개발한소진측정도구를Peak이번역한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21].이 도구는 신체 소

진,정서 소진,정신 소진의하 개념으로구성되어

있으며,응답범주는‘ 그 지않다’1 에서‘매우그

다’5 까지의 Likert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eak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0.86 이었으며[21], Yang의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0.89로나타났다[22].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는 0.92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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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or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oresofBurnout torF(P)

Mean±SD Scheffe

Age,y 21-25 56 (36.1) 62.04±11.93 0.429(.006)

26-30 41 (26.5) 63.27±12.76

31-35 26 (16.8) 57.00±10.42

36-40 15 (9.7) 56.53±12.67

41-45 9 (5.8) 53.56±12.65

46-50 8 (5.2) 48.75±10.98

Maritalstatus Single 97 (62.6) 62.60±12.20 3.76(.000)

Married 57 (36.8) 54.91±11.49

Divorced 1 (0.6) 68.00±00

Religion Yes 53 (34.2) 55.45±11.81 -3.23(.002)

No 102 (65.8) 62.07±12.23

Educationlevel Associate'sdegree(a) 105 (67.7) 61.54±11.92 5.67(.004)

a.>b>c
Bachelor'sdegree(b) 40 (25.8) 58.00±12.46

Master'sdegree(c) 10 (6.5) 48.80±12.41

Workdepartment Wards 99 (63.9) 61.75±12.02 2.99(.013)

Intensivecareunit 12 (7.7) 63.00±11.63

Operationroom 9 (5.8) 56.56±4.93

Emergencyroom 7 (4.5) 60.71±13.07

Outpatientservices 16 (10.3) 51.25±13.76

Other 12 (7.7) 53.92±13.49

Numberofservice

years
<2 37 (23.9) 60.30±14.34

2.78(.020)

2-3 27 (17.4) 62.30±11.92

4-5 20 (12.9) 64.90±11.74

6-7 19 (12.3) 59.21±13.24

8-9 11 (7.1) 63.73±9.41

≥10 41 (26.5) 54.46±10.11

Experienceofturn

over
Yes 83 (53.5) 58.48±11.68

-1.854(0.66)

No 72 (46.4) 62.11±12.52

Position Generalnurse 121 (78.1) 61.12±12.66 2.197(.091)

Chargenurse 11 (7.1) 56.64±10.40

Headnurse 19 (12.3) 54.58±11.10

Other 4 (2.6) 53.50±10.66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D 역시의S병원,K 학병원,D시의A 학병

원,B의료원과P시에 치한S병원,S시에 치한C병원

에본연구자가사 에 화로양해를구하고동의를얻

은 뒤,간호부를 직 방문하여 계자에게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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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실시하 다.자료는 교육을 받

은 연구보조원이 간호사들의 근무가 끝난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가지고설문을실시하 다.6개의병원에배부

한160부의설문지 응답이불성실한자료5부를제외

한 총 155부를 최종 분석하 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8.0을 이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

균과 표 편차로,자율성,유능감, 계성과 소진의 정도

는 평균,표 편차,범 로 산출하 다. 한 일반 특

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independentt-test와

one-wayanlaysisofvariance로,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소진과 련변수간의 상 계는

Pearson'scorrelationanalysis로 분석 하 으며,소진에

서 련변수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

(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 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를 윤리 으로 보호하기 해

자료수집 본연구자가사 에해당기 의 계자와

간호부에직 방문하여 허락을받았으며,4명의연구보

조원이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소요시간,연구 참

여자의익명성과비 유지,연구자료는연구목 으로만

사용할것을설명한후,참여동의서에서명을받고설문

조사를 하 다.연구 참여자에게는 설문지 작성 후 소정

의 사례품을 달하 다.

3. 연구결과 

3.1.1 일반적 특성 및 소진과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1>과 같다.연구

상자는 총 155명으로 연령별 분포에서 평균 연령은

29.87±7.33으로 21-25세가 56명(36.1%)로 가장 많았다.

성별분포는 남자가 1명(1%),여자가 154명(99%)이었다.

결혼유무는 97명(62.6%)이 미혼자 고,102명(65.8%)이

종교가 없었다.학력은 문학사가105명(67.7%)으로 가

장높은빈도를차지하 으며,근무부서는일반병동이99

명(63.9%)으로가장높은빈도를차지하 고,경력은2년

미만이 37명(23.9%)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 다.직책

은121명(78.1%)이 일반간호사 고,83명(53.5%)이 부서

이동을 경험하 다.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나이,결혼유무,종교,교육정도,근무부서,경력

에따라소진의유의한차이가있었고,Scheffe'사후검

증결과교육의수 에따른소진의차이는통계학 으로

유의미 하 다.

3.1.2 소진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정도

소진과자율성,유능감, 계성 욕구만족의정도를 분

석한결과는<Table2>와같다. 상자들의소진정도는

총 100 평균 59.81±12.45으로 간 수로 나타났

으며,기본심리욕구는총 90 평균61.48±8.32 으

로 간이상의 수로 나타났다.자율성은 총 30

19.63±3.63 , 유능감은 19.71±3.36 , 계성은

22.12±3.25 으로 간이상 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of statistic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burnout in 

nurses.                          (n=155)

Variables Mean±SD
Possible

range

Observe

range

BPN 61.48±8.32 18-90 40-89

Autonomy 19.63±3.63 6-30 10-29

Competency 19.71±3.36 6-30 12-30

Relatedness 22.12±3.25 6-30 14-30

Burnout 59.81±12.45 20-100 25-96

Abbreviation:BPN,basicpsychologicalneeds

3.1.3 대상자의 소진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간

의 상관관계

상자의 소진과 자율성,유능감, 계성간의 상

계분석결과는<Table3>과같다. 상자의소진은기본

심리욕구(r=-.585,P<.001)와 부 상 계가 있었으며,

자율성(r=-.447,P<.001),유능감(r=-.520,P<.001), 계

성(r=-.458,P<.001)과도 부 상 계가 있었다. 한

일반 특성 에연령(r=-.300,P<.001)과경력(r=-.184,

.022)과도 각각 부 상 계가 있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간호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49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491-50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Age, 

Service years     (n=155)

Variables

Burnou

t
BPN

Autono

my

Compete

ncy

Relate

dness
Age

r

(P)

r

(P)

r

(P)

r

(P)

r

(P)

r

(P)

BPN
-.585

(.000)

Autono

my

-.447

(.000)

.785

(.000)

Compete

ncy

-.520

(.000)

.802

(.000)

.377

(.000)

Relatedn

ess

-.458

(.000)

.850

(.000)

.498

(.000)

.595

(.000)

Age
-300

(.000)

.329

(.000)

.101

(.210)

.450

(.000)

.264

(.001)

Service

years

-.184

(.022)

.235

(.003)

.048

(.557)

.331

(.000)

.206

(.010)

.777

(.000)

Abbreviation:BPN,basicpsychologicalneeds,

CalculatedbyPearsoncorrelationanalysis

3.1.4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유능감, 계성이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4>와같다.회귀분석을실시하기 에는다 공

선성,독립성,정규성,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 다.

다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354∼0.734로 0.1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factor)는 1.362∼2.822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5.366∼26.534로 30을 넘지 않았고,분산

비율도90%이상인변수가없어다 공선성의문제를만

족시켰다. 한 오차의 자기상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통계량이1.875로2에가까워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잔차 분석결과 표 화된 잔

차의범 가-2.413∼2.891로등분산성을만족하 고,정

규성도 확인되었다.

다 회귀분석결과모형은통계 으로유의(F=17.106,

P<.001)하 다.간호사의 소진에 향을 주는 측요인

은 자율성(β=-0.26),유능감(β=-0.30), 계성(β=-0.12)

과일반 특성 연령(β=-0.17),경력(β=-0.09)으로간

호사의 소진에 하여 34.3%의 설명력을 보 다.

<Table 4> Association of burnout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Age, Service 

years                            (n=155)

Variabl

es
B SE β t P F P

Consta

nt
116.48 6.51 17.106 .000

Auton

omy
-.89 .26 -.26 -3.41 .001

Compe

tency
-1.11 .32 -.30 -3.38 .001

Relate

dness
-.46 .33 -.12 -1.38 .168

Age -.30 .18 -.17 -1.61 .108

Servic

eyears
.57 .66 .09 .86 .386

R

=.365

AdjR

=.343

4. 논 의

본연구에서간호사의소진정도는59.81±12.45 으로

같은도구를사용한Yang의연구[22]결과62.13±8.71 ,

Lee의 연구[23]결과 60.80±8.33 에 비하여 본 연구의

상자들은 낮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 본 연구에서 소진에 향을 미치는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소진은 연령,결혼유무,종교,교육정

도,근무부서,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부서

이동경험,직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이는연령,결혼유무,종교,교육정도,부서,직책에따

라서차이를보인Oh의연구[24]와,연령,경력,최종학력

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25],종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26]와 유사하 다.그러나 직 에 따라서

차이가있다고한연구[25]와나이,결혼유무,학력,종교

에따라차이를보이지않는다는연구결과와는상이하

다[26].

이상과 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간호

사의 소진에 향을 주는 일반 특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것은각연구마다연구 상자들을편의추출하

으며,연구 상자들이근무하는임상기 의사회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연구결

과의 일반화를 해서는 추후 연구 상자를 무작 추

출하거나외생변수를층화하여반복연구를할필요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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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에 속하는 21-25세 간호사의

소진 정도가 62.03±11.92,경력간호사에 속하는 26-30세

의군에서소진의정도가63.26±12.76로경력간호사가높

게 나타났으며,경력에 따른 소진의 정도는 4-5년 경력

군에서 64.90±11.74로 소진이 가장높았고,10년 이상 군

에서의54.46±10.11로소진의정도가 격히낮게측정되

었다.이는 경력이 2-4년의 군에서 소진이 가장 높게 측

정되고,10년이상의군에서소진이가장낮게측정된연

구결과와유사하 다[27]. 한10년이상의군에서소진

이가장낮게측정된연구결과와도모두유사하게나타

났다[22][25].

이는 10년 이하의 간호사들의 근무 연한이 늘어날수

록 업무에 한 책임과 업무 역과 업무부하가 늘어나

는 임상 상황을 반 해 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10

년 이하 간호사들의 소진을 낮추기 한 지지 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10년 이상 된 경력간호사군에서 소진의 정도가

격히 낮게 나타난 것은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근무기

내 인력과의 의사소통과 간호에 한 문성이 증가

하여상 으로업무에 한자율성이증가되어소진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28].

소진과자율성과의선행연구를살펴보면 등학교교

사를 상으로교육자율성과소진과의연구에서자율성

인식은소진감인식에유의미한 계가있었으며[29],방

사선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율성이 감소할수록

업무소진이 증가하 다[30]. 한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한연구에서도자율성이높은승무원은고객의

무례한 요구로 인해 부정 감정을 억제하고 실제 감정

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조 하 으며,심

리 소진 한 폭 감소하 다[16].

이는자율성이개인행동의주체이며원천으로자신의

행동을조 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고믿고,자신

의흥미나통합된가치로부터행동이유발되기때문이다

[9][12].그러므로간호사의소진을감소시키기 해서는

간호사의간호업무에 한자율성을증진시키기 한

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무부서에따른소진의정도는 환자실근무군에서

가장 높고 외래 근무군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어, 환자

실 근무군에서 소진이 가장 높게 측정된 연구결과와 유

사하 고[22],외래 간호사의 소진이 가장 낮게 측정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 다[24].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 등으로 환자

의 증도가 증가되어 증환자 간호업무에 한 부담

간호업무 문성과 계된간호사자신의업무수행능

력과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소진과유능감이 련된선행연구인다문화상담자의

문화 유능감이소진에미치는연구에서문화 유능감

이높을수록소진의정도가낮아졌으며[31],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소진이

감소하 다[32].

이는 유능감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 싶은 지각

에 한 욕구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자신

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하여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유능감을 향상

시키는 것은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유능감을발휘할수있는경험의기회를갖는것이 요

하며,이를통해소진을 방할수있다[33]. 한유능감

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발휘될 수 있는데 이는

유능감의충족이동기의내재화를 진시키고외 인동

기의 자기조 을 높여주기 때문이다[12][16].

그러므로간호사의소진을감소시키기 해서는간호

행 에 한 정 피드백을통하여자율성을지지하고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업무에 한

유능감을 충족시켜,내재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요하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소진의

수가낮게측정된것은선행연구[21][24][25]와유사한결

과로 기혼자의 연령이 미혼자보다 많아 연령에 따른 소

진과도 계가있을것이나,배우자유무에따른가족지

지와,정서 갈등에 한 처경험,사람들과의 계성

형성과 유지에 한 인간 인 성숙에 따른 차이로 사료

된다.

소진과 계성간의 련된 선행연구로는 심상담자

를 상으로 계성의욕구만족이높을수록심리 소진

을낮게경험하 으며[10],간호사를 상으로한연구에

서 사회 지지와 소진 간에 부 상 계가 있었다

[32][33][34]. 한 계성의 만족은 삶의 만족과 심리

안녕에 향을 주어 인간의 효과 인 활동을 해서 필

요하다[35].이는 계성이 사회 맥락 속에서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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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맷고단단한 계를추구하고발 시키고자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이다[9][12].

따라서 계성을향상시키는것은개인이사회생활을

하는데 요한 요인으로 소속된 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지 계를단단히하여스트 스상황에서부 응을

도와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친다[33][36].그러

므로간호사의소진을감소시키기 해서는간호사의지

지체계의구축을통하여의료기 내의 계성강화를

한 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의 간호업무상황

에서 반복 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 업무 스트 스

반응인부정 인자아개념 근무태도,환자에 한무

심등의 상으로나타나는간호사의소진을감소시키

기 해서는자기결정 동기인내재 동기가자극되어

야하며,이를 해서는자율성,유능감, 계성의욕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실시하 기

때문에 상자를 확률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재 간호사를 상으로 한 기본심리욕구와 소진의

련성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

의결과를모든간호사에게일반화시키기에는무리가있

어,추후 간호사의 소진에 기본심리욕구가 미치는 향

에 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연구는자기결정 이론에근거한기본심리욕구의

하 변수인 자율성,유능감, 계성이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

기 한 조사연구이다.

본연구결과간호사의소진은기본심리욕구와기본심

리욕구의 하 변수인 자율성,유능감, 계성과 부 상

계가있었으며,연령,결혼유무,종교,교육정도,근무

부서,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자율성,

유능감, 계성,연령,경력은 간호사의 소진에 해

34.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그러므로 간호사의 소진

을감소시키기 해서는기본심리욕구인자율성,유능감,

계성의 욕구만족을 한 간호사의 지지체계의 구축과

의료기 내의 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본연구자는본연구를토 로다음과같이제언

한다.

첫째,연구 상자를 확률 표집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본연구에서확인된변인이외에다른 향변인

을 추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본연구에서확인된소진의변화요인을검증하

기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기본심리욕구 만족은 간호사의 소진에 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입증되었으므로,간호사의기본심

리욕구만족을증가시키기 한 로그램의개발을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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