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부사 은 직업군인으로서 소부 의 투를 지휘하는

자, 첨단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의 문가 그리고 병사 교

육 군무를 리하는 문가로서 병사, 장교와 함께 군

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스트 스를경험하고 있는것으로 보고되고있다.

구체 으로 부사 은 장교와 병사 사이에서 역할이 모호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역할스트 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상 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신세

병사나 응에 어려움이 있는 심병사를 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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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리 부담이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 다수의 부사 은 본

인의 의사와 상 없이 조기에 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한 스트 스가 심하다[2-4]. 이 게 부사 은

직무와 련된 스트 스가 상당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는

데, 이에 처하지 못할 경우 스트 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진으로 이어진다[2-4].

소진(Burnout)이란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도록 조

직의 압력과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 , 정

신 고갈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5], 탈진, 냉담 그리고

성취감의 하로 구분된다. 탈진(exhaustion)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신체 으로 지치고정서 으로 고갈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냉담(cynicism)은 인간을 상으로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에 해 회의감을 경

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취감 하(diminished

pe rsonal accomplishment)는 일에 해 성취감을 느끼

지 못하고 무능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6]. 이처럼

소진을 3개 하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소진을 어떤 차원

(단일/다차원)으로 보는 것이 한가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소진의 하 요인들이 서로

독립 이기 때문에 단일차원으로 보는 것은 개념 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차원(3개의 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하다고 하 다[7,8]. 반면, 몇몇 연구자들은 단일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간결하기 때문에복잡한 계들

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 다[9,10].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장 을 고려하여, 소진(총 )과 소

진의 하 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부사 의 소진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병주[11]

는 군 시스템은 상당수의 부사 이 조기에 역을 해야

하는 불안정한 체계로 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에 한 불

신, 이직의도 그리고 소진을 야기한다고 하 다. 이자

[4] 역시 부사 의 높은 역할스트 스는 소진으로 이어

진다고 하 으며, Durand[12] 한 자발 으로 지원한

미국 군인들도 직무 요구가 과도할 경우 소진이 증가한

다고 하 다. 권상조[13]는 부사 342명을 상으로 소

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진의 하 요인인 탈

진, 냉담, 성취감 하는 5 척도에서 평균이 탈진 3.13

, 냉담 3.94 , 성취감 하 3.6 으로 나타나 부사 들

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음을 증명하 다. 병원행정직 종

사자, 융권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소진 정도

를 하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14-16], 5 척도에서 탈진

의 평균이 각각 3.39 , 3.12 , 2.69 , 냉담의 평균이

2.45 , 2.23 , 2.37 그리고 성취감 하의 평균이 2. 45

, 2.17 , 2.53 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상조[13]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사 들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사 의 소진은 심해질 경우 소

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4, 17]. 즉 부사 의 높은 소진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방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사 의 소진을 증가

는 감소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소진의 주요 연구자 한명인 Freundenberger [5]는

소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하나로 개인의 성격을 들

었다. 즉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

소진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

자들은 학생, 간호사, 피고용자(employee) 등을 상으로

성격 특히 5요인 성격이 소진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하나임을 밝 냈다[18-20]. 성격 5요인은 Costa와 McCrae

[21]가 개발한 것으로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는 공통 인

특성 5가지 즉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

증(neuroticism)이 있다고 하 다. 구체 인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 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사람이며 그 결과 인간 계가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

이 많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 다양성을 선호한다.

셋째,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온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정 인 계를 맺는 것을 선호하며, 배려심이 많고 이타

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높고, 규칙을 수하며, 주변인들에게 신뢰감을 다. 마

지막으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화를 잘 내

는 등 정서 으로 불안정한 사람들로 반 의미인 정

서 안정성으로 체해 사용되기도 한다[22].

성격 5요인과 소진에 한연구들은 다양한 상을상

로 진행되어 왔다. 자원상담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정서 안정성, 외향성, 자율성이 소진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외향성과 성취감 하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4]. 한 의료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

향성은 성취감 하와 개방성은 비인간화와 유의미한 상

이 있다고 하 다[25]. 그러나 Piedmont[26]이 의료종

사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방성은 소진과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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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가 없다고 하기도 하 다. 이처럼 5요인 성격

어떤 성격이 소진을 설명하는 지에 해 일 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23-26]. 이는 직업에 따라 5

요인 성격과 소진의 련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 다면 부사 은 어떠한가? 부사 은 군이라고 하

는 특수한 직업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가

능성이 크다. 한 김희완[27]은 공군 방공포병부 에서

근무하는 부사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성격유형에 따

라 직무만족이 달라진다고 하 다. 임기형[28] 역시 육군

부사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감이 높고, 안정감

이 있으며 책임감이 높은 부사 들이 직무 만족이 높다

고 하 다. 이는 부사 의 성격에 따라직무 만족에 서로

다르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사 의 성격 5요인 역시

직무와 련되어 소진을 차별 으로 설명할것으로 상

된다. 따라서본 연구는 먼 부사 의소진 정도를 살펴

보고, 부사 의 성격 5요인과 소진이 어떠한 련성이 있

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부사 의 소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사 의 소진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부사 의 성격 5요인과 소진은 상 계가 있는

가?

셋째, 부사 의 성격 5요인은 소진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가?

3. 연 방법 

3.1 연 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S 사이버 학교에 재학

인 부사 184명을 상으로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실

시하기 연구 상자 수를 G*Power 3.1 로그램을 이

용하여 계획하 다. 즉 effect size=.15, 유의 수 (α)=.05,

검정력(1-β)=.95로 하 을때 최소 연구 상자 수는 138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최소

138명 이상으로 선정하고자 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온라인으로 만들었다. S 사이버 학교 사이트에

설문을 만들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특

히 설문에 참여하기 설문의목 을자세히읽은 후이

에 동의한 부사 만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 다. 한 설

문 도 더 이상설문을하기싫은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하 으며, 연구용으로만 사용됨을명시하 다.

그 결과 총 184명이 참가하 으며, 그 불성실하게 응

답한 2명을 제외한 18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

다. 총 182명 남자는 163명(89.6%)이었고, 여자는 19

명(10.4%)이었다. 부분이 남자 으며, 연령은 22세에

서 56세까지 고, 평균 연령은 35.7세 다. 이들의 경력

은 1년부터 37년까지 으며, 평균 경력은 15.1년이었다.

3.2 측정도  

3.2.1 격 5  척도

Goldberg[22]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성격 련 100

개의 단극형 형용사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

하 다. 이 척도는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그리

고 정서 안정성이라는 5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그러나 내 상 이 지나치게 높고, 문항이 난해하거

나 부정 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어 Saucier[29]가 단축

형(Mini-Makers: A Brief version of Goldberg' Uni

polar Big-Five Markers)으로 수정하 다. 국내에서는

단축형 척도를 박일경[3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 다.

단축형척도 역시 기존과 동일한 5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요인별로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8 Likert식 척도이며, 1 은 ‘자신과 일

치하지 않는다’며 8 은 ‘자신과 완 히 일치한다’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외향성 .69, 성

실성 .58, 친화성 .67, 개방성 .68 그리고 정서 안정성

.62로나타났다. 성실성 요인의신뢰도는 .58로 다른 요인

들에 비해특히 낮았다. 따라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

항(단정하지 못한)을 삭제하여 분석하 으며, 수정된 성

실성의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3.2.2 진 

소진 척도는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이[31]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를 사용하 다. 국내에서는 신강 [32]이 번안 타당화

하여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척도는 탈진, 냉

담, 성취감의 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식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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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 은 ‘ 안그 다’, 5 은 ‘매우그 다’로 되어 있

다. 탈진 수가 높을수록 심리 , 신체 으로 많이 지친

것을 의미하며, 냉담이 높을수록 일에 해 회의 이게

된다. 성취감의 하는 수가 높을수록 성취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코딩하 다. 총 문항은 16문항

이며, 탈진과 냉담은 5문항, 성취감의 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탈진

.87, 냉담 .75, 성취감 하 .90이었다.

3.2.3 분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계를 알기 해 상

분석을 하 으며, 연령에 따른평균 차를 알기 해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Scheffe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런 후 5요인성격과 체 소진과의 련성을알기

해서는 다회귀분석을, 소진의 하 요인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서는 다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부사  진 정도  

부사 의 소진 정도를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이

소진( 체) 평균은 2.87이었으며, 소진의 하 요인 탈

진의평균은 3.23, 냉담은 2.81 그리고성취감 하 2.35로

나타났다. 즉탈진의평균이 가장 높고, 성취감 하는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Non-commissioned Officers' Burnout Level

category M(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burnout (total) 2.79(.97) 16 77

exhaustion 3.23(1.23) 5 25

cynicism 2.80(1.12) 5 25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2.35(1.09) 6 29

한 부사 의 나이를 20 , 30 , 40 로 구분한 후

연령 에 따라 소진에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진( 체)과 소진의 하 요인 냉담에서만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진

( 체)은 Scheffe 검증에서 20 가 40 이상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179)=3.420, p<.05], 소진의 하

요인 냉담은 20 와 30 가 40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179)=7.070, p<.001].

4.2 격 5 과 진간  상 계 

본 연구에서는성격 5요인과 소진간의 계를 알아보

기 해 성격 5요인과 소진의 하 변인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격 5요인

외향성은소진의하 요인즉탈진(r=-.39, p<.001; r=-.18,

p<.05; r=-.30, p<.001; r=-.15, p<.05)과통계 으로 유의

미한 부 상 이 있었으며, 외향성, 친화성은 소진의 하

요인 냉담(r=-.41, p<.001; r=-.33, p<.001)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은 성취감의 하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0, p<.001; r=-.20, p<.01; r=-.28, p<.001; r=-.26, p<.001).

즉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정서 안정성과 탈진은 동시

에 증가하 다. 한 내향성과 비친화성은 냉담과 동시

에 증가하 으며, 내향성, 불성실성, 비친화성, 비개방성

은 성취감 하와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개방성은 소진의 하 요인 탈진과 냉담, 성실성

은 소진의 하 요인 냉담 그리고 정서 안정성은 냉

담과 성취감 하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1

2 .23**

3 .47*** -.04

4 .50*** .42*** .26**

5 -.13 -.15 .12 -.23**

6 -.55*** -.56*** -.34*** -.19* .03

7 -.39*** -.18* -.30** -.07 -.15* .82***

8 -.41*** .04 -.33** -.12 .08 .86*** 66***

9 -.50*** -.20** -.28*** -.26*** .10 .71*** .26*** .44***

note1. 1. extraversion, 2. conscientiousness, 3. agreeableness, 4.
openness, 5. emotional stability, 6. burnout, 7. exhaustion, 8.
cynicism, 9.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note2. ***p< .001, **p< .01, *p<.05

4.3 격 5 과 진과  련

부사 의 5요인 성격특성과 소진과의 련성을 확인

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5요인 성격특성의 하 요인

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 안정성을 독

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소진( 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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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귀분석을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소진( 체)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성격 요인은

외향성(β =-.530)과 친화성(β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ffecting on 

Burnout

B β t

extraversion -1.095 -.530 -6.784***

conscientiousness -.514 .035 .514

agreeableness .341 -.166 -2.245*

openness .108 .122 1.446

emotional stability .120 .035 .548

F=17.231***, R2 = .31

***p< .001, *p<.05

다음으로 소진의 하 요인인 탈진, 냉담, 무능력을 종

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변량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를 동

시다발 으로 측정한다는 장 이 있다. 그 결과, Table 4

에서 제시되었듯이 외향성과 정서 안정성은소진의 하

요인인 탈진, 냉담, 무능력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측하 다. 구체 으로,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외향

성이 을수록 소진의 하 요인인 탈진[t(178)=-5.030,

p<.001], 냉담 [t(178)=-4.496, p<.001] 그리고 성취감

하[t(178)=-5.524, p<.001]을 더 많이 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서 안정성이 낮을수록 냉담을 더 많이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78)=-2.054, p<.05]. 한, 친

화성이 낮을수록 소진의 하 요인 냉담[t(178)=-2.717,

p<.01]을 더 많이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부사 의성격 5요인과 소진간의 련

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부사 182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에 한 분석 결과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부사 의 소진 정도를 알아보기 해 소진의 하

요인인 탈진, 냉담 그리고 성취감 하 의 평균을 살

펴본 결과 탈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

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상조[13]에서

소진의 하 요인 냉담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른 결과

이지만, 성취감 하가 가장 낮은 것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따라서 부사 은 성취감 하보다는 탈진과 냉담에

더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 상자의 특성에 따라 소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 에 따라소진의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20 의 부사 이 40 이상의 부사 보다 소진( 체)이

높았으며, 20 와 30 의 부사 이 40 이상의 부사

보다 냉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계 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지만, 소진의 하 요인 탈진과 성취감

Table 4.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ffecting on the Three Dimensions of Burnout
1 2 β SE t Wilks's A F

extraversion

exhaustion -.407 .081 -5.030***

.776 16.698***
cynicism -.285 .063 -4.496***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402 .073 -5.524***

openness

exhaustion .241 .117 -2.056

.957 2.611
cynicism .057 .092 .617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178 .105 -1.687

agreeableness

exhaustion -.147 .115 -1.275

.958 2.529
cynicism -.245 .090 -2.717*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123 .103 -1.188

conscientiousness

exhaustion .094 .118 .792

.980 1.209
cynicism .174 .093 1.871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074 .106 .692

emotional stability

exhaustion -.095 .099 -.958

.948 3.177*
cynicism .141 .078 1.808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

.063 .089 .704

***p< .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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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도 20 의부사 이 높고 40 이상의 부사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교사와 치과 생사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33,34]에서 연령이 낮은 사람들

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소진이 심하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따라서 군은 부사 을 포함한 은 부사 들이

소진을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격 5요인과 소진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 외향 이고, 친화 인 성격은 소진의 하 요인에 상

없이 체 으로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하고 정서 으로 안정된 성격은 탈진을, 성실하고

개방 인 성격은 개인 성취감 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 5요인이소진을 설명

하는 요한 변인이라는기존 연구와 일치한다[18,24,25].

넷째, 성격 5요인 어느요인이소진을더 많이설명

하는 지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과 다변량다 회

귀분석을실시하 다. 그 결과, 소진 ( 체)에는 성격 5요

인 외향성과 친화성이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진의 하 요인 탈진, 냉담, 성취감

하에는 외향성과 정서 안정성이 유의미하게 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사 은 성격 5요인 에서

도 외향성이 소진을 가장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진에 한 연구는 아니지만, 지휘 의 직무몰입

에 한 연구[28]에서 직무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외향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한 외향성인 사람들이 내향성인 사람들

에 비해 직무 환경을 더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는 데, 이러한 특성이 결과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35]. 실제 피고용자를 상으로 성격 5요인과 소진간의

계에 해 메타 분석한 연구[13]에서도 외향성은 소진

의 하 요인인 탈진, 냉담, 성취감 하를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외향

성은 간호사, 고용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사 에게서도 소

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 정서 으로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 스에 취약하고, 심리 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 결과 정

서 안정성이 소진 특히 소진의 하 요인인 탈진을 설

명하는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어왔다[22,36].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정서 안정성이 탈진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상 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

한 다변량다 회귀분석에서는 소진의 하 요인 어떤

것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외

향성이 부사 의 탈진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격 5요인과 소진 간의 계

가 직업에 따라 차별 인 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할 수 있다[18,26]. 그러나 상의 어떤 특

성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는 지에 해서는 향후 면

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

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는상 으로 40

이상의 부사 에 비해 20 , 30 부사 이 소진에 취약

하다는 을 밝 냈다는 데의의가 있다. 즉 본연구에서

는 20 와 30 의 부사 이 40 이상의 부사 에 비해

소진이 더 많이 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20 와 30 로

구성된 부사 의 경우 군문화에 새롭게 응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보다연령과군 경험이 많은병사를통

솔해야 하는 등 스트 스가 높은 것과 련이 있어 보인

다. 한 30 부사 역시 군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40

부사 에 비해 퇴직에 한 불안정성이 큰 것이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은 20 와 30 의 부사 들이

왜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지를 보다 면 히 분석하고, 이

에 한 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본연구는군이소진과 련된정책을실행할때

부사 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을 밝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 으로 군은 부사 의 부

는 보직 배치시 부사 의성격을 고려할 수 있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소진이 많이 야

기되는 부 는 보직에 내향 인 사람보다는 외향 인

사람 즉 온정 이고 정 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투입

함으로써 소진을 방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는 친 성이 소진 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 다. 즉 친

성이 소진의 하 요인에 각각과 련성이 있지는 않았

지만, 소진 총 에는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사 들의 이타심을 높이고, 동

심을 증가시키는 등 친 성을 향상시킨다면, 부사 의

소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업군인인 부사 의 소진을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90년 들어서 소진에

한 연구는 간호사, 보육교사 뿐 아니라[37-39] 부모, 학

생 등 다양한 분야를 상으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18]. 그러나 부사 에 한 연구는 그들의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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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 수 에 머물러 있

다. 따라서본 연구는 부사 의 소진에 한 심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소진 연구의 확 에 기여했

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본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같다. 먼 본 연구는부사

의심리사회 요인 성격 5요인이 소진에 미치는

향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5요인 외에도 성격을 나타내

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사회 요인에도

완벽주의, 처방식,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소진에 미치는

향 한 다를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성격요인

을 포함한 심리사회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있다. 다음으로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의 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

구에서 의미 있게 제시된 외향성의 하 요인과 소진 간

의 상 이나 회귀 연구를 통해 더욱 정 한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는 182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G*Power 3.1 로그램을 통해 구해진 최소인원

에 비해서는 많으나 일반 인 인문사회계통의 연구들과

비교시 사례수가 어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인에는 부사 외에 장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부사 만을 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체

직업군인의 소진 특성을 악하지 못하 다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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