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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학업소진척도(MBI-SS)의 국내 타당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과대

학 재학생들(4개 학년, 총 382명)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설문지를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 결과 3개의 하위요인(정서적 고갈, 무능력감, 냉소성), 총 14문항(정서적 고갈 5문항, 무능력감 5문

항, 냉소성 4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구조 모델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하위요인이 적절한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소진 척도는 우울과 정적상관을, 학업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나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학업소진, 정서적 고갈, 냉소성, 무능력감, 학업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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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18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

부(53.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본 연령

대는 10대(12.1%)였으며 자살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

적응적인 행동의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공부나 성적으로 인하여 학업이 너무 힘겹고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우울감, 초조함 등과 같은 심리상태를 말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

스에 장기간 노출된 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업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을 위협하며 그 결

과로 우울, 불안, 공격성의 증가 등 다양한 부적응적인 양상이 나타난다(최미경, 조용래, 2005).

이러한 스트레스의 결과를 스트레인(strain)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인이 만성화되면 소진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Jennett, Harris & Mesibow, 2003).

소진에 대한 개념은 서비스 영역(즉, 의료 서비스,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에서 제한적으로 사

용되었지만 점차 모든 유형의 전문 직업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소진 증후군은 직장인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경험

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견영기, 조성명, 황현국, 이강욱, 2010; 고흥월, 2012; 남상필, 이

지영, 장진이, 2012; 이영복, 2009; 이자영, 2010; 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

감, 스트레스,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상태를 의미한

다(고홍월, 2012).

국내에서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아직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최근

까지의 학업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대부분 입시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으며(남상필 등, 2012;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

민, 2011;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이자영, 2010) 2012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편의 연구

가 발표된 바 있다(고홍월, 2012).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중·고생의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BI-SS척도를 근간으로 

개발한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이영복 등, 2009)와 학업소진척도(MBI-SS)를 국내 중·고생 947명

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Shin, Puig, Lee, Lee & Lee, 2011). MBI-SS척도는 국내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MBI-SS척도를 개발한 Schaufeli 등(2002)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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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각 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했으며 Hu &

Schaufeli(2009)은 고등학생, 대학생,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

서 이루어진 MBI-SS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연구대상이 중·고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외국에서 

진행된 타당화 연구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보건계열 전공 대학생까지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

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학업소진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의대생들에게 학업 소진은 

50%~60%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의대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이다

(Dyrbye, Thomas, Eacker, Harper, Massie Jr, Power, Huschka, Novotny, Sloan & Shanafelt,

2007; Saipanish, 2003).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타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잘 

하는 학생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학업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 및 일반 대학생들보다 의대생에게 학업소진 증후군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국외 연구에서는 이미 의대생들의 심각한 학업소진 상태와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보고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Dyrbye, Tomas, Huntington, Lawson, Novotny, Sloan &

Shanafelt, 2006; Dyrbye, Thomas, Massie, Power, Eacker, Harper, Duming, Moutier, Szydlo,

Novotny, Sloan & Shanafelt, 2008; Guthrie, Black, Bagalkote, Shaw, Campbell & Creed, 1998;

Brazeau, Schroeder, Rovi & Boyd, 2010; Chang, Eddins-Folensbee, Coverdale, 2012). 국내 의과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소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적절한 측정도

구가 없어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MBI-SS척도의 타당화에 목적을 두고, 학업문화가 다른 의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했

을 경우에도 잠재변수들의 요인구조가 동일한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3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단적인 표집으로 인해 척도 타당화 연구의 일반

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학업문화가 전혀 다른 의대생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기

초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학업소진 관련 연구

의대생들에게 많은 학습량과 과도한 임상실습이 소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

준히 보고되고 있다(Guthrie et al., 1998; Dyrbye et al., 2008; Enns, Cox, Sareen & Freeman,

2001). 의대생의 소진은 우울, 알코올 남용, 삶의 질(Dyrbye et al., 2006), 공감과 전문성

(Brazeaue et al., 2010), 자살사고(Dyrbye et al., 2008), 학습 분위기와 임상실습환경(Dyr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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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Harper, Massie, Power, Eacker & Shanafelt, 2009), 우울과 충동성(Dahlin & Runeson,

2007), 정신적 스트레스(Guthrie et al., 1998)와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장기결석, 필수과목이수에 대한 동기저하, 높은 수준의 낙제율 등을 보였다(Yang,

200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의대생의 소진이 정신건강과 전문성 발달,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의대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첫째, 학업소진이 의대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학

업소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경험의 누적은 지속적으로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후속 학습수행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상

실시키고 정서적인 손상과 수행의 저하, 통제 불능의 경험으로 인해 무기력과 우울감을 경험하

게 된다(김아영, 1997). 강원대학교 의전원/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진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소진상태가 심해질수록 우울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견영기 등, 2010). 둘째, 의대

생의 학업소진을 파악하는 것은 자살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의대생에게서 나타나는 소진 증후군은 자살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Dyrbye et al., 2008). 최근 국내 의대생 단체인 메디키퍼에서 전국 37개 의과대학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생 10명 중 2명꼴로 자살충동을 느끼며 자살충

동의 이유로 36%의 의대생이 ‘학업’을 꼽았다(www.rapportian.com 2012.12.24. 인터넷 신문게

재). 따라서 의대생들의 학업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소진정도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예측하고 자살사고와 자살충동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의대생에게 있어 소진 증후군은 학생개인의 안녕과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업소진

을 측정할 만한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가 발표

된 바 있으나(견영기 등, 2010) 여러 직업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을 측정한 연구로 학업소진을 측정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

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업소진척도(MBI-SS)를 의대생 대상으로 타당화하

고자 한다.

3. 학업소진 척도 연구

학업소진척도(MBI-SS)는 MBI-GS척도를 기반으로 학업장면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로서 정서

적 고갈(exhaustion), 냉소성(cynicism), 효능감(efficacy)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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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서적 고갈은 학생들이 학업적 요구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피로와 기진맥진한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냉소성 문항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 거리 또

는 초연한 태도와 관련되며 효능감은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척도로써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학업효능감은 학생으로서 가지는 무능력감1)을 측정한다(Hu et al., 2009; Schaufeli

et al., 2002).

MBI-GS척도 개발연구에서는 3요인, 총 16문항(정서적 고갈 5문항, 냉소성 5문항, 무능력감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 1996) 이후 MBI-GS척도를 직업

별, 나라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냉소성 문항 중 1문항이 삭제되었을 때 모델 적합

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chutte, Toppinnen, Kalimo & Schaufeli., 2000). 이 같은 결

과로 인해 MBI-GS척도를 근간으로 하는 학업소진척도(MBI-SS) 역시 냉소성을 4문항으로 하여 

3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소진척도(MBI-SS)를 타당화한 Schaufeli 등(2002)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

드 세 나라의 대학생 166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나라 모두에서 3요

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중국에서도 타당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Hu et

al., 2009)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간호 대학교 학생 1499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세요인 모델의 적합도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관이 높은 문항을 

대상으로 공분산을 연결시킨 결과 3요인은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국내에서도 중고등학생 947명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척도(MBI-SS)를 타당화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Shin et al., 2011). 1요인 모델, 3요인 모델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1요인 모델보다

는 3요인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Hu & Bentler(1995)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NNFI= .89, CFI= .91, RMSEA= .08). 그래서 상관이 높은 두 개의 문항 간 공분산을 연결시킨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NNFI= .94, CFI= .95, RMSEA= .06). 종합적으로 유럽과 아시

아에서 연구된 학업소진척도(MBI-SS) 타당화 연구결과, 매우 좋은 적합도는 아니지만 3요인 모

델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공분산을 설정하는 모형의 수정을 통

하여 만족스러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문화교차적

인 타당화 작업을 통해 재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는 미국에서 타당화된 척도가 문화적으로 이질

1) 학업소진척도의 하위요인인 효능감은 역채점 문항으로 의미상 무능력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

기 위해 이후 무능력감으로 명명한다.

2) 스페인 TLI= .88, CFI=.90, RMSEA= .07, 포루투갈 TLI= .88, CFI= .90, RMSEA= .07, 네덜란드 TLI= .92,

CFI=.93, RMSEA= .06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사용했을 경우 각 나라에서 TLI, CFI 지수 모두 .90을 넘

었으며 RMSEA지수도 04-06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3) GFI= .87, NNFI= .82, CFI= .85, RMSEA= .10; 수정지수 사용 후 GFI= .91, NNFI= .88, CFI= .91, RMSEA=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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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즉, 문항구조

와 내용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째, 문화적 이질성을 수반하는 문항

들이 존재할 경우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개념 이외의 것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 척도의 신뢰도

와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고, 둘째, 따라서 대상과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셋째,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원문을 번역해서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사전에 배

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재인용). 따라서 특정 사회의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학업소진척도(MBI-SS)를 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

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은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업소진척도(MBI-SS)를 타당화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

재변수들의 개략적인 요인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외국에서 개

발된 문항들을 자국에 맞게 문항을 번안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위배되는 

문항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들은 대부분 모델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관이 높은 문항을 대상으로 공분산을 연결해 모형의 적합도 지

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나라마다 상관이 높은 문항들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

다. 즉 Schaufeli 등(2002)의 연구에서는 2개 문항(냉소성 3-4번)이, Hu 등(2009)의 연구에서는 8

개 문항(정서적 고갈 1-4번 문항, 10-13번 문항, 냉소성 11-14문항, 효능감 6-15번)이, Shin 등

(2011)의 연구에서는 냉소성 2문항(8-9번)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측변수를 사전에 제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관측변수를 제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지만 요인적재 값만으로는 단일 차원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 후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야 한다(Gerbing & Anderson,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의 요인구조를 밝히고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학업소진척도(MBI-SS)가 대학생들, 특히 의과대학생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동일한 요인구조와 적절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타당화과정의 일부로 우울, 학

업적 효능감과의 상관을 통해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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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Y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총 283부를 

회수했으며 2차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18부가 수거되었다. 1차에서 회수된 283부 중 

누락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272부(남자 186명, 여자 86명, 1학년 

65명, 2학년 73명, 3학년 67명, 4학년 67명)를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에서 수거한 118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한 110부를 1차 설문지와 합쳐서 총 

382부(남자 258명, 여자 124명, 예과 2학년 65명, 본과 2학년 112명, 본과 3학년 109명, 본과 4학

년 96명)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점근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으며 편향되지 않은 모수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되는 표본크기는 200개 이상이 권장되는데(김대업,

2008) 이미 6개월에 걸쳐 재학생의 80%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집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했던 272명의 데이터

를 2차 설문을 통해 구해진 110명의 데이터와 합쳐 총 382개의 데이터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개인특성 구   분
1차 연구(272data) 2차 연구(382data)

n(%) n(%)

성별
남자 186 (68.4%) 258(67.5%)

여자 86 (31.6%) 124(32.5%)

나이

10대 19 (7%) 19(5%)

20대 357(91.5%) 361(93.4%)

30대 6 (1.5%) 6(1.5%)

학부/의전원
학부과정 173 (63.6%) 236(61.8%)

의전원 99 (36.4%) 146(38.2%)

학년

예과 2학년 65 (23.9%) 65(17%)

본과 2학년 73 (26.8%) 112(29.3%)

본과 3학년 67 (24.6%) 109(28.5%)

본과 4학년 67 (24.6%) 9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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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y Survey Scale(MBI-SS)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2002)은 학업에 대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소진척도(MBI-S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MBI-GS척도(Schaufeli et al., 1996)를 학업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

정한 것으로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고갈(5문항), 냉소성(4문항), 학업 효능감(역채

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전혀 아니다, 7=늘 그렇다). 정서적 고갈

과 냉소성, 무능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상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학업소진척도(MBI-SS)

타당화 연구에서 각 나라마다 보고한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정서적 고갈 .74,

냉소성 .79, 무능력감 .76으로 나타났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정서적 고갈 .79, 냉소성 .82, 무능력

감 .69로 확인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정서적 고갈이 .80, 냉소성이 .86, 무능력감이 .67로 나타났다

(Schaufeli et al., 1996).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두 차례의 번안 및 번안 수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영어와 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사용자(미국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교육

공학을 전공한 1.5세 한국인)가 역 번역을 실시하였다. 역 번역된 검사지와 원문을 대조하면서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작업이 재차 시행되었다.

나. 한국판 CES-D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학업소진척도(MBI-SS)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성우, 신원식(2005)이 타당화한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척도는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일반인을 대상으

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다(배성우 

등, 2005). 이 척도는 총 20문항, 4개의 하위요인, 즉 우울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역채

점), 신체, 행동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

의 상태를 4점 척도(1=거의 드물게, 4=대부분)로 표시하는 데 전체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4종류의 한국판 CES-D척도가 소개되었는데 모두 높은 신

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로 확인되었으며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우울감정 .80, 긍정적 감정 .85, 신체,행동둔화 .77, 대인관계 .70으로 나타났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소진척도(MBI-S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김아

영, 박인영, 2001)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서 학

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학업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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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척도는 과제난이도(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10문항), 자신감(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 등(2001)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84, 자기조절 효능감 .76, 자신감 .74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

과제난이도 선호 .82, 자기조절 효능감 .81, 자신감 .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학업소진척도(MBI-S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 분석과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울, 학업적 

효능감과의 상관을 통해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 및 AMOS 20.0 이다.

Ⅲ.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학업소진척도(MBI-SS)의 잠재적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척도들의 점수

를 사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주축요인추출과 사각회전법4)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 도표, 설명량 등을 사용하였다.

스크리 도표는 세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스크리 도표

4)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요인 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요인 사이의 상관성을 허용하

는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김계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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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들을 선정함에 있어 요인 부하량 .35 이상5), 요인 간 부하량의 차이 .10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학업소진 1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

의 하위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MBI-SS문항과 요인 부하량(N=272)

문항(총14문항)
요인

1 2 3

Ⅰ요인. 정서적 고갈(Exhaustion)

나는 공부로 인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 .82 -.03 -.11

나는 공부 때문에 진이 빠진다. .76 .07 .03

나는 학교에서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녹초가 된다.  .71 .00 -.03

공부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나를 긴장시킨다. .70 .09 .04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피곤함을 느낀다. .57 -.06 -.17

Ⅱ요인. 무능력감(Inefficacy) 

나는 내가 참여하는 수업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고 믿는다. .06 .73 .01

나는 내가 수업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01 .70 -.00

내 생각에, 나는 좋은(훌륭한) 학생이다. .16 .66 .13

나는 공부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6 .63 -.24

나는 나의 학습목표를 성취했을 때 흥분된다. -.08 .38 -.23

Ⅲ요인. 냉소성(Cynicism)

나는 내가 하는 공부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해 더욱 냉소적이게 되었다.  .12 -.05 -.81

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12 .03 -.72

나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  .10 .05 -.70

나는 내가 하는 공부가 중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03 .05 -.63

고유값(Eigenvalue) 5.0 2.26 1.47

설명량(%) 35.7 16.1 10.4

누적설명변량(%) 35.7 51.8 62.3

Kaiser-Meyer-Olkin index =.82. 요인부하량은 사각회전법의 패턴행렬을 통해 산출되었다.

그러나 무능력감 중 “나는 공부를 하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다(역채점)”문항은 냉소

성 요인에 대한 부하량 .54, 무능력감 요인에 대한 부하량 -.57로 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의 절대 

값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나 문항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학업소진과 관련된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검증에 초점을 두어 문항을 선별하거나 제거하

는 과정을 탐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항을 어느 요인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

5)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인부하량 고려수준을 낮추어야 하는데(김계수. 2008) 본 연구는 250case이상으로 

.35이상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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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명확한 이론적 근거 없이 문항을 특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 문항을 삭제한 후 총 14문항을 가지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2%를 설명했으며(냉소성 36%, 정서

적 고갈 16%, 무능력감 10%), 문항들이 관련 요인에 이전보다 높게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N=382)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탐색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학업

소진척도(MBI-SS)의 세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소진을 단일 개념

(homogenous phenomenon)으로 간주하는 선행연구(Farber, 1998; Pines & Aronson, 1988)를 근

거로 1요인 모형을 검증하였다. 최근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선호되는 지수는 CFI, Delta 2

IFI이며(김계수, 2008) 모든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제시해야 할 적합도 지수로 χ2, RMSEA, CFI

를 강조하고 있다(김대업,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χ2, Delta 2 IFI, CFI, RMSEA 값을 중심으

로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3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은 210.096, 유의확률은 .000으로 χ2값은 모형의 적합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권장되는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IFI 값은 .918, CFI 값은 .917, RMSEA 값은 .078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

내어 앞서 설명적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3요인 구조가 추가로 수집된 자료에도 잘 부합되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요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3요인 모형 적합도(n=382)

χ2 df
IFI

Delta 2
CFI

RMSEA

(LO90-HO90)

본 연구

3요인 모형
244.551 74 .918 .917

.078

(.067-.089)

1요인 모형 930.320 77 .589 .586
.171

(.161-.180)

3요인 모형 구조 및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F1은 F2와 .26, F3과 .55,

F2는 F3과 .49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요인별 문항과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0.00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0.48~0.85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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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업 소진 전체 모형 

3. 신뢰도 추정치 및 하위요인 간 상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업소진척도(MBI-SS)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평균값 및 표준편

차, 그리고 신뢰도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학업소진척도(MBI-SS)간 상관은 .23 ~ .45까지 분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은 .45,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은 .23, 냉소성과 

무능력감은 .41의 상관을 보였으며 세요인 모두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본 연구결과와 국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Shin 등(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상관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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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Hu 등(2009)이 중국 고등학생과 일반 대학생,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관분석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과 중국 학생들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과의 상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표 4> 학업소진척도(MBI-SS) 상관분석결과(한국과 중국 상관비교)

본 연구 Shin et al(2011) Hu et al(2009)

국내 의대생

(n= 382)

국내 중·고생 

(n=947)

중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n=1.136)

요  인 1     2 3 1     2 3 1     2 3

1. 정서적 고갈 - - -

2. 냉소성 .45** - .59** - .60** -

3. 무능력감 .23** .41** - .21** .30** - .31** .55** -

MBI-SS전체 .78** .81** .68**
  

** p < .01

<표 5> 학업소진척도(MBI-SS) 상관분석결과(한국과 유럽 상관비교)

본 연구
Schaufeli et al 

(2002)

Montero-Marin 

et al(2011)
Moneta(2011)

의대생

(n= 382)

포르투갈

대학생(n=723)

스페인6) 

치대생(n=314)

영국

대학생(n=226)

요  인 1 2 3 1    2 3 1   2 3 1    2 3

1. 정서적 고갈 - - - -

2. 냉소성 .45** - .59** - .46** - .49** -

3. 무능력감 .23**  .41** - .26** .44** - -.12**-.36** - .22** .36** -

MBI-SS전체 .78** .81** .68**

** p < .01. *** p < .001.

한편, 본 연구결과와 유럽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포르투갈(Schaufeli et al.,

2002), 스페인(Montero-Marin, Monticelli, Casas, Roman, Tomas, Gili, & Gracia-Campayo,

2011) 및 영국(Moneta, 2011)에서 분석한 자료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비교 결과 유럽 3개국에

서 보고한 상관계수도 한국, 중국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

의 상관 값이 .45이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의 상관 값이 0.1 ~ 0.2수준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Montero-Mari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무능력감을 역 채점 하지 않아 부적상관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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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업소진척도(MBI-SS)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3요인의 평균값은 

12 ~ 1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추정치 ⍺는 .77 ~ .84까지 분포하여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의대생들의 학업소진 평균과 국내 중·고생과 중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3요인 모두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균

값이 중국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대생들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정서적 

고갈, 냉소성에서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능력감은 중·고등학생과 의대생의 

평균(17.4)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내적 일치도는 중국 보다 한국 연구결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학업소진척도(MBI-SS) 평균 및 신뢰도 추정치(한국과 중국 비교)

  

본 연구 Shin et al(2011) Hu et al(2009)

의대생

(n= 382)

국내 중·고생 

(n=947)

중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n=1.136)

척도 M SD ⍺ M SD ⍺ M SD ⍺
1. 정서적 고갈 16.9 5.7 .84 13.4 7.2 .86 11.0 4.6 .65

2. 냉소성 12.0 5.0 .84 10.7 6.0 .82 8.21 4.3 .75

3. 무능력감 17.4 4.5 .77 17.4 7.2 .82 15.2 5.7 .70

한국과 중국에 이어 스페인과 영국에서 보고된 평균값을 <표 7>에 제시하였다. 스페인 연구

는 스페인 Seville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442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요인별 평

균값을 살펴보면 냉소성 1.0, 정서적 고갈 2.1, 무능력감 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치도는 

.71 ~ .78수준으로 나타났다(Galan, Sanmartin, Polo & Giner, 2011). 마지막으로 영국 대학생들

이 보고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 2.5, 냉소성 2.1, 무능력감 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치도는 .76 ~ .85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의대생들이 스페인 의대생들보다 정서적 고

갈과 냉소성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스페인 의대생들이 국내 의대생들보다 무능력감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 대학생들은 스페인 의대생들보다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의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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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업소진척도(MBI-SS) 평균 및 신뢰도 추정치(한국과 유럽비교)

  

본 연구 G�lan et al(2011) Moneta(2011)

의대생

(n= 382)

스페인 의대생

(n=447)

영국 대학생

(n=226)

척도 M7) SD ⍺ M SD ⍺ M SD ⍺
1. 정서적 고갈 3.4 1.5 .84 2.1 1.0 .78 2.5 1.5 .85

2. 냉소성 3.0 1.5 .84 1.0 1.0 .78 2.1 1.6 .76

3. 무능력감 3.5 1.3 .77 4.4 0.8 .71 1.8 1.2 .78

4. 수렴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학업소진척도(MBI-SS)의 수렴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 사용했던 382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선,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소진 하

위 척도들과 우울감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업소진 하위요인과 우울과는 정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소진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척도(MBI-SS)가 적절한 수준의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을 보여

준다. <표 8>은 학업소진척도(MBI-SS)와 우울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표 8> MBI-SS 척도와 우울과의 상관(N=382)

학업소진척도

(MBI-SS)

우울(CES-D)

우울정서 긍정정서 대인관계 신체/행동둔화 우울전체

정서적 고갈 .33** .34** .24** .35** .40**

냉소성 .25** .30** .23** .34** .35**

무능력감 .21** .44** .13* .38** .35**

MBI-SS전체 .35** .47** .27** .43** .48**

** p < .01., * p < .05

다음으로 학업소진척도(MBI-S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적 효능감과의 상

관을 살펴본 결과 학업적 효능감과 부적상관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업에서의 소진상태

가 심할수록 학업 효능감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에 학업소진 척도와 학업효능감

과의 상관결과를 제시하였다.

7) 스페인과 유럽 연구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항목평균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도 항목평균값(요인별 평균÷

문항 수)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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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BI-SS 척도와 준거관련변인(학업적 효능감)과의 상관(N=382)

CASES 척도
학업적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효능감 전체

정서적 고갈 -.22** -.15** -.44** -.37**

냉소성 -.16** -.32** -.24** -.33**

무능력감 -.33** -.60** -.34** -.56**

MBI-SS전체 -.30** -.44** -.46** -.54**

** p < .01.

Ⅳ. 논의

의과대학의 학습 환경은 중·고등학교 또는 다른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기본적으로 다르

다(Evans & Brown, 2009). 의대는 총 6년의 교육과정(예과2년, 본과 4년)을 거치게 되는데 이중 

본과 4년은 학기가 아닌 분기단위로 운영되고 유급제도가 있어 평량 평균 1.75(Y의대의 경우)를 

넘지 못할 경우 진급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의대생들은 본과 재학 4년 동안 많은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잦은 시험과 유급제도로 인해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

다(이수현, 전우택, 양은배, 2012). 국내 의대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1명

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4.2%가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도 2.2%로 나타났다(이금호, 고유경, 강경희, 이혜경, 강재구, 허예라, 2012,

재인용). 실제로 2011년 Y의대 재학 중인 본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요인

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본과 1학년 중 36%, 본과 2학년 중 42%, 본과 3학년 중 40%의 학생들이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이수현, 2012). 의대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는 유급과 휴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10%내

외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더불어 학습부진 그리고 유급 또는 휴학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

으며, 이미 유급을 경험한 학생들은 유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업실패의 악순환을 반복

하고 있다고 한다(한의령, 정은경, 오선아, 최기오, 우영종, 2012). 낮은 학업동기와 학업성적 그

리고 잦은 결석 및 학업중단과 같은 학교 부적응의 주된 원인이 학업소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Yang, 2004). 따라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소진 연구는 의대생의 정신건강과 학

교생활적응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BI-SS)가 우리나라 의대생들의 

학업소진을 측정하는데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번역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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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학업소진척도(MBI-S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Y의과대학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업소진척도(MBI-S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였고 

다른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패턴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어 학업소진척도(MBI-SS)는 영문 학업소진척도(MBI-SS)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 문항이 삭제되어 총 14문항으로 확정 되었다. 우울, 학업적 효능감

과의 상관패턴은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업소진척도(MBI-SS)의 하위요인 간 상

관 및 내적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적절한 상관수준(.23~.45)과 합치도(.77~.84)를 지닌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학업소진척도(MBI-SS)가 한국 대학생들, 특히 의대생들의 학업

소진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4문항 3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효능감으로 분류되었던 “나는 공부하는 동

안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문항이 냉소성에서도 높은 요인 부하량(-.57)을 보여 삭제되

었다. 문항의 내용상 효능감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두 요인 이상에서 .30이상 부하되는 

것은 문항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으며(최성인, 김창대, 2010)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문항이 효능감 

문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

으로 학업소진 척도(MBI-SS)는 무능력감 5문항, 냉소성 4문항, 정서적 고갈 5문항으로 확인되었

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3요인구조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IFI= .925, CFI= .925, RMSEA= .079).

학업소진척도(MBI-SS)를 개발한 Schaufeli 등(2002)의 연구는 3요인 15문항을 그대로 적용해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다른 선행연구(Hu et al., 2009; Shin et al., 2011)에서도 동일한 

모형을 가지고 적합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관이 높은 문항끼리 공분산을 연결해서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별력이 없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오

히려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산출했다.

둘째, 학업소진 척도(MBI-SS)척도 3개의 하위요인 간 상관, 평균,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과의 상관은 .45로 요인 간 상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과의 상관은 가장 낮은 .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중국, 스페인, 영국의 연구결

과를 비교해 보니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요인 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정서

적 고갈 16.9, 냉소성 12.0, 무능력감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스페인 및 영국 학생들의 평

균값과 비교해보니 국내 의대생들의 소진 평균 점수는 무능력감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

의 소진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시아권 나라의 학생들 즉,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 유럽권(네델란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학생들보다 더 높은 소진을 경험한다(Hu

et al., 2009; Schaufeli et al., 2002)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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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비교해보면, 국내 의대생들이 스페인 의대생들보다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에서 더 높

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스페인 학생들은 무능력감에서 국내 의대생들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

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과 스페인 의대생들은 영국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에서 무능력감을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의대생들의 소진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며 한

국과 스페인 의대생들이 학업에서 무능력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

과정, 학습환경, 개인적인 생활사건과 같은 요인들이 의대생들의 학업소진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Dyrbye et al., 2006, 2009; Santen, Holt, Kemp & Hemphill, 2010). 본 연구 결과는 의대생

들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소진척도(MBI-SS)의 공인 타당화 과정으로 우울, 학업적 효능감과의 상관을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학업소진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

에서 소진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정서적 우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

끼며 행동 또한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견영

기 등, 2010; Dyrbye et al., 2006; Dahlin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업소진은 우울감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 자체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소진을 통해서 야기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울과 자살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학업스

트레스가 학업소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Koeske & Koeske, 1991). 반대로 학업소

진과 학업적 효능감과는 부적 상관(-.16~-.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소진을 높게 지각하

는 학생들일수록 난이도 높은 과제를 선호하지 않으며 낮은 자기 조절 효능감을 보이고 낮은 

자신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록 측정한 효능감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자기효

능감과 소진의 관련성을 증명한 연구(Hallsten, 1993; Hobfoll & Freedy, 1993)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Yang, 2004).

비록 특수집단인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척도(MBI-SS)를 타당화 했지만 국내외 연구결

과와 비교할 때 3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요인 간 상관의 방향이나 크기도 중국과 유

럽,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또한 일개 의과대학에서만 표집을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들이나 의대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화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생 및 전국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

문에 의대생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소진 현상을 세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학업소진척도(MBI-SS)를 기반으로 의대생들의 특수성과 학업문화를 고려한 척도개발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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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ation of the MBI-SS Scales

-based on Medical School Students-
8)9)

Lee, Soo-Hyun*

Lee, Dong-Yub**

The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Scales were validated using 382

medical students who were attending a university in Seou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3 factors with 14 items (5 items in exhaustion, 5 items in inefficacy, and 4 items in

cynicism). After EFA, the hypothesized model was verifi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model was found in the good fit. Each factor also produc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Finally, it was found that factor-derived scale scores were related to scores on

a measure of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negatively

related to academic efficacy. Significance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ademic exhaustion, Emotional exhaustion, Cynicism, inefficacy, Academic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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