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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노동시장유연화

성과주의

능률성과효율성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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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아웃증후군의 정의

Burnout의어원

The concept of staff burn- out is explored in terms of the physical signs and the behavioral 
indicators. (Herbert J. Freudenberger, 1974)

ICD-10 : Z73.0 “생활관리의어려움과관련된문제”에포함

ICD-11 : QD85 충분히관리되지못한만성적인직장스트레스로인해생긴증후군

1) 에너지의고갈또는탈진된느낌(Exhaustion)

2) 업무및직장과관련된부정적이거나또는냉소적인느낌이증가(Cynicism)

3) 업무에대한효율이감소(In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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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배경

어떻게진단할것인가?

• MBI-HSS (Maslach Burnout Inventory-Human Services Survey), 

MBI-GS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BCSQ-12 (Burnout Clinical Subtype Questionnaire-36)

• 절단점이존재하지않거나연구마다제시하는기준이달라위험도를평가할수는있으나

진단도구로는적합하지않음

조기에발견이가능한가?

• 사업장보건관리에있어위험군을빠르게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 (건강군/ 저위험군/ 고위험군)

• 번아웃증후군의조기발견을통한intervention

한국의근로환경에적합한가?

• 과로및장시간근로

• 비정규직

• 엄격한직무성과



KBOSS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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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유관전공전문가들의논의를통해초안을개발

• 선행번아웃증후군진단도구양식을참고

• 정신건강의학, 직업환경의학, 보건학, 예방의학등

온라인설문조사전문기관을통해19세이상 연구조건에맞는

남녀직장인각각212명씩424명을최종연구대상으로함.

절단점이존재하고, 선행연구보고가많은관련정신건강설문도구와연관성을조사

•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 우울

• FSS (The Fatigue Severity Scale) : 피로

• GAD-7 (General Anxiety Disorder-7) :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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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444명이최종연구대상자로포함

절단점을제시하고자, 우울점수와ROC 분

석으로요인별절단점을도출함

통계적분석

• SPSS version 19.0

• MedCalc version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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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30%의번아웃증후군유병률보고

: 성별, 연령별보정

Sample size calculation

: 최소324명의연구대상자필요(95% CI)

444명의19세이상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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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전문가회의를통한최초15개문항의초안

• 높은타당도와신뢰도

• 요인분석을통한탈진, 냉소주의, 비능률의분류

요소당4문항선별(총12문항)

Overall Cronbach’s alpha: 0.813

• Exhaustion: 0.916

• Cynicism: 0.865

• Inefficacy: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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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KBOSS 점수와우울, 피로, 불안점수척도와의연관성을분석함

탈진, 냉소주의, 비능률각각의절단점점수를설정하고자PHQ-9과ROC 분석을통해절단점제시

성별에따른절단점차이를분석해보았으나, 성별에따른차이는없는것으로파악됨

Dimensions 절단점

Exhaustion ≥ 21
Cynicism ≥ 18
Inefficacy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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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OSS 개발과정

Safety and Health at Work 2021년 등재

사용에 제한이 없는 무료 배포자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093791121000731



KBOS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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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설문기입식(서면, 인터넷웹, 어플리케이션등) : 대면/ 비대면

소요시간: 5 분내외

설문대상: 19세이상의성인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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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업무와관련해귀하의최근상태를가장잘반영하는것에

답해주세요. 각각항목에대해 “1점”  (전혀그렇지않다)
부터 “7점”  (매우그렇다)  까지있으니해당되는점수에

표시해주십시오.

탈진, 냉소주의, 비능률의3가지모두에서

절단점이상일경우번아웃증후군으로진단함

각각28점만점으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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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 탈진

에너지의고갈또는탈진된느낌

절단점: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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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 냉소주의

업무및직장과관련된부정적이거나또는냉소적인느낌이증가

절단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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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 비능률

업무에대한효율이감소

9-12번항목은역계산으로점수산출

절단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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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OSS 안내

유병률: 8.6%

연령, 성별, 근무유형, 계약형태, 근로기간, 

근무시간, 교대근무등의요인에서유의한차이를보이

지않음

• 모든군에대해동일기준적용이가능



KBOSS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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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OSS 활용방안

WHO의ICD-11을바탕으로제작한번아웃증후군의진단도구

신뢰도, 타당도를논문을통해객관적검증을받았기에활용에효과적

번아웃증후군의선행연구뿐만아니라한국의근로환경및문화또한반영함

• 국내기준에맞는설문문항선정

• 선행연구의설문도구에서한국환경에적용하여작성

본연구진은번아웃증후군조기진단을위한절단점을제시함

3개의절단점기준중2개를만족하는근로자에대해서번아웃증후군위험군으로관리하는방안을제안

• 3개의세부항목모두만족시: 번아웃증후군으로진단

• 2개의세부항목만족시: 번아웃증후군위험군으로평가

스트레스반응평가결과로 우울,불안보다는 번아웃증후군평가가사업장에서사용하기 용이함.

추후추가적인임상자료수집과검증은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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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BOSS 활용방안 예시

사업장내번아웃진단및위험군파악

사업장내보건교육

번아웃증후군으로진단된군에대한개입과그효과(상담, 명상, 회사문화등)

사업장내번아웃증후군예방효과를수치적으로판단이가능(번아웃증후군진단비율)



감사합니다

guden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