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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s,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53 nurses working in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s at eleven general hospital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were measured using nurses’s job stress scale and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respectively. Results: The average job stress was 3.67 (range 1~5) and job satisfaction was 2.90 (range 1~5). 
Gastrointestinal endoscopy unit nurses, who were full time worker, having more than 7 years of clinical 
experiences, having higher incomes, having high subjective work-intensity, and having an intention to change 
their working units, showed greater job stresses than those of the oth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types of employment, subjective work-intensity, 
subjective aptitude, intention to change working units, major nursing tasks, and the numbers of major nursing 
tasks. Also, the subjects’s job stres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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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사망원인 1순위인 암에 대하여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 위암

과 대장암은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진단 및 예방이 가능하

여 수검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내시경 검사 수검률

의 증가와 함께 내시경 의료 기술의 발달은 단순 진단 내

시경 검사에서 치료 내시경 시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

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시경실 간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2]. 

현대는 인구의 노령화와 서구화 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심혈관 및 뇌혈

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내시

경 검사 시행 전 항혈소판 제제나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시술 전 약물의 중단 여부에 대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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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3]. 또한 의식하 진정내시경에 사용되는 약물은 

과량 사용 시 호흡을 억제하고 빈맥, 부정맥 등의 심혈관

계에 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호흡, 

혈압, 심박수 등의 생리적 지표와 진정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4]. 이처럼 소화기 내시경

실 간호사는 내시경 검사의 증가, 치료 내시경 시술로 인

한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 내시경 시술에 대한 전문 지식

에 대한 습득의 요구, 시술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응급 상황 등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고 있다[5].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

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개인을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하고 직무 불만족과 낮은 조

직몰입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데[6],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임파워먼트와 숙련도 요인과 관련한 직무 만족 또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5,7]와 일개 병원의 소화기 내시경

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사무직 등 여

러 직종의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과 관련

된 요인에 관한 연구[8], 응급실[9], 중환자실[10], 수술실

[11]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이

루어졌으나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에 초점을 두고 이

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 관

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

을 파악한다.

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

족도를 파악한다.

3)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

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파악한다.

4)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

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란 Kim과 Gu[12]가 개발한 

도구를 Hong 등[13]이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수술실 간

호사의 스트레스 도구를 본 연구자가 Gibson 등[14]의 스

트레스 원인의 분류체계에 따라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직무 만족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은 Stamps[15]가 의사, 간호사, 그 

외 의료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 만족도 도구

(Index of Work Satisfaction)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10대 암 중에서 위암, 대장

암, 간암, 식도암, 췌장암 등 5개가 소화기계의 암이다. 이

에 내시경을 통해 소화기계 암의 진단 및 치료 영역이 확

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내시경실 간호사의 업무 또한 전

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내시

경과 관련된 간호 관리, 기구 관리, 감염 관리,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자로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2].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 업무에 대한 분류는 

내시경 검사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접수 ․ 상담 ․ 전 처치・
회복 간호 등의 간호 업무와 위 ․ 대장 내시경의 진단 및 시

술 관련 간호 업무, 췌담도 내시경의 진단 및 시술 관련 간

호 업무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접수 ․ 상담 ․ 전처치의 간호 업무에서 간호사는 환자들

의 검사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고 검사의 진행과 검사 후

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하며 환자의 과거

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을 파악한다[2]. 회복실에서의 

간호사는 환자가 완전한 각성 상태가 될 때까지 의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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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혈압, 심박수 및 호흡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

다[4]. 

위 ․ 대장 내시경 진단 및 시술과 췌담도 내시경 진단 및 

시술에서의 간호사는 시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비, 

부속기구 등을 정확히 준비하여 시술이 잘 진행되도록 하

고 내시경 기기에 대한 기능 이상이나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야한다[16]. 특히 항

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심혈관 질환이

나 뇌혈관 질환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좋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위장관 출혈에 대한 합병증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 등의 활력증후군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한다[3]. 또한 의식하 진정 내시경시에는 진정 약제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초기 산소 

포화도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마

스크 및 기관내 삽관 기구 등의 호흡 보조기구를 점검하고 

진정제의 길항제, 응급 약품을 준비하고 기도 확보를 위한 

자세 교정, 심방 세동기 사용법, 심폐 소생술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17].

 

2.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

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와 연관시킬 만큼 스트

레스의 개념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8]. 높은 직무 스

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개인을 무기력한 상태가 되게 하며 조직적인 측면에

서는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결근, 직무 불만

족과 낮은 조직몰입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

을 가져오게 한다[6,14]. 

직무 스트레스는 어느 직장에서나 받을 수 있지만 병원

조직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상호 협동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특히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

어 간호사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으로[18]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 간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부족[10], 응급실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와 부

적절한 보상, 의사와의 갈등[9], 수술실 간호사는 물품의 

부족,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 의사와의 갈등[11], 소화

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검사 및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5]. 

한편 직무 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양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Shin[6]은 자기 직무에 대해 보이

는 호의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직무 생활에 대

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의 심리 상태라고 하였으며, 

Stamps[15]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맞게 변해가는 것뿐

만 아니라 조직이 구성원의 요구에 의해 변해가는 방식까

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병원 조직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병원 

및 환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타 직종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를 최적의 건강 상

태로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간호사 직무 만족도를 높

이는 것은 간호사에게 동기 부여 및 간호 질 향상의 원동

력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

공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또한 높은 직무 

만족도는 간호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직률을 감

소시켜 우수 간호 인력이 확보 및 유지되도록 하는 등 병

원 조직 차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9].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의 관계는 대부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낮아지는 음의 관

계이지만[9,18], 일부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양의 관계가 나타

나기도 한다[21]. 따라서 다양한 직종의 직무 스트레스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직무 만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편의 표

본 추출한 11개 병원의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 산정은 Cohen[22]의 공식에 따라 

G*Power version 3.1.5를 이용하였고, 분산분석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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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표본수는 15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5%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표본 수 기준을 초과한 167명을 목표로 

하였다. 각 병원의 내시경실 부서장에게 전화로 연구 목적

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병원의 

내시경실 간호사 중 신입 교육 중인 간호사를 제외하고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한 153명이 분석되었다. 

3.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도구는 Kim과 Gu[12]가 개발하고 Hong 

등[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Gibson 등[14]의 스트레스 원

인 분류에 따라 내시경실 직무 환경에 맞게 분류하여 물

리적 환경 스트레스 3문항, 개인적 스트레스 14문항, 집단 

스트레스 9문항, 조직 스트레스 5문항 등 4개 영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는 조명, 

소음, 오염된 공기와 관련하며, 개인적 스트레스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경력 발전의 결여, 직무 설계와 관련하

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집단 스트레스는 상

사, 동료, 부하와의 불편한 관계 등이며, 조직 스트레스는 

참여 결여, 조직 구조, 과업 수준, 정책 결여 등과 관련하

여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간호학 교

수 2인, 소화기 내시경실 관리자 3인 등 5명의 전문가로부

터 2차례에 걸친 각 문항의 대표성과 명료성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정을 통해 내용타당도 지수가 .8 이하인 문항은 

수정 ․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추후 31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 Cronbach's ⍺를 .7 이

하로 낮추며, 4개 영역 이외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된 개인

적 스트레스 1문항, 조직 스트레스 1문항을 제거하여 총 29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스
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

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하며, 평균 평점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는 1~5

이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94였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89로 나타났다.

2)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 도구는 Stamps[15]가 개발한 직무 만족 측정

도구(Index of Work Satisfaction)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Slavitt 등[23]이 의사, 간호사, 그 외 의료관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측정을 위해 처음에는 7개 요인의 48문항으

로 개발되었으나, 1985년에는 6개 요인의 44문항으로 1차 

개정 되고 1997년에 6개 요인의 44문항으로 2차 개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얻어 2차 개정된 

도구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에서 1차 한국어

로 번역한 후 2차 역 번역을 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소화

기 내시경실 관리자 3인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아 사용

하였다. 문항은 임금에 관한 6문항, 자율성에 관한 8문항, 

업무 요건에 관한 6문항, 조직정책에 관한 7문항, 직업적 

위상에 관한 7문항, 상호작용에 관한 10문항이며, 이중 상

호 작용은 동료와의 상호 작용 5문항, 의사와의 상호 작용 

5문항 등으로 총 6개 요인의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

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

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평균 평점을 사용하여 점수의 범위

는 1~5이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89이었고, 하위 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는 임금 

.84, 자율성 .70, 업무 요건 .79, 조직 정책 .79, 직업적 위상 

.75, 동료와의 상호 작용 .74, 의사와의 상호 작용 .82로 나타

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제1저자가 소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의 연구승인(KUH1280014)을 받은 후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 경기도 소재 11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2년 2월 

28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설문

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되

며, 설문지 작성 과정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어떠

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내시경실 간호사 15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

다. 작성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배부된 154부 모두 

회수 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1부를 제외한 153부

(99%)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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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직무 스트레스

와 직무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평균 연령은 30대 이상이 62% 이상이었고 성별

은 여자가 대부분(97.4%)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

혼이 54.9%, 학력은 4년제 학사 학위자가 56.8%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과반수 이상(58.8%)

이었다. 임금은 200~299만원이 56.9%로 많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3.6%로 가장 

많았다. 고용 형태는 87.6%가 정규직이었다. 

대상자의 내시경실 근무경력은 평균이 4년으로 주관적 

작업 강도는 보통 44.4%, 적성에 맞는다 55.6%로 가장 많

이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72.5%는 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

았으며, 내시경실 간호 업무는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접수 ․ 상담 ․ 전 처치 ․ 회복 간호 등의 간

호 업무, 위 ․ 대장 내시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 췌

담도 내시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로 구분되는데 

이중 62.7%가 위 ․ 대장 내시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

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2가지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상자는 80.4%였다.

2.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67이었다. 직무 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은 집단 스트레

스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스트레스 3.72, 물리적 ․

환경 스트레스 3.63, 조직 스트레스 3.37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90이었다. 직

무 만족도의 각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동료와의 상호 작용

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적 위상 3.23, 자

율성 3.03, 의사와의 상호 작용 2.88, 조직 정책 2.75, 업무 

요건 2.53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임금 2.48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

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

스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t=-2.38, p =.018)와 

정규직인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13, p =.003).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중 내시경실 근무 경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1년 이하 또는 4~6년에 비해 7년 이상인 

대상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90, p =.010), 주

관적 작업 강도에 있어서는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F=7.63, p<.001). 부서 이동을 원하는 

대상자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2.47, p = 

.014).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높았으며(F=5.63, p =.004), 고용형태에 있

어서는 비정규직인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더 높았다(t= 

2.03, p =.019).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중 작업강도에서 힘들지 않다

고 느끼는 대상자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F=15.24, p< 

.001). 또한 내시경실 간호 업무가 적성에 잘 맞고(F=6.71, 

p =.001), 부서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t=-3.28, p =.001).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는 췌담도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가 위 ․ 대장 내시경 진단 및 시

술 관련 간호 업무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F=3.44, p = 

.034), 2가지 이상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1

가지 영역의 간호 업무를 할 경우 직무 만족도가 더 높았

다(t=7.52, p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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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N=15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0~29
30~39
≥40

 57 (37.3)

 85 (55.5)

11 (7.2)

31.49±5.15

Gender Male
Female

 4 (2.6)

149 (97.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84 (54.9)

 69 (45.1)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44 (28.8)

 87 (56.8)

 22 (14.4)

Religion Christianity
Roman Catholicism
Buddhism
None
Others

 55 (35.9)

 26 (17.0)

 7 (4.6)

 63 (41.2)

 2 (1.3)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299 
300~399
≥400

 4 (2.6)

 87 (56.9)

 50 (32.7)

12 (7.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31 (20.3)

 82 (53.6)

 40 (26.1)

Type of 
employment 

Full time
Part time

134 (87.6)

 19 (12.4)

Job characteristics Clinical career 
in endoscopy 
unit (year)

≤1
2~3
4~6
≥7

 45 (29.4)

 40 (26.1)

 39 (25.5)

 29 (19.0)

3.97±3.66

Subjective work 
intensity

Not hard
Moderate
Hard

 34 (22.3)

 68 (44.4)

 51 (33.3)

Subjective aptitude No-fit
Moderate
Fit

 8 (5.2)

 60 (39.2)

 85 (55.6)

Intention to change 
working department

Yes
No

 42 (27.5)

111 (72.5)

Major nursing tasks Pre & Post care of endoscopy
GI endoscopy care
Pancreas & biliary tract endoscopy care

 39 (25.5)

 96 (62.7)

 18 (11.8)

Number of major 
nursing task

1
≥2

 30 (19.6)

123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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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Categories M±SD Min Max Range

Job Stress
Group stress
Individual stress
Physical & environmental stress
Organizational stress

3.67±0.41

3.74±0.55

3.72±0.44

3.63±0.72

3.37±0.67

2.55

2.33

2.15

1.67

1.75

4.79

5.00

4.62

5.00

5.00

1~5

Job Satisfaction
Interaction nurse-nurse
Professional status
Autonomy
Interaction nurse-physician
Organizational policies
Task requirements
Pay

2.90±0.28

3.38±0.45

3.23±0.46

3.03±0.39

2.88±0.51

2.75±0.45

2.53±0.41

2.48±0.55

1.98

2.20

1.86

2.00

1.20

1.29

1.17

1.00

3.57

4.40

4.29

4.00

3.80

3.86

3.33

4.17

1~5

5.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의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은 음의 상

관관계가 나타나(r=-.275, p=.001)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 하위 영

역을 살펴보면 직무 만족은 임금, 업무 요건, 조직 정책, 의

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관계

가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 

집단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 조직 스트레스 등 모든 

영역에서 직무 만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3.67점으로써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분야의 간호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술실 간호사 3.74[11] 보다는 낮고 중환자

실 간호사 3.57[10]과 응급실 간호사 3.48[9]보다는 높아 내

시경실 간호사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 스트레

스는 상사, 동료, 부하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

레스이다. Kwon[5]은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 업무가 시술 

의사와 밀접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Yoon 등[11]의 수술실 간

호사에 대한 연구에서도 의사와의 갈등이 스트레스와 유

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와의 협력 작용에서 오는 갈등으로 명료하지 못한 의

사소통이 주요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내시경실 간호사

는 집단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의사와의 업무 수행 과

정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 활동과 의

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의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

여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모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집단 스트레스 다음으로 역할 갈등, 경력 

발전의 결여, 직무 설계 등을 의미하는 개인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 내시경 시술의 기술 발달 

및 범위 확대로 인해 간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이 요구되어지며[2] 이러한 요구도가 개인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경력 발전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조명, 소음, 오염된 

공기 등의 물리적 환경 스트레스는 적절한 환기와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인체 분비물로 인한 공기 오염

과 내시경 조직 검사시의 포름알데히드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임금이 높은 대상자와 내시경실 경력이 7

년 이상인 대상자가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서

내에서 직위가 높거나 해당 경력이 많을수록 관리자와 경

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 등[10]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구에서도 책임 간호사가 일반 간호

사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과 일치하며 응급실 간호사

가 응급실 경력 5~9년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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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0~29
30~39
≥40

3.67±0.41

3.64±0.39

3.91±0.51

2.06

(.131)

2.87±0.30

2.90±0.27

2.95±0.24

0.41

(.667)

Gender Male
Female

3.30±0.28

3.68±0.41

-1.82

(.071)

3.10±0.24

2.89±0.28

1.51

(.13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62±0.40

3.72±0.42

-1.51

(.133)

2.89±0.28

2.91±0.27

-0.52

(.603)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59±0.44

3.69±0.40

3.77±0.41

1.61

(.203)

2.89±0.32

2.90±0.27

2.91±0.24

0.04

(.960)

Religion Yes
No

3.67±0.42

3.67±0.41

-0.01

(.990)

2.92±0.27

2.86±0.28

1.24

(.216)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

3.60±0.42

3.76±0.38

-2.38

(.018)

2.89±0.30

2.91±0.25

-0.57

(.57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a

Moderateb

Poorc

3.64±0.48

3.66±0.39

3.74±0.40

0.65

(.525)

2.99±0.26

2.90±0.24

2.77±0.34

5.63

(.004)

c＜a

Type of 
employment 

Full time
Part time

3.71±0.41

3.41±0.33

9.13

(.003)

2.88±0.28

2.98±0.24

2.03

(.019)

Job characteristics Clinical career
in endoscopy 
unit (year)

≤1a

2~3b

4~6c

≥7d

3.56±0.37

3.76±0.43

3.58±0.39

3.83±0.41

3.90

(.010)

a,c＜d

2.92±0.29

2.81±0.24

2.97±0.27

2.89±0.30

2.19

(.091)

Subjective work 
intensity

Not harda

Moderateb

Hardc

3.51±0.36

3.63±0.46

3.83±0.33

7.63

(＜.001)

a＜c

3.00±0.23

2.97±0.24

2.74±0.29

15.24

(＜.001)

c＜a

Subjective aptitude No-fita

Moderateb

Fitc

3.88±0.38

3.63±0.43

3.68±0.40

1.37

(.256)

2.61±0.18

2.86±0.25

2.95±0.29

6.71

(.001)

a＜c

Intention to change 
working department

Yes
No

3.80±0.39

3.62±0.41

2.47

(.014)

2.78±0.29

2.94±0.26

-3.28

(.001)

Major nursing tasks Pre & Post care of endoscopya

GI endoscopy careb

Pancreas & biliary tract 
endoscopy carec

3.61±0.45

3.69±0.40

3.65±0.43

0.55

(.577)

2.94±0.21

2.86±0.31

3.03±0.19

3.44

(.034)

b＜c

Number of major 
nursing task

1
≥2

3.54±0.38

3.70±0.42

3.63

(.058)

3.02±0.24

2.87±0.28

7.52

(.006)

와도 일치한다[9]. Jang[24]은 임상경력 7년 이상인 간호사

는 간호 실무에 있어서 예리한 지각력으로 문제를 전체적

인 패턴으로 인식하고 위기관리에 매우 능숙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및 대인간의 개입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간호단위 내의 전문직 발전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룹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시경실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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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Physical & 

environmental

stress

Individual 

stress

Group 

stress

Organizational 

stress

Job 

stress

Pay -.104 (.201) -.096 (.237) -.057 (.481) -.420 (p＜.001)) -.182 (.024)

Autonomy -.046 (.571) -.089 (.273) -.124 (.127) -.031 (.700) -.109 (.180)

Task requirements -.200 (.013) -.226 (.005) -.301 (＜.001) -.219 (.007) -.317 (＜.001)

Organizational policies -.057 (.486) -.142 (.079) -.157 (.052) -.249 (.002) -.199 (.014)

Professional status -.201 (.013)  .079 (.330)  .146 (.071) -.098 (.227)  .040 (.626)

Interaction (nurse-nurse) -.271 (.001) -.070 (.388)  .066 (.419) -.126 (.121) -.084 (.304)

Interaction (nurse-physician) -.212 (.008) -.238 (.003) -.323 (＜.001) -.433 (.001) -.382 (＜.001)

Job satisfaction -.241 (.003) -.172 (.034) -.164 (.042) -.367 (.001) -.275 (.001)

7년 이상인 간호사들은 내시경실 부서 운영에 있어서의 

질 높은 간호 역량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

직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Jeon 등[25]의 연구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 요구도가 높아 직무 스트레스가 높

다고 하였다.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경우도 비정규직

에 비해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치료 내시경 시술의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하며, 부서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작업강도에 있어서는 힘들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Woo와 Kim[26]

은 간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크

거나 시간적인 압박, 업무량 증가 등 직무 부담이 높을수

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는데 내시경실 간호사는 내시

경 검사 및 시술 시에는 항상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으로 

업무 내내 긴장을 하고 있으며 업무 종료 시까지는 서서 

근무를 해야 하고 매 검사 및 시술에 맞게 내시경 기기를 

준비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 췌담도 내시경 간호 업무 

시 납 가운 착용 등으로 인해서 느끼는 근골격계의 무리와 

전신적인 피로감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등의 근무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적 작업 강도를 낮추어 스

트레스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직무 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부서 이동은 부서 내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갈이 일어난 경우 희망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

스 또한 높을 수 있다[18]. 간호사를 대상으로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주도록 

하여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만족의 평균은 2.90으

로,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분야의 간호사

들의 직무만족 연구와 비교하면, 응급실 간호사 2.85[9]와

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수술실 간호사 3.12[27]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게 나온 하위 영역은 동료와의 

상호 작용(3.38)으로 Lee 등[28]은 동료간에 신뢰와 존중, 

이해와 수용, 친밀함과 결속이 강할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

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은 동료

와의 업무상 상호작용이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

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Yoon 등[11]의 결과와

도 일치하는데 Yoon 등[11]은 직업의 만족 정도가 개인이 

지각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고

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과거 단순 사무직에서 점차 특성화되고 전문

화됨에 따라 직무 자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며

[29] 또한 정규직에 비해 직무에 대한 요구도가 낮고 책임 

소재가 적은 것이 직무 만족도가 높은 원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내시경실 담당 간호 업무 수에 있어서는 1

가지 영역의 간호 업무를 할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내시경실 간호 업무를 접수 ․ 상담 ․ 전처치 ․ 회복 간호 등

의 검사 및 시술 전후의 간호 업무, 위 ․ 대장내시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 췌담도 내시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로 구분했을 때 3가지의 간호 업무를 순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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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해당 간호 업무만 지속적으로 할 경우 직무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간호 업무만 한다는 것

은 해당 시술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고, 예상

되는 응급 상황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장비나 

시술에 사용되는 부속기구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 시

술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어 직무 만족이 

높은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주 담당 업무가 췌담도 내시

경 진단 및 시술 관련 간호 업무만을 수행하는 대상자가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췌담도 내시경 진단 및 시술은 다

른 내시경 시술에 비해 시술 과정이 복잡하며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데, 이 업무만 전담할 경우 췌담도 내시경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시술 의

사와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에서 시술에 임하

게 되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직무 만족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Shin[6]은 직무 

만족은 높은 근로 의욕을 갖게 하고 자기 계발에 대한 노

력과 창의성을 불러 일으켜 개인성과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목표 달성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직무 만족의 저해 요인을 찾아내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될 수 있

는 원인부터 파악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를 확인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소화기 내

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임금, 고용형태, 소화기 

내시경실 근무경력, 주관적 작업강도, 부서 이동 희망 여

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직무 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고용 형태, 주관적 작업 강도, 적성, 부서 이동 

희망 여부, 주 담당 업무, 담당 간호 업무의 수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는 임금과 경력이 많을수

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력 간호

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완

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 강도를 낮추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하고 간호사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성을 고려

한 업무 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내시경실 간호 업무 중 

한 가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론적

으로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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