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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요양병원 간호사가 경험하는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의 향요인을 규명
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로, 2014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B 역시와 C시에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 206명을 
상으로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소진, 직무만족도에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 고,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경험빈도는 평균평  1.65±0.42로 이는 
한 달에 4∼5번, 일주일에 1∼2번 정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정도는 평균평  1.46±0.48
으로 간정도로 힘들고, 간호사 한 명의 도움으로 치매 문제행동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진 정도는 평균평  

2.53±0.61이며, 직무만족도 정도는 평균평  2.87±0.45로 나타났다.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직무만족도
의 정도는 역 상 계를 보 고(r=-.256, p=.003),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강한 역 상 계로 나타났으며(r=-.718, 
p<.001),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향요인으로 57%의 설명력을 가졌다(β=-.735).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
과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한 연구  재 로그램 개발이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ing on burnout and burden. The participants were 206 nurses recruited from long-term care hospitals in B 
metropolitan city and C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rch, 2014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frequency of experience was 1.65±0.42, which is 4~5 times per month and once or twice per week
in the problematic behavior in dementia. The frequency of burden was 1.46±0.48, which means one nurse can solve
the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Burnout was 2.53±0.61, and job satisfaction was 2.87±0.45.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burden and job satisfaction (r=-.256, p=.003), and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r=-.718, p<.001). A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was burnout (β=-.735), which explained 57%. It
i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burnout and burden, an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fo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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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속한 고령화와 장기간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성 질환  일상생활에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입원을 필요
로 하는 환자를 상으로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요양
기 으로, 2014년 상반기 국 으로 요양병원은 1,298
개가 있으며,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수는 13,733
명에 달한다[1,2,3].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3조 7,480억원으로 년도 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원 노인 환자
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치매로 연간 

8,078억원, 년도 비 25% 증가하 으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674천원으로 나타났다[4].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의하면, 노인

치매요양병원이 유사 의료기 보다 입원환자  치매환

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증 치매 환자가 64.3%라
고 보고하 다[5]. 치매환자가 63만명에 육박하는 재
는 요양병원 내 치매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

된다[6].
여기서 치매란 후천 으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여

러 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

이 나타나는 상태로, 임상경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
도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치매로 인한 부 한 

행동을 치매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행동은 
주로 공격행동, 조행동, 간호에 한 항, 신체·신경·
정신증상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제행동은 치매 환자
는 물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도 신체 , 심
리 으로 부정 인 결과를 래하며, 간호사의 직 인 

간호행 나 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

다[7,8].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이란 치매환자의 문

제행동이 나타났을 때 간호 재가 얼마나 필요하며, 그 
행동으로 간호제공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8]. 이는 간호사 자신이 느끼는 스트 스와 

불안 외에도 치매환자와의 계 장애를 경험시켜 이는 

결국 간호의 양 , 질  하를 래하며, 업무 의욕 상
실과 소진까지 느끼게 한다[9,10]. 소진이란 직업과 련
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의 신체 , 정서 , 정신  피로 

 탈진상태이며 스트 스를 감당해 낼 능력이 없는 것

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간호사가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간호직에 한 정 인 확신이 어들며 직무만족

도 하를 래하게 된다[11,12].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제공이 필요하지만, 많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수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
양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최  47.1명에 달하기도 
한다[13,14]. 따라서 요양병원 내 간호사의 효율 인 인

자원 리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서는 요양병

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해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 생각된다[15].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의료한계에 
한 심리  부담,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상, 응 상황시의 

느끼는 스트 스가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15]. 그리고 치매 상자를 돌보는 다양한 
간호제공자와 직무만족도에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치
매센터 보건종사자의 경우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낮았으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만족도가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17]. 그리고 치매노인을 돌보
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 스가 와상노인을 돌보는 요

양보호사보다 더 높았다[18].
그러나, 치매 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에 본 연구자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문제행동 간

호에 한 부담과 소진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

을 악함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한 연구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 향요

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

다.
1) 상자의 제 특성을 악한다.
2)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소진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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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

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와의 계를 악한다.
5)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

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 향요인을 규

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1개월 이상 요양병원에서 치매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이에 한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   방법을 이해하여 참여하기

로 동의하고 서명한 자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표
본 크기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
산분석에서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은 0.8, 효과 
크기(fz)는 간크기 0.25로 산출하 을 때, 200명이었
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 으나 부

한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206명을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으

며, 제 특성 17개 문항,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에 한 25개 문항, 소진에 한 20개 문항, 직무만족도
에 한 30개 문항으로 총 9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대한 부담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은 Kim[8]이 시설 치
매노인의 치매 문제 행동 평가지로 개발한 것을 

Kim[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을 공격행동 6개 문항, 조행동 6
개 문항, 간호 항 5개 문항, 신체증상 3개 문항, 신경증
상 3개 문항, 정신증상 2개 문항 등 총 6개의 하 역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문제행동과 련된 경험 빈도를 지난 1개월 기
으로 자주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없음’ 0 부터 ‘항

상’ 3 으로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경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없
음’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드물게’는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3∼4번, ‘종종’은 일주일에 2∼3번, 한 달
에 5∼6번, ‘항상’은 하루에 여러 번, 계속 으로 나타는 

것을 말한다.
문제행동과 련된 부담정도를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에 따라 ‘힘들지 않음’ 0 부터 ‘아주 심함’ 3 으로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간호 부담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힘들지 않음’은 신체 , 심리
으로 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약간 힘듬’은 참을만하고, 
간호사가 최소한의 간호만 제공하면 문제행동이 해결되

는 경우를 말한다. ‘조  심함’은 간정도로 힘들며, 문
제행동이 간호사 한명의 힘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의미하

며, ‘아주 심함’은 가장 힘든 경우로, 문제행동을 해결하
기 해 두 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하며, 방을 한 

억제 가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8]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4 고, Kim[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다.
 
2.3.2 소진

소진은 Pines 등[11]이 개발하고 Peek[12]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신체  소진 6개 
문항, 정서  소진 7개 문항, 정신  소진 7개 문항 등 
총 3개의 하 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없다’ 1 부터 ‘항상’ 5 으로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문항 3, 6, 11, 13, 17, 18, 19는 역 문항으로 의미의 
일 성을 해 역환산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ines 등[11]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3이었고, Peek[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다. 

2.3.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Slavitt 등[20]이 개발하고 Park과 
Yoon[21]이 번역한 도구를 바탕으로 Lee[15]가 수정·보
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이며 보수 
3개 문항, 자율성 3개 문항, 문직업  수  8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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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요구 5개 문항, 상호작용 3개 문항, 의사·간호사와의 
계 1개 문항, 행정부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으로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4, 8, 30
는 역 문항으로 의미의 일 성을 해 역환산하 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Slavitt 등[20]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1이었고, Park과 Yoon[21]의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85, Lee[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 에 K 학교의 기 생명윤리 원회

(IRB)의 승인(No:1040549-140127-SB-0070-
01)을 받은 후 2014년 1월 27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

지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
가 B 역시와 C시의 해당 병원 병원장과 간호부의 과
장, 부장, 수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상자들에게 연구 
참여를 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 , 내용, 설문자료가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정보 유출이 없을 것과 설문 간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한 본 연구자가 상자들에게 구

조화된 설문지를 나 어 주어 직  작성하게 한 후 회수

하 으며,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 회수 시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수집된 자료의 리책임자는 
연구자 본인이며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의 잠

장치가 있는 개인사물함에 보 하 고, 자기록물도 

보완을 유지하여 개인 컴퓨터에 보 하고 있다. 보고서 
완료 3년이 지난 시 에서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설문지

는 폐기할 것이며, 자기록물도 구 삭제할 정이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

하 고,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소
진,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각각 평균, 평균평 , 표 편

차, 최소값과 최 값으로 분석하 으며, 상자의 제 특

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 다.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
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으

며,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98.5%가 여자 으며, 평균 연령은 41.9±9.3
세 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9.6% 으며 종교는 무교

가 31.6%, 불교가 29.1%, 기독교가 28.2% 순으로 많았
다. 직   일반간호사가 65.5%를 차지하 고, 월 평균 
임 은 200∼250만원 미만이 49.0%, 150∼200만원 미
만이 35.4% 다. 근무형태는 3교  근무 38.8%, 고정근
무가 28.6%, 상근근무가 23.3% 순으로 많았다. 하루 평
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 74.3% 고, 총 임상경력은 3∼
10년 미만, 15년 이상이 32.5% 다. 요양병원 총 경력은 
1∼5년 미만이 50.0%, 5∼10년 미만이 32.0%로 나타났
다. 재 부서경력은 1∼5년 미만이 51.9% 으며,  근
무기 의 총 환자 수는 150∼250명 미만은 48.1%로 나
타났다. 담당 환자 수는 50∼100명 미만이 51.9%로 많
았고, 노인과의 거주경험은 ‘없다’가 77.7%, 노인을 
한 사활동은 ‘없다’가 51.9%, 치매에 한 교육경험이 
‘있다’가 76.7%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대한 부

담,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정도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의 경험 빈도는 평균평  

1.65±0.42(척도범  : 0∼3)로 이는 한 달 동안 4∼5번 
정도이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문제행동의 하  역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조

행동이 평균평  1.88±0.51로 가장 높았으며, 공격행동
이 평균평  1.48±0.46로 가장 낮았다.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체 부담 정도

는 평균평  1.46±0.48(척도범  : 0∼3)로 간정도로 
힘들게 하거나 간호사 한 명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정도를 하
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증상이 평균평  1.58±0.67
로 가장 높았으며, 신경증상이 평균평  1.12±0.59로 가
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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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M ± SD (Min, Max)
Gender Female   203(98.5)

Male      3(1.5)

Age (year)
< 30    26(12.6)

41.8±9.3
(22.0, 60.0)

30 ∼ 39    63(30.6)
40 ∼ 49    77(37.4)
≥ 50    40(19.4)

Marital status
Married   164(79.6)
Single    38(18.4)
Divorced, Widowed, Separated      4(1.9)

Religion
None    65(31.6)
Buddhism    60(29.1)
Christian    58(28.2)
Catholic     19(9.2)
Other      4(1.9)

Education
College   159(77.2)
University    38(18.4)
Above post graduate      9(4.4)

Position
General Nurses   135(65.5)
Charge Nurses    27(13.1)
Above head nurses    44(21.4)

Average monthly salary
(10,000 won)

< 150     16(7.8)
150 ∼ 199    73(35.4)
200 ∼ 249   101(49.0)
250 ∼ 299     11(5.3)
≥ 300      5(2.4)

Working pattern
3-shift work    80(38.8)
Regular work    59(28.6)
Full time work    48(23.3)
Night shift work     13(6.3)
2-shift work      6(2.9)

Average working time per day
(hours)

8   153(74.3)
9    33(16.0)
≥ 10     20(9.7)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 3     17(8.3)
12.1±7.6

(2.0, 36.0)
3 ∼ 9    67(32.5)
10 ∼ 14    55(26.7)
≥ 15    67(32.5)

Total experien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year)

< 1    29(14.1)
3.9±2.7

(1.0, 11.3)
1∼ 4   103(50.0)
5∼ 9    66(32.0)
10∼ 19      8(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6)

상자의 소진 정도는 평균평  2.53±0.61(척도범  : 
1∼5)로 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하 역  신체  

소진이 평균평  2.70±0.80이 가장 높았다.
상자의 직무만족도 정도는 평균평  2.87±0.45(척

도범  : 1∼5)로 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 역별 

분석한 결과는 상호작용 역이 3.67±0.60로 가장 높았
고, 보수 역은 평균평  2.58±0.68로 가장 낮았다
[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정도 

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연령

(F=10.94, p<.001), 종교(F=2.56, p=.040), 월 평균임
(F=3.20, p=.014), 하루 평균 근무시간(F=4.08 p=.018), 
총 임상경력(F=3.95, p=.009),담당 환자 수(F=4.32, 
p=.015)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 50세 이상인 군이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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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M ± SD (Min, Max)

Experience in current 
department
(year)

< 1     65(31.6)
1∼ 4    107(51.9)
5 ∼ 9     30(14.6)
10 ∼ 19       4(1.9)

Total number of patients in
current institution
(person)

< 150      12(5.8)
150∼ 249     99(48.1)
250∼ 349     59(28.6)
≥ 350     39(17.5)

Number of patients assigned
(person)

< 50     75(36.4)
50∼ 99    107(51.9)
≥ 100     24(11.7)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No    160(77.7)
Yes     46(22.3)

Voluntary service 
for the elderly

No    107(51.9)
Yes     99(48.1)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dementia

No     48(23.3)
Yes    158(76.7)

Table 1. (Continued)

Categories Items M ± SD Min∼Max Ranges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
Total Frequency
Total Burden

25
1.65±0.42
1.46±0.48

0.72∼2.92
0.08∼2.84

0∼3

Aggressive  behaviors
Frequency
Burden

6
1.48±0.46
1.55±0.57

0.00∼2.83
0.00∼3.00

Agitative behaviors
Frequency
Burden

6
1.88±0.51
1.31±0.62

0.67∼3.00
0.00∼3.00

Resistive to care
Frequency
Burden

5
1.64±0.55
1.56±0.63

0.40∼3.00
0.20∼3.00

Vegetative symptoms
Frequency
Burden

3
1.63±0.59
1.58±0.67

0.00∼3.00
0.33∼3.00

Neurotic features
Frequency
Burden

3
1.62±0.60
1.12±0.59

0.00∼3.00
0.00∼3.00

Psychotic features
Frequency
Burden

2
1.63±0.61
1.32±0.68

0.50∼3.00
0.00∼3.00

Burnout
Physical
Emotional 
Mental 

20
6
7
7

2.53±0.61
2.70±0.80
2.56±0.58
2.35±0.64

1.30∼4.25
1.17∼4.83
1.29∼4.29
1.00∼4.29

1∼5

Job Satisfaction:
Pay
Autonomy
Professional Status
Task Requirement
Interaction
Nurse-Doctor Relationship
Administrational support

30
3
3
8
5
3
1
7

2.87±0.45
2.58±0.68
2.96±0.58
3.39±0.54
3.07±0.61
3.67±0.60
3.42±0.76
2.92±0.62

1.53∼4.07
1.00∼4.00
1.33∼4.33
2.00∼5.00
1.20∼4.60
2.00∼5.00
1.00∼5.00
1.14∼5.00

1∼5

Table 2. Participants’ Level of Burden for Caring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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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Mean ± 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94.18±13.50 2.35 .127

Male 82.00±5.00

Age (year)
< 30a 90.58±12.83

10.94 <.001 d>a,b,c30 ∼ 39b 89.33±12.83
40 ∼ 49c 94.09±12.94
≥ 50d 103.40±11.36

Marital status
Married 94.09±14.26

0.22 .805Single 93.24±10.20
Divorced, Widowed, Separated 97.75±8.46

Religion
None 90.09±14.32

2.56 .040 -Buddhism 94.38±13.36
Christian 97.28±12.31
Catholic 96.79±13.07
Other 91.00±6.06

Education College 94.09±13.52
0.06 .939University 93.97±12.15

Above post graduate 92.44±19.13

Position
General Nurses 93.13±13.23

0.81 .447 -Charge Nurses 95.52±15.13
Above head nurses 95.73±13.30

Average monthly salary
(10,000 won)

< 150 95.31±18.18
3.20 .014150 ∼ 199 91.63±13.41

200 ∼ 249 95.92±12.17
250 ∼ 299 85.57±13.79
≥ 300 104.80±10.43

Working pattern 3-shift work 93.19±13.33
0.49 .740Regular work 94.64±14.14

Full time work 94.81±13.37
Night shift work 90.92±13.31
2-shift work 98.67±12.44

Average daily hours 
for duty (hours)

8a 95.46±12.96
4.08 .018 a>c9b 91.15±14.04

≥ 10c 87.50±14.51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 3a 98.53±13.06
3.95 .009 d>b3 ∼ 9b 89.60±12.15

10 ∼ 14c 95.27±14.49
≥ 15d 96.21±13.15

Total experien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year)

< 1 96.45±11.70
0.67 .5701∼ 4 93.27±13.90

5∼ 9 93.58±14.00
10∼ 19 98.00±9.65

Experience in current 
department
(year)

< 1 96.54±11.62
1.28 .2841∼ 4 92.40±13.89

5 ∼ 9 94.13±15.62
10 ∼ 19 94.50±12.12

Total number of patients 
in current institution
(person)

< 150 89.58±14.43
2.27 .081150∼ 249 95.99±14.17

250∼ 349 94.03±12.27
≥ 350 89.94±12.37

Number of patients
assigned (person)

< 50a 97.56±12.72
4.32 .015 a>b50∼ 99b 92.18±13.54

≥ 100c 91.00±13.79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No 93.60±12.75 1.39 .240
Yes 95.37±15.85

Voluntary service for the
elderly

No 93.29±13.47 0.04 .840
Yes 94.77±13.53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dementia

No 93.35±12.49 0.94 .333
Yes 94.20±13.81

Table 3. Level of Job Satisfaction based on Participants’s Characteristics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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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Job satisfaction

r p
Burden for caring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256 .003
Burnout -.718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Burden for Caring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N=206)

Variables R R2 Adj.R2 B SD β t p
Collinearity

Tolerance VIF
Burnout .757 .573 .570 -.789 .062 -.735 -12.793 <.001 0.963 1.038
Burden for caring problematic 
Behaviors in dementia .766 .586 .580 -.128 .064 -.116 -2.015 .046

F=176.149, p<.001, Durbin-Watson 1.708

Table 5.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N=206)

도의 정도가 높았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군이 
10시간 이상인 군보다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았으며, 
총 임상경력은 15년 이상인 군이 3∼10년 미만인 군보
다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았다.  담당 환자가 50명 
미만인 군이 50∼100명 미만인 군보다 직무만족도가 높
았다.
사후검증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종교에서는 기독

교 군이, 월 평균 임 에서는 300만원 이상인 군이 직무
만족도의 정도가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대한 부

담, 소진 및 직무만족도 정도의 관계

상자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직무만

족도의 정도는 미약한 역 상 계를 보 고(r=-.256, 
p=.003),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강한 역 상 계

로 나타났다(r=-.718,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 요인

상자의 직무만족도 정도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

을 확인하기 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으며, 
직무만족도의 정도와 상 계가 있었던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 소진, 그리고 상자의 제 특성에 따
른 직무만족도 정도에서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연령, 하루 평균 근무시간, 총 임상 경력, 담당 환
자 수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해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 분석
의 가정을 검정하기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

과 1.708로 오차의 자기 상 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63
으로 0.1이상을 보 고,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1.038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도 모형 검증결과는 
F=176.149(p<.001)로 회귀선이 모델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직무만족도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소진이 57%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β=-.735), 치
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이 추가되어 체 으로 

직무만족도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 진행된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문제행

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 

향요인에 해 연구하 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치매 문제행동의 체 

빈도는 최 평  3 에 평균평  1.65±0.42이며, 문제행
동  조행동을 경험하는 빈도가 평균평  1.88±0.51
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Kim[8]의 
연구에서 조 역에 속하는 반복행동과 반복질문 모두

가 평균평  2.7이상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과  Lim[22]
의 시설 치매노인들에게 조행동  ‘같은 질문과 같은 
요구를 반복한다’가 평균평  2.43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유사하 다. 이 결과는 치매가 지 능력  기억력 

상실을 동반하고, 노인의 특성상 단기기억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복 인 행동과 질문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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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 간호사가 경험하는 치매 문제행동 간

호에 한 부담은 1.46±0.48로 간정도로 나타났다. 부
담의 정도는 신체증상이 평균평  1.58±0.67로 가장 높
았는데, 2∼8명의 노인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요양병원의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증상은 요양병원 간호

사가 치매 문제행동에 한 간호수행을 하는 동시에 

같은 방내에 있는 다른 상자들의 안  도모까지 신경 

써야 하므로 간호에 한 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 반 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소진 정도는 최 평  5 에 평

균평  2.53±0.61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응 실 간

호사의 소진에 해 연구한 Jo와 Kim[23]의 연구 
3.30±0.63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명을 다
투는 응  혹은 성 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에 비해 요

양병원은 경우, 입원한 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이며, 이들은 장기 인 입원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의 증도나 응 도는 떨어지나 상치 못한 상태 변화

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긴장상태에 있으므로 이런 이유가 소진의 정도에 

반 되어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 정도는 최 평  5
에 평균평  2.87±0.45으로, 하 역  상호작용이 

평균평  3.67±0.60로 가장 높았고, 보수가 평균평  

2.58±0.68로 가장 낮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Lee[15]의 결
과와 동일하 다. 상호작용 역에서 직무만족도의 정도
가 높게 나온 것은 고령의 환자가 부분인 요양병원에

서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인력들이 환자의 기능을 유

지· 증진시키기 해 좋은 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도우
며 일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효율 이며, 이런 것들이 요
양병원의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된다. 
반면, 보수의 경우, 요양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침상수
가 으나 병실 회 율은 높지 않고, 포 수가제가 용

되고 있어 부분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되는 일정 액

과 환자가 내는 병원비로 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요양
병원의 원활한 재정 운 을 해서는 요양병원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지출을 일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런 이유가 요양병원 간호사의 
월 보수에도 향을 주어 타 병원들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 반 되었다고 생각된다. 요
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연령에서 50세 이상인 군이 30세 미만인 군, 30∼40세 
미만인 군, 40∼50세 미만인 군보다 직무만족도 정도가 
높았다. 이는 50  이상인 군이 직무 만족이 가장 높았

던 Lee[15]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이는 요양병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자가 부분인 간호사 집단에서 결혼

과 육아에서 벗어나 비교  자유로워진 50  이상의 간

호사와 유휴 간호사들의 재취업이 늘어났고, 이들이 요
양병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직무만족들이 

본 연구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한 하루 평균 근무시
간은 8시간인 군이 10시간 이상인 군보다 직무만족도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병원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

는 자신을 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편을 더 선호하

는 것이 결과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총 임상경력은 15
년 이상인 군이 3∼10년 미만인 군보다 직무만족도 정
도가 높았다. 이는 요양병원 직무 자체가 환자를 악하
고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넓은 시야와 안목을 요구하

며, 다양한 임상 경험과 의사소통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
에 임상경력이 15년 이상인 군이 직무만족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과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강한 

정도의 역 상 계(r=-.718, p=<.001)로 나타났으며, 요
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으로 

57%의 설명력을 보 다. 이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진을 언 한 선

형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그 지만 호스피

스 간호사를 상으로 한 Chung과 Han[24]의 연구에서 
소진과 직무만족도가 역 상 계(r=-.64, p=<.001)로, 
직무만족도에 소진이 5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소진이 20.5% 설명력을 가지는 Han, Park과 Kim[25]의 
연구 결과에 비하면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분의 노인들은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일생

을 되돌아보며, 자아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망감
을 느낀다[26]. 특히 요양병원 내 입원해 있는 다수의 
노인은 자신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앞
으로 다가올 죽음을 해 생각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
며 시간을 보낸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우, 노인이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오

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노인의 돌  제공자이자, 옹호자
이며, 조력자로 활동한다. 따라서 그들을 간호하는 간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2015

7412

사가 느끼는 소진은 장시간 지속 으로 경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하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력배치에 따른 불명확한 업무부담과 사회 으로 낮

은 인식, 당직의가 없는 응  상황에서 간호사가 독자

으로 단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료  상황에 한 긴장

감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심리  불안감과 정신 , 정
서  소진을 가 시켜 직무만족도를 하한 요인이 되었

다고 생각된다[27].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에는 집 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침상에서 20시간 넘게 
생활하며 기본 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기능

이 하된 경우 등 다양한 상자가 있으며, 그들이 원하
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간호사는 짧은 시간 

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요양병원 간호사는 육체 인 노동이 상당하

며, 이로 인해 발생된 신체  소진이 직무만족도를 하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B 역시와 C에 국한하여 요양병원 

간호사 206명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확

해석하기에 제한 이 있으며, 일반화를 해서는 다양한 
시도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

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한 안 모색과 지
속 인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소진을 감소시키기 
한 재 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경험하는 치매 문제

행동 간호에 한 부담과 소진을 심으로 직무만족도와

의 계를 악하고,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상자의 직
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과 치매 문제행동

에 한 부담으로 체 설명력이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소진과 치매 문제행동 간호에 한 부담으

로 확인함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

으며,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여러 가지 요인을 추가한 반복연
구가 필요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한 안 모색과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소진과 치매 문제행동 간

호에 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한 재 로그램의 개

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연
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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