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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은 1994년 남자 69.2세, 여자 77.1

세에서 2014년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5세로 약 10여년 증

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OECD 국가 중 단기간 내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편이다(Statistics Korea, 2015). 급격한 기대수

명 증가와 같은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만성퇴행성질환 위주

로 질병양상이 변화하고,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

가와 의료비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도입된 제도가 가정간호

사업이다(The Home Health Care Nursing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 간호에 관

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Coyle, 2011; Maurits, Veer, Hoek & Franckel, 

2015). 처방권을 제외하면 실제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는 독

자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에 견줄만한 안정적인 간호

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hicoine & Aselton, 2015). 

이에 미국에서는 가정간호에 종사하는 인력도 2004년 전체 

간호 인력의 3.8%에서 2008년에는 6.4%로 증가하였으며

(Coyle,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6,446명의 가정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6).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2001년 2월 1일부터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를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2001년 58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131개로 증가되었으나 2015년 현재 110개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Homecare Nurses Association, 2015). 이는 2008년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요양병원의 증가로 가정간호를 이

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입소하였기 때문이다(Jin 

& Hong, 2011). 가정간호 대상 환자의 요양시설로의 이동은 

의료기관 가정간호대상자의 다빈도 상병의 변화로 이어졌는

데, 2010년까지 1순위였던 고혈압이 2011년부터는 위암 등 주

로 암환자로 변화되었다(The Home Health Care Nursing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 이러한 대상자의 중증

도 변화는 가정간호사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도 예측된다.

가정간호의 업무특성상 가정간호사는 가정에서 독자적인 업

무를 수행하여 자율성이 높은 반면, 다른 동료의 도움이나 기

술적 지원 없이 불시에 발생하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며, 이

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 Han, 2013). 또한 집단이 아닌 개인 또는 두 명

(동료 동반)이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동수단을 

빈번히 활용하는데 따른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조직적 지원 서비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조직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지원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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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인식이 높아진다면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감

소되고 만족은 높아질 것이다(Choi, Ji, & Park, 2012; Park & 

Han, 2013). 

조직지원인식이란 사회적 교환의 개념에 입각하여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도 개인에게 몰

입하여 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용자 몰입을 보여주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조직이 종업원에

게 몰입하는 정도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그간 국내의 조직지원인식에 관한 연구는 간호사와 같

은 의료인(Choi et al., 2012) 외에도 군인(Park & Park, 2012)

이나 근로자(Kwon, Kim, & Yoon, 2015)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주로 조직 내의 인적관계 및 인사

관리가 조직지원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

민행동,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연구되었다.

한편 개인의 대처자원은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합리적인 인지적 대처기술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여가활동이나 자기관리, 사회적 지지와 인지적/합리

적 대처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Lee, 1999). 또한,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은 직무만족도와는 양의 상관

관계, 감정노동이나 직무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Park & Han, 2013) 직무와 연관해 개인의 대처자원 활용능

력에 관한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근무부서와 

관련이 있고(Sung, Yoon, & Lee, 2007), 임상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직업관련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Jung, 2005). 이와 같이 직무스트레

스는 기본적으로 직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전문간호사들 

또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독자적 간호를 실행하는 것에 따

른 스트레스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Park & Han, 2013)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인이나 상황에 관한 

기초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전

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

의 직무스트레스의 원인과 완화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결과적

으로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더불어 직무만족을 높이고 그만큼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안녕 간의 관계나(Yoon, 2003) 감정노동과 개인적 자

원,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Park & Han, 2013) 등

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기는 하나 각각 개인과 조직의 한 측

면만을 염두하고 실시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개인적 대처자원

과 조직지원의 특성 파악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직무스트레

스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에 관련하여 사용

하는 개인의 대처자원과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

악하고 이러한 요인들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

과 조직지원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

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

무스트레스 간 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

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전국 11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이다.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부

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보수교육이나 지회모임 시 연구원

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시작 전 대상자에게 조사

의 목적과 위험정도를 설명하였고, 연구목적에 동의한 대상자

들에게는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중 어느 경

우든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의 결정은 G* Power 프로그램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19명의 대상자수가 요구되었으나, 약 20% 정도

의 자료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중 172명이 응답하였고, 조사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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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

족하지 않거나 미응답이 많은 2건을 제외한 총 170개의 설문

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IRB 심의번호: ABN01-201604-21-12)를 통과한 후 실시

되었다.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인구사회 및 직업관련 특성 11문항, 조직관련 특성 

4문항과 개인대처자원 25문항, 조직지원인식 11문항 및 직무

스트레스 30문항 등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조사에 

포함된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과 직무스트레스 도구는 

사용 전 간호학 교수 2인 및 가정전문간호사 1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설문에 포함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실무

에서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후 일부 도구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개인대처자원(personal coping resources)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 정도에 관한 측정은 Lee(1999)의 직

무스트레스 검사를 구성하는 3개의 영역 중 하나인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을 사용하였다. 이 영역은 여가, 자기

관리, 사회적 지지, 합리적/인지적 대처 4개의 하위척도에 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 자기관리

와 합리적/인지적 대처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2000년 이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Kim(2007)의 6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항의 변별도, 난이도 

등에 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예비조사 실시 후 11문항

을 제거하고 총 25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전체 및 하위 척도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

수는 각각 Cronbach’s a =.88, Cronbach’s a =.70-.88이었다.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가정전문간호사가 인식하는 조직의 지원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 Eisenberger 등(1986)이 개발한 후 Wayne, Shore와 Liden(1997)

이 미국 내 1400여명의 봉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축약

형 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POS)를 사용

하였다. 이 축약형 도구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팀의 논의 후 2문항(교통관련)을 추가하

였다. 도구의 세부항목들은 병원의 대상자에 대한 배려, 대상

자의 목표, 가치, 복지 등에 대한 관심, 교통사고와 같은 문제 

상항 발생 시 지원가능, 대상자의 직장 내에서의 성취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자의 반응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

이 높음을 의미한다. Wayne 등(1997)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67

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파악을 위해서 가정전문간호사를 대

상으로 Yoon(2003)이 개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의 하위요인을 포함

하고 있는데 업무량과중(5문항), 환자직접간호(4문항), 전문지

식 및 기술의 부족(2문항), 부적절한 보상(3문항), 직무환경(5

문항), 역할갈등(5문항), 대인관계상의 문제(7문항). 의료한계

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2문항), 환자의뢰문제(1문항) 등 총 3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사전조사에서 문항

의 중복성이 나타난 4문항을 제거한 후 8영역에 총 30문항만

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의 측정은 ‘매우 심하게 느낀다’ 5

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

자가 인지하는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91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 =.95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21.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

시하였고, 주요 변수들의 수준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과 직

무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는 t-tests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개인대처자

원, 조직지원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파악하였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Enter multiple regression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및 조직관련 특성으로 분류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40대가 58.2%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대학졸업이 

60.6%, 대학원졸업이 39.4%였으며, 결혼 상태는 92.4%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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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s of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of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HCNPs)                                      (N=170)

Variables No. of Items Mean Standard deviation

Personal coping resources 25 3.7 .43
  Recreation 5 3.5 .71
  Self-care 5 3.3 .65
  Social support 6 3.9 .60
  Rational/cognitive coping 9 3.8 .46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11 3.4 .55
Job stress 30 3.4 .64
  Over workload 5 3.1 .79
  Direct patient care 4 3.8 .61
  Lack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2 3.5 .84
  Inappropriate rewards 2 3.1 .95
  Work environment 5 3.4 .79
  Role conflict 4 3.2 .8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6 3.5 .84
  Psychological stress due to limits in medical treatment 2 3.4 .89

혼이었다. 

직업관련 특성은 가정간호근무경력은 평균 8.7년(±5.25)이었

고, 3-10년이 58.2%로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2.4%였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이 82.9%였고, 1일 

가정방문시간은 평균 5.4시간(±1.63)이었으며, 5시간 이상이 

75.3%였다. 대상자의 1일 가정방문환자 수는 평균 6.2명(±1.92)

이었으며, 5-8명이 77.1%를 차지하였다. 1일 운전시간은 평균 

3.4시간(±1.37)이었고, 3시간 이상이 69.4%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총 가정간호근무경력 중 교통사고경험은, 1-3회

가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회 이상도 11.8%였

다. 조직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대상자가 근무하는 

가정간호기관이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48.2%로 가장 

분포가 많았고, 충청/강원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7.6%로 가장 

적었다. 의료기관의 형태는 종합병원이 57.1%, 상급종합병원

이 28.8%순이었다. 설립형태는 민간이 61.8%였으며, 가정전문

간호사 수는 평균 4.4명(±4.82)이었고, 2명 이하가 54.7%를 나

타냈다(Table 2).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은 5점 만점에 평균 3.7점(±0.43)이었

으며, 하부영역별로 사회적 지지가 3.9점(±0.60)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이 합리적/인지적 대처가 3.8점(±0.46)이었으며, 자

기관리가 3.3점(±0.65)으로 가장 낮았다. 조직지원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4점(±0.55)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에서는 병

원이 업무 시 필요한 교통수단(또는 교통비) 지급(4.1±0.81), 

교통사고 발생 시 지원(3.9±0.87), 문제상황 시 지원(3.6±0.74)

의 3개 항목만이 평균점수보다 높았고,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2.9±0.80), 대상자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3.1±0.81), 대상자의 병원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관심(3.1±0.80) 

등에서는 가장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평균이 3.4점(±0.64)이었으며, 8개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환

자직접간호가 3.8점(±0.61)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 및 기술

의 부족(3.5±0.84)과 대인관계상의 문제(3.5±0.84)는 평균점수

보다 높았고, 업무량과중(3.1±0.79), 부적절한 보상(3.1±0.95), 

역할갈등(3.2±0.80) 등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인대처자원과의 관계를 살

펴 본 결과 가정간호경력(F=5.18, p=.007)과 교통사고경험

(F=4.38, p=.014)의 두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

정간호경력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10년 이하인 경우보다 개

인대처자원 점수가 높았으며, 교통사고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개인대처자원의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지원인식 간 관계에서는 

의료기관 소재지(F=3.50, p=.017)와 설립형태(t=2.10, p=.037)

의 두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와 국공립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서 조직지원인식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서는 가정간호

경력(F=3.20, p=.043), 1일 운전시간(t=1.98, p=.050)과 의료기

관 소재지(F=6.09, p=.001)의 세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즉, 가정간호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1일 운전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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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HCNPs

 Variables Categories n (%)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Job stress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year)
30-39 20(11.8) 3.5±0.39

1.82
(.162)

3.5±0.48
.10

(.999)

3.5±0.62
1.11

(.333)
40-49 99(58.2) 3.7±0.43 3.4±0.53 3.4±0.63
⦥50 51(30.0) 3.7±0.43 3.4±0.62 3.3±0.64
                       46.8±6.22

Education
Bachelor's 103(60.6) 3.7±0.44 1.34

(.184)
3.4±0.52 .94

(.651)
3.3±0.62 1.67

(.098)⦥Master’s 67(39.4) 3.6±0.40 3.4±0.60 3.5±0.66

Marital status
Married 157(92.4) 3.7±0.03 .70

(.484)
3.4±0.55 .70

(.227)
3.4±0.64 .54

(.593)Single 13(7.6) 3.6±0.12 3.2±0.54 3.5±0.69

Experiences of home care 
nursing (year)

<3a 22(12.9) 3.5±0.35 5.18
(.007)
a,b<c

3.3±0.69
1.77

(.174)

3.7±0.60 3.20
(.043)
a>b,c

3-10b 99(58.2) 3.6±0.43 3.4±0.50 3.4±0.62
⦥11c 49(28.8) 3.8±0.41 3.5±0.57 3.3±0.69
                       8.7±5.25

Employment status
Regular 157(92.4) 3.6±0.03 1.17

(.246)
3.4±0.55 .98

(.329)
3.4±0.64 .88

(.380)Non-regular 13(7.6) 3.8±0.14 3.6±0.51 3.6±0.67
Work hours 
(per week)

⦤39 29(17.1) 3.7±0.43 .71
(.480)

3.3±0.53 .93
(.359)

3.3±0.71 .91
(.362)⦥40 141(82.9) 3.6±0.43 3.4±0.56 3.4±0.63

Home visiting hours (per day)
<5 42(24.7) 3.7±0.36 .67

(.505)
3.5±0.09 1.03

(.302)
3.3±0.72 .75

(.453)⦥5 128(75.3) 3.6±0.45 3.4±0.55 3.4±0.62

No. of patients registered for 
home care (per day)

⦤4 23(13.5) 3.6±0.44
.75

(.474)

3.4±0.73
.65

(.525)

3.5±0.62
.25

(.781)
5-8 131(77.1) 3.7±0.42 3.4±0.51 3.4±0.65
⦥9 16(9.4) 3.7±0.48 3.3±0.57 3.5±0.68

Driving hours 
(per day)

⦤2 52(30.6) 3.6±0.46 .32
(.642)

3.5±0.08 1.92
(.057)

3.3±0.60 1.98
(.050)⦥3 118(69.4) 3.7±0.41 3.4±0.05 3.5±0.65

Traffic accident due to work 
during total home care nurse 
career (times)

No 55(32.4) 3.5±0.47 4.38
(.014)
a<c<b

3.3±0.49
1.03

(.357)

3.4±0.66
.24

(.786)
1-3 95(55.9) 3.7±0.41 3.5±0.61 3.4±0.64
⦥4 20(11.8) 3.6±0.24 3.4±0.42 3.3±0.63

Hospital location+

Centrala 82(48.2) 3.6±0.40
.89

(.450)

3.5±0.53
3.50

(.017)
a>b,c,d

3.5±0.58
6.09

(.001)
b>a,c,d

Middle-eastb 13(7.6) 3.6±0.40 3.1±0.41 3.8±0.63
South-westc 39(22.9) 3.7±0.46 3.4±0.55 3.1±0.67
South-eastd 36(21.2) 3.6±0.46 3.2±0.60 3.3±0.62

Type of working place
Tertiary hospital 49(28.8) 3.6±0.47

1.47
(.234)

3.3±0.61
.565

(.569)

3.5±0.58
.83

(.438)
General hospital 97(57.1) 3.7±0.40 3.4±0.50 3.4±0.69
Hospital 24(14.1) 3.6±0.44 3.4±0.62 3.3±0.58

Type of institution
Private 105(61.8) 3.6±0.05 1.02

(.311)
3.3±0.05 2.10

(.037)
3.4±0.62 .11

(.916)National/public 65(38.2) 3.7±0.04 3.5±0.07 3.4±0.68
No. of HCNPs employed 
(per hospital)

⦤2 93(54,7) 3.6±0.04 .54
(.590)

3.4±0.54 1.30
(.196)

3.4±0.69 .19
(.849)⦥3 77(45.3) 3.7±0.05 3.5±0.56 3.4±0.59

post hoc test: Scheff‘e test, + a=Seoul,Gyeonggi-do,Incheon, b=Chungcheong-do,Gangwon-do, c=Gwangju,Jeollanam-do,Jeollabuk-do, d=Busan, 
Daegu

3시간 이상인 경우와 충청/강원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소속

된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연령, 교육, 결혼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간 관계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은 중간정도 크기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0.39, p<.001). 반면 대상

자의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 모두 직무스트레스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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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N=170)

Variables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Job stress

r (p) r (p) r (p)

Personal coping resources 1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39 (<.001) 1

Job stress -.00 (.969) -.02 (.763)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of HCNPs    (N=170)

B S.E β t p R


Adj.R
 F(p)

Constant 3.22 .57 5.66

.096 .057
2.46 

(.020)
Experiences of home care nursing (year) -.02 .01 -.207 -2.74 .007

Region* -.10 .04 .155 2.04 .043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01 .10 -.007 -.09 .931
* Dummy variable(middle-east: 1, others: 0)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인 가정간호

경력, 1일 운전시간, 의료기관 위치와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

원인식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가정간호경력(β= -.207, p=.007)

과 의료기관 위치(β=.155 p=.043)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이들 변수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5.7%로 나

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8세로 이는 Kim, You, 

Kim, Baek과 Kim(2003) 그리고 Yoon(2003)의 38.3세, 39.9세

와 최근 연구(Park & Han, 2013)에서 보고한 41.7세보다도 높

았고, 연령대별 분포는 40대 이상이 58.2%로 나타나 Chung 

(2004)의 42.2%보다는 높았고, Park과 Han(2013)의 61.7%보다

는 조금 낮았다. 이러한 연령증가 현상은 가정전문간호사의 

연령분포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평균연령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학력은 대학원이상이 39.4%로 Hong과 Lee(2004)의 13.9%, 

Park과 Han(2013)의 28.9%보다 높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92.4%로 일반간호사들에 비하여 기혼자가 많은 것은 비교적 

근무일정이 일정하고 조정이 일부 가능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Kim et al., 2003). 직무특성 중 가정간호근무경력은 본 

연구에서의 평균은 8.7년이고, 11년 이상의 경력자도 28.8%였

는데 이는 Yoon(2003)의 2년 10개월, Hwang, Lee, Lim과 

Lee(2011)의 5.3년, Park과 Han(2013)의 5년 3개월보다 높은 

경력이다. 이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및 근무경력이 높게 나

타난 특성은 가정전문간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관련 업무에서의 근무경력 및 2006년 전문간호사 제도

의 변화 이후 석사과정을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도 유

사한 인구사회학적 분포 특성이 나타났으며(Hwang et al., 

2011; Kim et al., 2003; Lee & Lee, 2008; Park & Han, 

2013).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간주되고 있다

(Lee & Lee, 2008).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가정전문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과 Han(2013)의 3.38점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과 가정간호근무경력이 평균 

46.8세, 8.7년으로 Park과 Han(2013)의 41.7세, 5년 3개월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개인대처자원 점수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았고 

합리적/인지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과 Han 

(2013)의 영역별 점수 순위와도 동일한 결과로, 가정전문간호

사들은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자기관리나 여가활동 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합리적/인지적 대처와 같은 자원을 자주 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지원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수준은 평균 3.4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항목별 점수분포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업무상 필

요한 교통비 또는 교통수단을 지급’받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와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내용들

은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이 ‘대상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다, ‘대상자의 목표 또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

한다는 내용에는 가장 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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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에 관련하여 가정전문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충분한 지

원을 받지 못하면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Kim et al., 

2006), 조직지원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가정간호사의 이직

의도가 높고(Kashiwagi & Oyama, 2015), 간호사의 조직몰입 

또는 직무만족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bu Hashish, 2015),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을 보다 증가시키

기 위한 행정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평균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

점에 3.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Yoon(2003)의 3.45점, Park과 Han(2013)

의 3.39점과 매우 비슷한 결과로 가정전문간호사들은 중간보

다 약간 높은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Kim 등(2003)은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201점 기준에 107.1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임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일반간호사들이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수준

보다는 낮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독자적인 환

자간호수행으로 일반간호사들보다 감정노동이 심하고 많은 직

무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Park & Han, 2013)과는 다

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 하위영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전

문간호사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 수준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환자직접간호’와 간호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상대적으로 

업무과중, 부적절한 보상이나, 역할갈등에서 인지하는 스트레

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직접간호가 가장 큰 스

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Yoon(2003)의 보고와도 일치하

는데, 환자간호에 따른 결과나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았던 ‘전문지식 및 기

술의 부족’ 영역은 구체적으로는 치료, 검사, 간호, 처치에 대

한 지식 및 기술의 부족과 독자적 판단력의 부족 등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것으로(Hong & Lee, 2004), Lee와 

Lee(2008)의 연구에서는 이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직접간호’와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

족’ 은 서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두 영역에서

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가정전문간호사들이 조직에서 받는 

처우나 부적절한 근무환경보다는 환자간호에 따른 결과나 환

자회복과 더불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

는 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스트레

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Park과 Han(2013)은 가정전문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일반간호

사보다 적은 수의 환자를 간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환자직접

간호’에 있어서 일반간호사들보다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환자직접간호’

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간호사들보다 가정전문간호사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Lee & Lee, 2008). 즉, 병원에서는 여러 인적자

원이 함께 환자의 치료, 간호에 동참하지만 가정전문간호사는 

모든 것을 혼자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책임에 따른 중압감과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 영역의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

적인 견해로 Choi 등(2012)은 환자직접간호에 따른 스트레스

가 오히려 가정전문간호사들 스스로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열정을 갖게 하여 그 결과로 직무

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개인대처자원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정간호근무경력

과 교통사고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전문간호

사는 전혀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개인

대처자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 번의 교통사고 

경험으로 교통사고처리를 포함한 개인의 대처능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직접경험으로 인한 대처능력의 

증진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리경험

을 통한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은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설립형태에 따라 차이

가 있었는데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국공립기관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조직지원인식이 유의하게 높

았다. 이는 본 연구의 세부항목에서 나타났듯이 병원이 업무 

시 필요한 교통수단(교통비) 지급이나 교통사고 또는 문제 상

황의 발생 시 지원 등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가정간호근무경력은 조직

지원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

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 등(2012)의 연구에서는 근무경

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

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용인인 간호사가 조직에

서 제공하는 복지나 혜택을 인지하려면 조직에 오래 근무하

여 조직의 지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장기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과 경력이 낮은 간호사가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

이 높다는 결과도 있어(Abu Hashish, 2015), 가정간호근무경력

과 조직지원인식 간 관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직무스트레스는 가정간호근무경력과 1일 운전시간 및 의료

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즉, 가정간호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고, 1일 운전시간이 3

시간 이상이며,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충청/강원 지역에 소재

한 경우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임상경력과 가정간호근무경력이 낮을 때 업무스트레

스가 높다고 보고한 Kim 등(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 또한, Kim 등(2003)은 ‘장거리 운전 및 교통체증’ 을 스

트레스의 항목별 순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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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목하였고, Lee와 Lee(2008)의 연구에서도 운전이나 교통

과 관련된 요인을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다음으로 높은 업

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1일 3시간 이상의 운전시간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이 확

인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및 결혼 

상태와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가정전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2008)의 연구

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이

는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조건보다 조직이나 기타 업무상 

접하는 외적인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은 중간

수준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직무스트레스 

대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변수 모두 직무스트

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Park과 Han 

(2013)의 연구에서도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이 직무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한편, 두 변수 모두 직무만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는 연구들이 있고(Abu Hashish, 2015; Park & Han, 2013), 

직무스트레스 또한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온 바 이

들 변수 간의 관계규명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가정간호근무경력과 의료기관의 

소재지로 나타났다. 충청/강원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

무하는 경우보다 충청/강원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좀 더 낮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실행되지 않아 본 연구

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충청/강원에 소재한 의료기간의 수가 적다는 것은 다른 지역

의 비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

어지고 담당해야하는 대상자가 많아지며, 이에 따른 교통시간

의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스트레

스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일부는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장 많이 경험하

는 직무스트레스 영역이 ‘환자직접간호’ 및 ‘전문지식 및 기

술부족’인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러한 

영역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가장 가정간호업무의 특성이 반영

되는 것으로, 자기관리,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등이 포함된 개

인대처자원을 사용하거나 가정전문간호사의 복지나 가치, 목

적 등에 조직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으로는 이 영역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한 Yoh(2009) 연구에서 개인이 가진 인적자원은 직무스트레

스와의 관련 회귀분석에서 p<.05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p<.10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에 따른 결과

가 달라서 두 변수의 관련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경쟁적 

판매를 해야 하는 판매원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격려나 지원

은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는데, 가정전문간호사들 또한 가정간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는 등의 환자유치를 해야 하는 

부담이(Kim et al., 2006) 경쟁적 심리로 작용되거나 직원 간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으로(Hwang et al., 2011) 간호

사 간 또는 상사의 지지가 스트레스 완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도 두 변수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아직 명확

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가정간호업무 특성상 가정으로

의 이동과 가정 내 독자적인 간호수행에 따른 위험부담은 항

상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조직지원제도를 개발하고 직무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해소 전략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Choi et al., 2012; Lee & Lee, 2008).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또는 조직에 관련된 특성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가정에서 전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행위와 환자결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으로 인한 부담감이 가장 주된 스트레스 영역이었다. 개인이 

가진 대처자원과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스트레

스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도구의 하위영역별 직무스트레스와

의 상관관계 및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아 변수 

간 관련성 및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횡적 단면조사라는 연구 설계의 특성상 변수 간 원인과 결과

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가정전문간호사

가 업무상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그 원

인규명을 개인과 조직의 양쪽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은, 향후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모색

에 개인과 조직 각각의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

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과 직무스트레스는 모두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

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는 대상자의 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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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과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영향을 받았으며, 

개인이 가진 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은 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보고한 ‘환자직접간호’나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등의 영역에 대하여 대상자 개인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이 증

진되면서 또한 병원으로부터의 지지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

안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직무특성상 필요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운전시간을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개

인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간접경험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더불어 사고처리에 관한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배려도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확인되지는 않

았으나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 조직지원인식 및 직

무스트레스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반복되어야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소재지와 같이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할 수 

없었던 변수들과 직무스트레스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대안을 벤치

마킹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을 제

안한다.  

 

References

Chicoine, V., & Aselton, P. (2015). Nurse practitioner role in 
home healthca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linical 
Nursing Studies, 3(1), 100-102.

Choi, H. J., Ji, J. H., & Park, Y. S. (2012). The influence of 
job stress on job attitude and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support among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141-155.

Choi, S. R., & Jung, H. S. (2005). Meta analysis about the 
causal factors and the effect of job-stress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4(1), 
71-82. 

Chung, M. Y. (2004). A study of role awareness,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for hospital-based home car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1(1), 33-43.

Coyle, J. S. (2011). Development of a model home health nurse 
internship program for new graduate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42(5), 201-214. 

Eisenberger, R., Huntington, R., Hutchison, S., & Sowa, D. 
(1986).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3), 500-507. 

Homecare Nurses Association. (2015). Paper presented at the 
22nd regular annual meeting. Seoul.

Hong, J. S., & Lee, G. E. (2004). Scale development of job 
stress for home 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1097-1107.

Hwang, M. S., Lee, S. J., Lim, N. Y., & Lee, M. K. (2011). 
Job descriptions of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8(1), 48-57.

Abu Hashish, E. A. (2015).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work 
climate and nurses’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support,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 Nursing 
Ethics, 1-16. pii: 0969733015594667

Jin, Y. R., & Hong, W. R. (2011).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 
launch.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2), 
371-380.

Kashiwagi, M., Oyama, Y. (2015). Predictors of the intention to 
resign among home-visiting nurses in japan.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 27(4), 208-215.

Kim, H. S., You, S. Y., Kim, M. J., Baek, H. C., & Kim, Y. 
O. (2003). The job stress in home car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10(1). 
34-40.

Kim, S. H. (2007). Prediction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Kim, S. J., Lee, M. S., Eun, Y., Ko, M. H., Kim, J. H., Kim, 
D. O., Son, H. M., & Choi, K. S. (2006). Role-identity of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03-1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6). 
Current statistics of nurse practitioners. Retrieved Oct 12, 
2016, from http://kabone.or.kr/kabon05/index02.php.

Kwon, Y. K., Kim, Y. J., & Yoon, H. H. (2015). The effects of 
high-involvement HRM practices on procedural justi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food and beverage department of 
deluxe hotels.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24(1), 55-79. 

Lee, D. S. (1999). A study of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to measure job stres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Lee, M. K., & Lee, S. H. (2008). The job stress for 
hospital-based home healthcare nurse special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Living Environment System, 15(4), 539-547.

Maurits, E., Veer, A., Hoek, L., & Francke, A. (2015). 
Autonomous home-care nursing staff are more engaged in 
their work and less likely to consider leaving the healthcare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2(12), 
1816-1823.

Park, M. M., & Han, S. J. (2013). Relations of job satisfaction 
with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ersonal resources in 
home health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51-61. 

Park, M. S., & Park, G. H.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ole identity, ambiguity and conflicts of noncommissioned 



김 영 임  외

204 가정간호학회지 23(2), 2016년 12월

officers of the ROKA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 15(2), 39-72. 

Statistics Korea. (2015). Life expectancy of 2015. Retrieved Jan, 
2016, from th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 
&tblId=DT_1B41&vw_cd=MT_ZTITLE&list_id=A5&seqNo=
&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
path=E1

Sung, M. H., Yoon, H. O., & Lee, H. J. (2007).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burnout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2), 147-157. 

The Home Health Care Nursing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4). 20-year history and perspectives on home health 

care. Seoul: HN Science
Wayne, S. J., Shore, L. M., & Liden, R. C. (1997).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leader-member exchange: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1), 82-111. 

Yoh, E. (2009).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 job stress of department stores’ clothing 
salespeople.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14(3), 25-43.

Yoon, Y. M. (2003).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ors and 
psychosocial well being in Home health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23(2), 2016년 12월 205

The Effects of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on Job Stress among Hospital-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HCNPs)*

Kim, Young Im1)․Geun, Hyo Geun2)․Cho, Hong Ja3)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3) Home care nurse practitioner, Gyeonggi Provincial Medical Center Uijeongbu Hospital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the levels of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and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 job stress in hospital-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170 subject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pril to July, 201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means for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were 3.7±0.43, 3.4±0.55, and 3.4±0.64 out of 5, respectively.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However, both had 
no associations with job stress.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xperiences of home care nursing and 
hospital location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job stress. Both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 stres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organization-based educational programs and support systems aimed at enhancing personal abilities to 
cope with stress at work. Additio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other hospital-related characteristics 
that can lead to job stress in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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