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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관점에서 임상간호사들의 감정노동, 직무소진, 
사회적 지지, 이직의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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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Ji-Young Kim
Dept. of Nursing, College of Changwon Moonsung

요  약  의료기관에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많은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효과적인 인적
자원관리 전략들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를 중
심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정노동, 직무소진, 그리고 이직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병원경영전략을 제시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관
리 분야의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간호사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감정노
동과 직무소진의 영향관계에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임상간호사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의 영향관계에서도 또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조직의 인사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
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소진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병원조직 운영에 경영학과 심리학의 융복학적 인사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병원조직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감정노동, 직무소진, 이직의도, 사회적 지지, 내부마케팅

Abstract  The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medical 
institutions. At this point, studies have stressed employees’ psychological factors for maximizing their job 
performance and minimizing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burnout. This study, therefore, empiricall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medical institutions, focusing on nurse practitioners to contribute to hospital management for 
developing valuable strategies in the human resource sector of medical employee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1)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nurse practitioners is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m is mediated by 
social support. This research results show that more understanding of nurse practitioners’ psychological factors 
in response to decrease their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nurse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 study could suggest efficient management ways of hospital through 
interdisciplinary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erm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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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의료시장의 무한경쟁시 가 시작되면서 각 의료

기 은 지속 인 시설과 인력에 한 재투자와 의료서비

스 질 향상을 해 다양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질병치료가 의료기 의 주요 업무로 간주되던 시 에서 

이제는 종합 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업의 

형태로서 의료기 의 존재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와 같은 상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기

이 환자들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마 활동을 요구하는 등

의 의료기 의 지속 인 경 활동을 요시 하는 상황을 

가져왔다[1].

의료기 의 상업주의  경 활동에 한 우려의 목소

리도 다수 있으나, 국내 의료기 은 향후 의료시장의 개

방에 응하기 한 극 인 고객지향  서비스 마

략의 필요성이 많은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2]. 의료

기 을 찾는 환자를 고객으로 간주하는 고객지향 인 서

비스 마 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의료기 의 

내부고객인 종사자들에 한 내부마 에 한 요성

도 의료기 의 경 성과를 좌우하는 요한 요인으로 등

장하고 있다[3]. 

특히 의료기 에서 환자와의 이 가장 많은 임상

간호사들에 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좌우되며, 이

와 같은 만족에 의한 환자들의 해당 의료기 을 재이용

하는데 많은 향을 주기 때문에 의료기 의 내부마  

강화에 있어서 임상간호사의 근무환경과 내부만족도는 

의료기 의 내부마  수립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된

다[4]. 임상간호사는 병원 인력의 약 30%를 차지하며, 환

자에게 의료기  이용에 있어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수한 임상간호 인력의 확

보와 효율 인 리는 의료기  경 에 매우 요하다[5].

환자들과의 직 인 이 많은 임상간호사들은 직

무수행에 있어 신체  간호와 동시에 환자들과의 정신  

지지를 통한 간호행 를 펼침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 

감정노동의 강도가 의료기  종사자들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련된 의료기 의 내부마  강화차원에서의 다양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6,7]. 특히 의료기 은 노동

집약  산업으로서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직

무소진과 스트 스에 따른 이직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4년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임상간호사들의 이직 황에서 간호사 10명  3

명이 이직경험이 있으며, 병원규모가 작을수록 이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8].

임상간호사는 의료기 의 최일선에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정노동의 빈도가 높으며 이로 

인한 심리 인 압박을 느끼면서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

다. 이는 다른 인 서비스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임상

간호사 한 의료기 에서의 복잡한 상호 계로 인한 갈

등, 의료사고와 과실에 한 책임감 등과 같이 직무수행

에 있어 과도한 스트 스로 인해 높은 수 의 직무소진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임상간호사들은 과다한 직무와 상사부하와의 계 등

으로 인한 직무소진을 느끼고, 이로 인한 이직의도를 나

타내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소진으로 인한 이직의도는 곧 이직

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임상간호사들의 이직은 병원경  

측면에서 숙련된 문 인력의 손실로 인한 경 상의 문

제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들은 의료인으로

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료와

의 계와 같은 사회  지지를 통해 직무소진에 처하

고, 한 이직의도를 조 하고 있음이 규명되고 있다[10].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계

를 규명하거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계만을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 의 효율 인 인사

리체계로서의 내부마  략을 모색하기 하여 심

리학  경 학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정노동, 직무

소진, 이직의도, 그리고 사회  지지 간의 향 계를 규

명하여 융복합  측면에서 의료기 의 경  효율성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감정노동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감

추고 소속된 조직의 목표를 해 자신의 어조, 표정, 몸짓 

등을 표 하기 한 노력이다[11].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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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질과 속성에 한 심이 많으며, 서비스 제공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를 단하기 때문에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행동과 감정표 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12].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Hochschild[13]는 사 역과 

공 역으로 구분하고 고객에게 물  상품과 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직무수행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를 표

하는 행태를 하나의 노동으로 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을 개념화하 다. Ashforth와 Humphrey[14]는 

개인이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에 을 두면서 조직의 

감정표 에 한 규칙의 범 에서 하게 감정을 표출

하는 행동을 감정노동으로 정의하 다[15]. 한 Grandey[16]

는 감정노동을 직무역할의 한 역으로서 직무를 수행하

면서 개인의 감정과 표 을 조 하는 행 와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 같이 감정노동의 개념은 다양하게 근되고 있

지만 감정노동을 내면행 와 표면행 로 구분하여 근

하는 것은 공통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행 는 조

직의 구성원이 감정표 규범의 범 에서 감정을 내면에

서 느끼려고 노력하는 행 라고 할 수 있다[17]. 표면행

는 개인이 언어  는 비언어  표 수단을 통해 자

신의 감정을 장하여 감정을 자제하는 의도  행 로 

근할 수 있다[18]. 이와 같이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내

면  표면행 는 한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고객만족을 이끌어내기 하여 자신의 감정을 내  

그리고 외 으로 감추고 자신의 감정을 표 하기 때문에 

이를 노동의 한 역인 감정노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간호학 련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수옥과 왕미숙[19]은 임상간호

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간은 유의한 

향이 있으며, 직무소진을 낮추기 하여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김신향과 함연숙[20]은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

트 스를 유발하는 동시에 직무만족을 해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을 낮출 수 있는 실천

인 해결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2.2 직무소진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70%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은 신체나 정신에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직무 하

와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직무소진을 보이고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21]. 직무소진은 번 아웃(burnout) 

증후군으로 1960년  말부터 인업무가 빈번한 서비스 

직업군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일반 

직업군에 확 되어 직무수행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하

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22,23].

직무소진에 한 개념은 다양하게 근되고 있으나,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련된 내·외  환

경으로부터 발생되는 스트 스로 인해 정서  박탈감과 

낮은 성취감으로 자신의 직무에 하여 부정 인 행동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상태로 공통 으로 근하고 있다

[24]. 이와 같은 심리  상태는 직무수행에 있어 소극

인 자세로 표출되어 고객에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하고, 결과 으로 조직이나 기업의 

경 성과에 해요인으로 작용된다. 

Maslach[25]는 직무소진을 개인의 정서  자원이 고

갈되어 과부하 상태를 나타내는 정서  소진, 자신의 직

무에 하여 소극 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객에게 무 심

을 보이는 냉소,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에 스스로가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감소된 직업효능감 등의 3

가지 하부요인으로 규명하 다[26]. 김 조와 한주희[27]

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용할 

수 있도록 직무소진을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정서  고갈,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회피와 기계

으로 고객을 응 하는 비인격화, 그리고 직무수행에 

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아성취감 하 등의 3가지 

하부 요인으로 직무소진에 근하 다. 

간호사들의 직무소진과 련된 연구도 최근 의료기

의 내부마  강화차원에서 요한 연구주제로 두되

고 있다. 김민정 외[28]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소진을 감소

시키기 해서는 회복탄력성과 사회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방병문 외[29]는 간호사들의 직무스트 스가 그들

의 정신  그리고 신체  소진과 같은 직무소진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로분석을 통해 규명하 다. 강

소 [30]은 간호학 공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하

면서 느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직무소진을 경험하고 있

어 정서  고갈과 정신  탈진을 느끼고 있으며, 직무소

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기   학교육의 필요성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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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직의도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발생되면서 조직 구성원

의 이직의도가 증 되어, 기업조직은 우수한 인 자원의 

확보  유지를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을 최소화

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직(turnover)

은 개인이  보상을 받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구성

원으로서 그 자격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31]. 이에 

조직에서 구성원이 직장을 떠나는 것은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직하는 구성원을 체할 새로운 

구성원을 고용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이다[32]. 따라서 오늘날 모든 기업에서는 

안정 인 인 자원 리를 통해 기업효과성을 추구하기 

하여 구성원들의 이직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에 한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근되고 있는데, Tett와 Meyer[33]는 이

직의도를 개인이 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떠나기 

한 신 하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이

직의도는 종사원이 자발  혹은 비자발 으로 재의 조

직과 종사원의 계를 단 하거나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34]. 김주연과 김 국[35]은 특정한 상황

에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개인의 심

리  상태로서 실제 이직행 에서부터 일시 으로 이직

에 한 상상에 이르는 모든 심리  그리고 행  상태

를 이직의도로 개념화하고 있다. 

조직에서 종사자들의 이직의도를 악하기 해 다양

한 방향에서 그 원인을 근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

서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단일요인으로 근하여 

실증연구에 용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 인 

개념들은 실제 재의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고 

싶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자신의 직무에 한 권태로 

인한 타 직종에 한 이직에 한 갈망을 포함한 측정변

수를 사용하여 이직의도를 분석하고 있다[36].

간호사들의 이직의도에 한 연구에서는 김세향과 이

미애[37]는 신입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해서 

조직 응 로그램의 극 인 도입이 필요하며, 상하수

직 계의 조직문화에 응할 수 있는 인사 리지원 로

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재희와 염 희[38]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조직이 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여 조직에 

한 연계, 희생, 그리고 조직에 한 합성 등의 직무배태

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 다. 

박민향[39], 박혜인과 이경희[40]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직무스트 스가 주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면

서,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 감정노동

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상담 로그램의 필요성과 조직

에 몰입할 수 있는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의 요성을 

제시하 다.

2.4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의 심리  건강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Cohen과 

Hoberman[41]은 사회  지지를 개인의 인 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 인 자원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으

며, 이정선과 양지웅[42]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는 지지의 정도라고 근하고 있다.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사

회  지지를 통해 직무의 스트 스와 긴장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직무수행에 한 극 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43]. 조직의 구성원은 유사하거나 같은 직무를 수행

하는 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직무수행에 한 격려와 도

움을 통해 직무의 고충과 스트 스를 감소시켜 직무에 

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직에서 사회  지지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각 

종사원들의 직무에 한 응력과 성과, 그리고 만족도

에 정 인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근되고 있

다.

최근 의료행 가 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식되면서, 사

회  지지에 한 간호학 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김명자와 김 [44]은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사

회  지지가 그들의 임 워먼트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력이 짧은 간호사일수록 상사의 사회  지지

가 매우 요하므로 이를 제도 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

안에 한 요성을 강조하 다. 이소정과 우혜종[45]은 

임상간호사가 느끼는 사회  지지가 이직의도에는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의 향 계에서는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하 다. 임숙빈 외[46]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지각하는 사회  지지가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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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의 시행

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정노동, 직무소진, 그리

고 이직의도의 향 계에서 그들이 상사와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선행연구

에 의해 규명되고 있다[47]. 한 간호사들의 감정노동과 

직무소진, 그리고 이직의도 간에는 유의한 향 계가 

있으며[48],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  지지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에 직·간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수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가설1.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직무소

진의 향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2.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이직의

도의 향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임상간호사들이 의료기 에

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

하기 한 자신의 감정조 에 한 내·외면 인 행

로 정의하고, 김수옥과 왕미숙[49]이 제시한 문항을 바탕

으로 총 12개 문항을 리커트(Likert) 5첨 척도로 구성하

여 용하 다. 직무소진은 임상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

면서 발생되는 스트 스로 인해 자신의 직무에 회피 인 

반응을 보이는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 강소 [50] 제시

한 문항을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총 7개 문항으로 

리커트(Likert) 5첨 척도로 구성하여 용하 다. 이직의

도는 임상간호사들이 재의 의료기 의 구성원에서 벗

어나려는 의도로 정의하고, 채주아와 배상욱[51]이 제시

한 3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사회  지지는 임상간호사

들이 상사나 동료부터 간 으로 지각하는 지지로 정의

하고, 이소정과 우혜종[52]이 용한 항목을 본 연구에 

합하게 수정하여 총 6개 문항으로 리커트(Likert) 5첨 

척도로 구성하여 용하 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상은 K시와 D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로 하 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본집단 가

운데 해당 의료기 에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설문조사원을 2015년 4월 15일부

터 4월 30일에 걸쳐 해당 의료기 으로 견하여, 본 연

구의 목 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임상

간호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 

설문조사로 진행하 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9부를 회수하 으며, 일방향으로 응답하거나 혹은 이

상치(outlier)를 보이는 표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총 258부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첫째, 표

본의 인구사회통계학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둘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치를 제

거하기 하여 기도표잎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크론바

하 알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고, 주성분 분

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 다. 그리

고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  다 회귀

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검증을 하여 최소 자승 회귀분

석에 의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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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226명으로 체의 87.6%

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32명으로 12.4%이었으며, 평균 연

령은 33.6세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문 졸이 

102명으로 39.5%, 졸이 135명으로 52.3%, 그리고 학

원졸이 21명으로 8.2%로 나타났다. 설문참가자들의 의료

기 에서의 직 을 분석한 결과, 일반간호사가 184명으

로 71.3%, 책임간호사가 62명으로 24.0%, 그리고 수간호

사 이상이 12명으로 4.7%를 차지하 다.   

4.2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4.2.1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총 12개의 측정변수에 한 구

성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정표

의 다양성(M=3.75), 감정표 에 의한 주의정도(M=3.69), 

감정노동의 빈도(M=3.87), 그리고 감정의 부조화(M=3.57) 

등의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KMO값이 0.746

으로서 요인분석을 한 변수의 선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

으로서 요인분석에 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4개의 요인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73.787로 나

타났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요인 재량은 모든 변수들

에서 0.6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로 채택되었

다. 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은 모두 0.7을 상회하여 문항

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2 3 4

Variety of Emotional 

Expressed

1 .913

.8732 .895

3 .814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1 .783

.7542 .756

3 .735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1 .849

.8682 .854

3 .746

Emotional Dissonance

1 .886

.7162 .759

3 .658

KMO=.746(p=.000) Cumulative total variance=73.787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emotional labor

4.2.2 직무소진

직무소진을 구성하는 총 7개의 측정변수에 한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고갈

(M=3.62)과 직무이탈감(M=3.73) 2개의 하부요인으로 구

분되었으며, KMO값이 0.821으로서 요인분석을 한 변

수의 선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요인분석에 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 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67.895로 나

타났다. 한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요인 재량은 모든 

변수들에서 0.7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요인들의 신뢰성은 모두 0.7을 상회하여 문항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2

Emotional Exhaustion

1 .839

.764
2 .784

3 .756

4 .721

Detachment from the Job

1 .822

.7212 .807

3 .709

KMO=0.821(p=0.000) Cumulative total variance=67.895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burnout

4.2.3 이직의도

이직의도를 구성하는 총 3개의 측정변수에 한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요인

(M=3.85)으로 구성되었으며, KMO값이 0.0.847로 요인분

석을 한 변수의 선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요인

분석에 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총 

분산설명력은 63.124로 나타났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요인 재량은 모든 변수들에서 0.8이상으로 요인을 구성

하는 측정변수로 채택되었다. 한 각 요인들의 신뢰성

은 모두 0.8을 상회하여 문항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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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Turnover Intention

1 .857

.9052 .825

3 .871

KMO=0.821(p=0.000) Cumulative total variance=63.124

<Table 3>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turnover intention

4.2.4 사회적 지지

이직의도를 구성하는 총 3개의 측정변수에 한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일요인

으로 구성되었으며, KMO값이 0.0.847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의 선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요인분석에 합

한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총 분산설명력은 

76.258로 나타났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요인 재량은 

모든 변수들에서 0.8이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로 채택되었다. 한 각 요인들의 신뢰성은 모두 0.8을 상

회하여 문항의 합성이 검증되었다.

Factor Item
Factor Loading

Alpha
1 2

Support from 

supervisor or manager

1 .856

.9092 .872

3 .869

Support from fellow

1 .854

.9152 .873

3 .892

KMO=0.839(p=0.000) Cumulative total variance=76.258

<Table 4>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social support

4.3 가설검정

4.3.1 감성노동과 직무소진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1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의 향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분석하기 하여 최

소 자승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을 

통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인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은 

사회  지지를 측하 으며(β=-.129, p<.05, 경로A), 이

는 임상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상사와 

동료로부터 사회  지지를 낮게 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임상간호사들이 지각

하는 감정노동은 직무소진을 측하 으며(β=.526, 

p<.001, 경로C1),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정

노동이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소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감정노동(β=.495 p<.001, 경로C2)과 사

회  지지(β=-.236 p<.05, 경로B)는 동시에 직무소진을 

측하여, 매개효과 검정에 하여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경로C1(.526)이 경로C2(.495)보다 크게 나타나 임상간호

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사

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 Path β
Additional

R
2 R

2
F

1

Emotional Labor →

Social Support

(Path A)

 -.129* 5.304* .019

2

Emotional Labor →

Burnout

(Path C1)

.526*** 127.028*** .294

3

Emotional Labor →

Burnout

Social Support →

Burnout

(Path C2 and B)

 .495

-.236

83.255
***

.281

.045

.321

4 Path C1(.526)>Path C2(.495)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1

4.3.2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2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향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효과를 미칠 것이다.”를 분석하기 하여 최

소 자승 회귀분석을 통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인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은 

사회  지지를 측하 으며(β=-.129, p<.05, 경로A), 두 

번째 단계인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은 이직

의도를 측하 으며(β=.254, p<.001, 경로C1), 이와 같

은 결과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이 높게 지각할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감정노

동(β=.242 p<.001, 경로C2)과 사회  지지(β=-.11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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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B)는 동시에 이직의도를 측하여, 매개효과 검정에 

하여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경로C1(.254)이 경로C2(.242)보

다 크게 나타나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이

직의도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p Path β
Additional

R
2 R

2
F

1

Emotional Labor →

Social Support

(Path A)

 -.129* 5.304* .019

2

Emotional Labor →

Turnover Intention

(Path C1)

.254*** 21.068*** .057

3

Emotional Labor →

Turnover Intention

Social Support →

Turnover Intention

(Path C2 and B)

 .242

-.114

14.365
***

.061

.021

.071

4 Path C1(.254)>Path C2(.242)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2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심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감정노동, 직무소진, 그리고 이직의도의 향 계에

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에 한 분석을 실시하여 병

원의 인 자원 리 분야의 략을 개발하는 데 기 자료

를 제공하기 함이었다.

본 연구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상

사와 동료로부터 사회  지지를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감정노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소진은 높게 

나타났다. 한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과 직

무소진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방병문 외[29]와 강소

[3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임상간호사들의 감정

노동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는 데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동료나 상

사의 사회 지지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을 감소

시켜  수 있는 요한 변수임을 알 수가 있다. 

둘째, 임상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감정노동을 높게 지각

할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이직의

도 간의 계에서 사회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명자와 김 [44]의 연구결과와

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간호사들의 감정노

동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동시에 높지만, 같은 의료기

에 근무하고 있는 상사와 동료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

게 되면 이직의도가 낮아 질 수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환자들과의 으로 인해 발

생되는 부정 인 감정노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환경

과 근무시간에 한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한 감

정노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기 의 후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감정노동과 직무소진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 으

로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면, 해당 의료기 은 임상경험이 

많은 문 인력의 유출로 인한, 업무공백과 함께 신규인

력 채용과 교육으로 발생되는 비용지출로 인한 경 효율

성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어,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내부 인 인사 리제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부정 인 심리  요인인 감정노동, 직무소진, 

그리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데 임상간호사들의 상사

와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효과가 있음을 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 입증하 다. 이는 재 효율성이 강조

되는 업무 심의 (team)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임

상간호사조직에서 개방 인 의사소통시스템의 정착화로, 

임상간호사 상호간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직무수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인 심리  요인의 감소를 한 인

사 리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무한경쟁시 에서 의료기  지속가능

한 경 을 한 내부마  강화차원에서의 임상간호사

들의 인사 리 략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모집단과 표본을 

일부지역소재 종합병원 이상으로 한정하여, 분석의 결과

가 모든 의료기 에 용시키는데 다소 논리  비약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기 의 내부마  강

화를 한 인사 리 향상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임상간

호사만을 사례로 연구가 진행되어 의료기  체의 내부

마  강화 략을 제시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향

후 연구에서는 의료기 에서 환자와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모든 종사원들로 연구 상의 확 가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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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한 최근 의료기 에 있어 개인병원의 역

할이 증가되고, 무한경쟁시 에서 경 조직으로서 효율

인 인사 리제도가 더 요구되는 개인병원 종사원들로 

연구를 진행하여 의료기  체의 내부마  강화 략

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계가 종합병원의 임상간호사를 상

으로 수집되어, 체 임상간호사에 한 표성이 상

으로 미비함이 지 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병원규모를 고려한 표본설계를 통하여 표본집단

의 표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 의료기 에서 

다양한 직종의 종사원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의료

기  경 에 폭 넓은 시사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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