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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상간호사  감 동, 사회  지지, 진  도  악하고 진에 향  미치는  확

하  함 다. 2012  11월 5  11월 23 지 울시에 재한 4개  3차 병원(500병상 상)과 1개  2차 

병원(400병상 상)에 근 하는 간호사 199  상 로 하 다. 간호사  진  3.69 , 감 동 3.08 , 사회  

지지 3.44 로 간 상  수  나타냈다. 상  진  연령, 도, 직 , 상경력에  통계 로 

한 차  보 , 감 동  연령, 근 , 상경력에 따라 한 차  보 다. 또한 진  감 동과 

양  상 계, 사회  지지   상 계  나타냈고 진에 향  미치는 로는 감 동, 연령, 사회  

지지가 통계 로 한 변수로 나타났  력  31.5% 었다. 따라  간호사  진  감 , 하  해

는 감 동  고 사회  지지   안  마련해야 할 것 다.

주 어 : 진, 감 동, 사회  지지,  고갈, 상간호사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know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social support on burnout of 

clinical nurses. 199 nurses working in five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500 beds in Seoul were sampled. 

Mean scores for each category were 3.69 for burnout, 3.08 for emotional labor, and 3.44 for social suppor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urnou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age, education 

level, position, and clinical caree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labor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age, working unit and clinical career. Emotional lab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and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As a result, factor influencing burnout 

was emotional labor, age, and social support. This predictor accounted for 31.5% of variance in burnou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to reduce nurses’ emotional labor and improve the awareness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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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최근 의료계는 사회 환경이 속히 변화함에 따라 의

료소비자의 권리향상과 요구도 증가, 병원 간 심화된 경

쟁 구도 속에 환자 심 의료 서비스로의 질 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병원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조직의 경 략을 지향하게되면서 고객

의료인인 간호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해,

문 인 의료 기술과 새로운 정보 습득뿐만 아니라, 친

한 보살핌의 업무까지 지속 으로 요구받고 있다[1,2,3].

한 간호사는 다른 의료직들과의 역할이나 계에서 오

는 갈등, 열악한 근무조건,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직무 승진 기회의부족 등에도 직면하게 되

어 심한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 이고

반복 인스트 스는결국소진으로이어지는것이다[4,5,6].

소진(burnout)은 인간 계에서 지속 이고 반복 으

로 받게 되는 정신 압박의 결과로서정서 , 정신 , 신

체 탈진 고갈상태를의미한다[7]. 다시 말해소진은

스트 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스트

스 증후군으로써, 신체 , 정신 정서 탈진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

패감이나 죄책감 등의 개인의 정신·심리 손실과 함께

직무 만족 하와이직의도에 향을 주고, 더 나아가 의

료서비스의 질 하를 래하여 병원조직 성과에까지

부정 인 향을끼치게 된다[8,9]. 그러므로 간호사의소

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악하여, 소진의

발생을 방하고 감소시키는 책을 마련하는일은 매우

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이 심할수록 소

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0,11,12]. 서비스 산업분야

에서는 이미 1980년 부터 소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써의 감정노동을 지속 으로 연구해왔다[12]. 감정노동

(Emotional labor)이란 한 개인이 조직 내 응과 효과

인 업무 수행을 해, 자신이경험하는 실제 감정 상태와

조직에서 정해 감정표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감정

표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 자신의 감정을 조 하려 하

는 개인 인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객과의 면

시에, 자신의 감정을 조 하고 조직이 규정하고 있

는 감정표 을 해야 하는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다[13]. 최근 국내 의료기 에서는 간호사의 서비스 수

이 고객의 병원 선택의도에크게 향을 미치게 된것

을 반 하여, 친 교육과 함께 병원 내 한 감정표

을 한 기 을 세우고 이를 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데에 집 하고 있다[11,14].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개인이

가진 특성보다 직무와 조직 환경에 더 많은 향을 받는

다는 것이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15], 여 히 그 가치

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인 것이다. 한 간호사 스

스로도 감정노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으로 내

면화하고 있어[2], 간호사의 감정노동 수 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직무스트 스에 향을 미치고, 결국 소진까지

유발하고 있다[4,10,11,12,16,17]. 이것은 지 까지의 감정

노동과 소진에 한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감정노동은 간호사의 소진 감소

와 방을 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병원조직의 차원에

서 극 리되어야 한다. 이에 간호사를 상으로한 감

정노동과 소진의 계에 한 최근 연구에서, 감정노동

은 소진을 높이지만 사회 지지가 소진을 낮춰주는 변

수임을 확인하 다[3,11]. 물론 감정노동과 소진의 계

에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 지지와 더불어 직무

자율성과 같은 직무 특성과 자기효능감, 자기표 능력,

그리고 자기통제능력 등의 개인 특성도 있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직 리가 가능한 변수라는 에서, 사

회 지지는 감정노동에 보다 효과 으로 처할 수 있

도록 해주어[18]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직 조 하

는 작용을 하 다[3].

여러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감정노동에 한 심이 매

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구자가 심 있는

몇 개의 변수들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 단편 인 연구

를 수행하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의 주요 요인이라는 에서 두 변수 간의 향 요

인을 악한 연구가 있었으나[4], 그 후속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두 변수의 계에서 작용하는 사회 지지

에 한 연구 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진에 련된 요 변수

인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를 선택하여 간호사의 소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함으로써, 소진을 감소시키

는 략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간호 인력 리에 효율 으

로 활용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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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다.

2) 상자의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의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사회 지

지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다.

4) 상자의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 간의 상

계를 악한다.

5) 상자의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가 임상간호사의

소진에미치는 향을조사하기 한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4개의 3차 병원(500병상

이상)과 1개의 2차 병원(400병상 이상)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상으로 하 다. 먼 간호부와 담당 직원에게 자

료수집에 한 조를 요청한 후 연구자가 직 설문지

를 배포하 으며, 작성 에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

려하여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수집하 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 다. 상자의 표본의 크기는 G*

power Ver. 3.1.2 analysis ware를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9개를 기 으로

설정하여 최소 표본의 수는 166명으로 산출하 고, 탈락

률을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여 210부의 설문지가 수거

되었으며, 이 에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11명을 제외

한 199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  도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

고, 설문지의 내용은 상자의 일반 특성 8문항, 감정

노동 8문항, 사회 지지 8문항(상사의 지지 4문항, 동료

의 지지 4문항), 소진 22문항 등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2.3.1 진

소진은 Maslach와 Jackson이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19]를 Choi가 번안한 측정도구[20]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정서 고갈(9문

항), 비인간화(5문항), 자아성취감 하(8문항)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7 척도로써 수

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체 문항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76 이었으며, 하

요인별로는 정서 고갈 .90, 비인간화 .79, 자아성취감

하 .71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체문항이

Cronbach’s α=.65이었다.

2.3.2 감 동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의 연구[18]를 기 로

Kim이 개발한 측정도구[21]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감정표 의 빈도(3문항), 감정표 의 주의성(2

문항), 감정표 의 부조화(3문항)의 3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정표 의 주의성에서 신뢰도 계수가 낮

은 1문항을 삭제한 것이다. Likert형 5 척도로써 수

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이었다.

2.3.3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Price & Mueller(1981)가 개발[22]하고

Ko가 번안하여 사용한 측정도구[23]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총 8문항으로 사회 지지의 두차원인 상사의 지

지(4문항), 동료의 지지(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형 5 척도로써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Byun과 Yum의 연구[4]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상사의 지지 0.80, 동료의 지지 0.73이었

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체 문항이 Cronbach’s α=.85이

었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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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자의일반 특성,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

을 악하기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를 구하 다.

2) 상자의일반 특성,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

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Duncan으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과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산출하 다.

4) 상자의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Step wis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상   특

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95명(98%)이었고, 연령은

26세∼30세가 91명(45.7%)으로 가장 많고, 25세 미만이

57명(28.6%)의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8.3세 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57명(78.9%)이었고, 종교를 가진 상자

가 116명(58.3%), 최종학력은 학사학 소지자가 143명

(71.9%)이었다.

근무부서는 기타부서가 69명(34.7%), 환자실이 59

명(29.6%) 순이었다. 직 는일반간호사가 185명(93%)이

었고, 임상경력은 평균 37.2개월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1명(25.6%)으로 가장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44명

(22.1%)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 Category n(%) M±SD

Gender
Female 195 (98.0)

Male 4 (2.0)

Age(Yr)

≤25 57 (28.6)

28.3±4.8

26∼30 91 (45.7)

31∼35 37 (18.6)

36∼40 7 (3.5)

≥41 7 (3.5)

Marital

status

single 157 (78.9)

married 42 (21.1)

Religion
Have 116 (58.3)

None 83 (41.7)

Education

level

3yr college 42 (21.1)

Bachelor 143 (71.9)

≥Master 14 ( 7.0)

Working unit

Medical 33 (16.6)

OBGY/PED 38 (19.1)

ICU 59 (29.6)

Others 69 (34.7)

Position

Staff Nurse 185 (93.0)

Charge Nurse 11 ( 5.5)

Head Nurse 3 ( 1.5)

Clinical

career

<1 29 (14.6)

3.1±1.3

≥1∼<3 42 (21.1)

≥3∼<5 44 (22.1)

≥5∼<10 51 (25.6)

≥10 33 (16.6)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3.2 상  감 동, 사회  지지  진

상자의 감정노동은 5 만 에 평균평 3.08±0.60

이었고, 하 역인 감정표 빈도는 평균평 3.49±0.60,

감정표 주의성은 평균평 2.91±0.78, 감정표 부조화

는 평균평 2.79±0.79으로 감정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표 주의성, 감정표 부조화 순으로

<Table 2> Mean of the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burnout.

Variable M±SD Min Max

Emotional labor 3.08±.60 1.25 4.75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3.49±.60 1.67 4.67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2.91±.78 1.00 5.00

emotional dissonance 2.79±.79 1.00 5.00

Social support 3.44±.43 2.50 4.38

Supervisor's support 3.59±.62 1.75 5.00

Colleague's support 3.60±.62 1.75 5.00

Burn out 3.69±.82 1.83 9.75

Emotional exhaustion 4.37±.94 2.00 6.56

Depersonalization 3.16±1.61 1.00 7.25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3.55±.64 1.63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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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회 지지는5 만 에평균평 3.44±0.43

이었으며, 그하 역인상사의지지는평균평 3.59±0.62 ,

동료의 지지는 평균평 3.60±0.62 으로,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 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상자의

소진은 6 만 에 평균평 3.69±0.82 이었고, 그 하

역별로는 정서 고갈이 평균평 4.37±0.94 , 비인간

화가 평균평 3.16±1.61 , 자아성취감 하가 평균평

3.55±0.64 으로 정서 고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성취감 하, 비인간화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상   특 에 따  감 동, 

사회  지지  진  차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연령

(F=4.012, p=.004), 근무부서(F=5.252, p=.002), 임상경력

(F=3.925,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나타내었다. 사후검

증 결과, 26∼30세 연령군이 25세 이하의 연령군보다 감

정노동이 높았고, 내과계 근무자가 나머지 근무자보다

감정노동이높았으며, 임상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군이

1년 미만의 군보다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사회 지지에서는 교

육정도(F=4.750 p=.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

검증 결과, 학원 이상 졸업자가 문 학 졸업자보다

사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은 연령(F=2.995,

p=.020), 교육정도(F=4.037, p=.019), 직 (F=3.960, p=.021),

임상경력(F=3.188, p=.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교육정도에서 문 학 졸업자가 학원

이상 졸업자보다 소진이 높았으며, 직 에서는 일반간호

사가책임간호사보다소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3>.

3.4 상  감 동, 사회  지지  진 

간  상 계

상자의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 소진과의 계를

검증한 결과,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 소진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소진은 감정노동과

<Table 3> Degree of the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burnout. 

Variable Category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Burnout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3.09±.59 1.121

(.264)

3.45±42 2.301

(.101)

3.68±82 -1.24

(.296)Male 2.75±1.14 2.97±41 4.04±56

Age(Yr)

≤25a 2.90±48
4.012

(.004)

b>a

3.52±42
.678

(.608)

3.74±65
2.995*

(.020)
26∼30b 3.20±65 3.40±41 3.78±89

31∼35c 3.19±61 3.40±46 3.65±81

36∼40d 2.71±48 3.46±49 2.83±73

≥41e 2.77±23 3.45±53 3.22±68

Marital

status

single 3.09±60 .519 3.43±44 -.460 3.77±83 -1.327

married 3.04±61 (.606) 3.46±38 (.647) 3.41±72 (.186)

Religion
Have 3.02±61 -1.61 3.48±43 1.804 3.63±66 -1.205

None 3.16±58 (.110) 3.38±42 (.073) 3.78±99 (.230)

Education

level

3yr college a 3.10±53 .153

(.859)

3.29±41 4.750

(.010)

c>a

3.90±63 4.037

(.019)

a>c

Bachelorb 3.08±62 3.46±43 3.68±87

≥Masterc 3.00±59 3.65±36 3.19±59

Working

unit

Medicala 3.44±70 5.252

(.002)

a>

b,c,d

3.37±44
1.368

(.254)

3.86±.069 .637

(.592)OBGY/PEDb 2.99±56 3.56±41 3.70±1.25

ICU/ER c 3.05±60 3.43±44 3.62±65

Others d 2.99±50 3.42±41 3.67±70

Position

Staff Nursea 3.10±61
1.782

(.171)

3.43±42 .382

(.683)

3.74±82 3.960

(.021)

a>b

Charge Nurseb 2.77±26 3.53±53 3.06±61

Head Nursec 2.88±00 3.54±31 3.34±08

Clinical

career

<1a 2.81±54
3.925

(.004)

d>a

3.50±52
.256

(.906)

3.60±61
3.188

(.015)*
≥1∼<3b 3.06±56 3.45±37 3.89±65

≥3∼<5c 3.19±63 3.40±42 3.89±1.13

≥5∼<10d 3.26±61 3.43±42 3.65±68

≥10e 2.92±53 3.45±45 3.32±7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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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r=.511, p<.001), 사회

지지와는유의한음의상 계를보 다(r=-.201, p<.001).

소진과 감정노동의 하 요인 간의 계에서는 감정표

주의성(r=.489, p<.001) 감정표 빈도(r=.296, p<.001) 순

으로 소진과 모두 양의 상 계를 보이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소진과 사회 지지의 하 요인 간의 계

에서는 상사의 지지 (r=-.170, p<.05) 동료의 지지

(r=-.113, p=.352) 모두 소진과 음의 상 계를 보 으

나, 상사의 지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 간에도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r=-.173, p<.05),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 간의 하 요인별 계에서는 감정표 주의성과 상

사의 지지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r=-.200, p<.001),

감정표 부조화와 상사의 지지도 유의한음의 상 계

를 보 다(r=-.156, p<.001). 한감정노동의 하 요인들

과 동료의 지지 간에도 음의 상 계를 보 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3.5 상  감 동, 사회  지지가 진에 

미치는 향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먼 ,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

타난 연령, 교육정도, 직 , 임상경력, 그리고 소진과 유

의한 상 계가 있는 사회 지지, 감정노동을 선정하

다. 불연속변수인 교육정도, 직 , 임상경력은 더미변

수로 환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독

립변수간에회귀분석가정을검정한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77로 나타나 독립 인 것이었으며, 다 공

선성여부를확인하기 해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 회귀분석 결과,

감정노동, 사회 지지가 소진에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높은 향을 미치

는 요인은 감정노동(β=.675, t=8.030, p<.001), 연령(β

=-.034, t=-.3.373, p=.001), 사회 지지(β=-.233,

t=-2.008, p=.046)로 통계 으로 모두유의한 향을주었

다. 즉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나이가 을

수록,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았으며, 이

들 변수가 종속변수 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1.5%이

다<Table 5>.

<Table 5>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on burnout.

Variables β SE t p

Emotional Labor .675 .084 8.038 .000

Age -.034 .010 -3.373 .001

Social Support -.233 .116 -2.008 .046

R=.315, Adjusted R2=.304, F=29.529, p＜.001

4.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 사회 지지, 소진

의 정도를 악하고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labor, social support and burnout.

　 Burnout
Social

support

supervisor's

support

colleague's

support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emotional

dissonance

Burn out 1 　 　 　 　 　 　 　

Social support -.201 ** 　 　 　 　 　 　 　

supervisor's

support
-.170* .685** 　 　 　 　 　 　

colleague's

support
-.113 .711** -.025 　 　 　 　 　

Emotional labor .511** -.173* -.178* -.066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296** -.117 -.094 -.070 .744**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489** -.206** -.200** -.090 .858** .466** 　 　

emotional

dissonance
.483** -.126 -.156* -.022 .895** .439** .725** 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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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호사의 소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상 간호사의 소진은 평균 평 3.69 (6 만 )으

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Yoon과 Kim의 연구[24]에서의 3.60 과 유사하 으며,

Byun과 Yom의 연구[4]에서 2.54, Baik과 Yom의 연구[3]

에서 2.61, 호스피스 간호사를 상으로 한 Choi의 연구

[25]에서 2.30 인 것보다 높았다. 이처럼 소진 수가 다

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기 다른 병원의 조직문화 속

에서 다른 정서와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 을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시 한 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진의 하 요인별로는 정서 고갈이 4.37, 자아성취

감 하가 3.55, 비인간화가 3.16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정신과 간호사를 상으로 한

Jang의 연구[26]에서 정서 고갈 4.64, 자아성취감 하

4.10, 비인간화 2.45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한 Yoon과 Kim의 연구[24], Choi의 연구[25], Byun과

Yom의 연구[4]에서 정서 고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과도 일치하 으나, 자아 성취감 하와 비인간화의 순

는 본 연구와차이를 보 다. 이 게여러 소진 연구들

에서 정서 고갈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정서

고갈이 다른 요인들보다 소진을 가장 잘 반 해 주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서 고갈은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해야 하는간호사나 서비스

종사자들이 가장 형 으로 경험하는 소진의한 요인임

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4]. 그러므로

간호사의 소진 방 로그램을 계획할 때에는 정서

고갈과 련된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은 연령, 교육정도,

직 ,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구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진은 나이가 어리고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수가 높았다. 이것은 Yoon과

Kim[24], Byun과 Yom[4], Choi[25]의 연구와 유사한 결

과로써,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낮을수록 시행착오가 많

아 소진감을 더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3년제 문 학 졸업자가 학원 이상 졸업자보다 소진

이 높았는데, 이는 Byun과 Yom[4], Lee[27]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 을 한 기회가

많을수록 소진을 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일반간호사가 주임간호사보다 소진 수가

높았는데, 이는 Byun과 Yom[4], Chung과 Han[6],

Koh[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다. 본연구의 체 상

자 에 93%나 차지하고 있는 일반간호사들은 우선 자

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숙련되어 있지 않고 성과에 한

피드백도 모호하여 스스로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임간호사보다 소진을 더 경

험하는 것이라 단된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혼이

나 종교 여부,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소진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Lee의 연구[27]의 결과와는

일치하 으나, Kim과 Wang[10], Baik과 Yom[3],

Yang[12]의 연구와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연령이 낮고 경력이 1∼5년, 문

졸업자들의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나 이는 신규 간호사들

의 소진이 높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이들

의 소진 요인을 구체 으로 악하여 소진 방을 한

문 인 교육 리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연령이 높고 근무경력이 많을수

록 소진이 낮아업무를잘 수행할 수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조직 내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 임상경력에 따라 특화된 소

진 방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 간호사의 감정 노동은 평균 평 3.08 (5 만

)으로 간 이상의 감정노동 정도를 나타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Byun과

Yom의 연구[4]에서 3.21, Baik과 Yom의 연구[3]에서

3.24, Yang의 연구[12]에서 3.14, Kim 등의 연구[9]에서

3.25보다는 낮았으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호스피스 간

호사를 상으로 한 Chung과 Han의 연구[6]에서의 3.0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상으로 한 Lee와 Kim의 연구[29]와 노인

문 요양시설 생활 지도원 상의 Lee의 연구[30]에서 각

각 2.81, 2.72 인 것을 볼 때, 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노인시설 종사자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감정노동이 각 직종마다 상

자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나타낸 것이나, 간호사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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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교 높은 수 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것이다. 간호사는 근무부서나 역할에 따라 상자가 지

속 으로 바 면서, 그때마다 상자의 요구를 제 로

충족시키기 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한 정확하면서

도 한 돌 간호를 수행한다. 이때 간호사는 문직

사명감에 의해 상자를 정서 으로 지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 하고 숨겨야 하는 상황에 수없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뿐 아

니라, 병원조직의 정책이나 평가에 따라 간호사의 감정

표 에 한 극 인 리, 감독이 행해지고 있어, 부

분의 간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을고려한 병원 차

원의 제도 리나 교육 로그램 개발이 요하며, 간

호사가 근무하는 지역이나 병원 조직의 특성, 그리고 간

호업무 형태 등을 고려한 감정노동 리도 시 하다고

사료된다.

한감정노동의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정표 빈

도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감정표 부조화가 2.79로 가

장 낮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상으

로 한 Yang의 연구[12]에서 감정표 빈도가 3.25로 가

장 높고, 감정부조화가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한 호스피스간호사 상으로한 Chung과

Han의 연구[6]에서 감정노동 빈도 3.3, 감정 부조화 2.6의

결과와도 유사했으며, Lee[27], Kim과 Wang[10], Oh와

Choi[16], Byun과 Yom[4], Kwon 등[17]의 연구 결과와

도 같은 양상을보 다. 이것은 간호업무가 인간의 생명

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간호를 정확하게 수행하면서도

신체 , 정신·심리 으로 허약한 상태의 상자를 따뜻

하게 돌 으로써, 고객만족의 극 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

나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감정노동의 빈도가

지속 으로 높게 나타나면, 심각한 자기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6]. 그러므로 병원 조직 차원에서 감정노동의 정

확한 원인을 악하여 한 략 방침을 세울때에, 감

정표 의 빈도를 고려하여 용하는 것이효과 일 것이

라 본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연령, 근무

부서,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차이를 보 다. 이는 Oh와

Choi의 연구[16]에서 연령, 근무부서, 총 임상경력, 간호

직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며, Kwon

등의 연구[17]에서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과 유사하 다. 체로 임상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들은

해당 직무에 한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비와 실제 수행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상자와의 상호교류의 기회가 어 상 으로 감정노

동이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간호사는 업무가 익숙하므로 상자와의 상

호작용에도 보다 극 인 태도로 임할 수 있어, 감정표

의 빈도나 지속시간, 행 등이 상 으로 증가되는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한 내과계 병동간호사가 다

른 부서 간호사들보다 감정노동이 높았는데, 이는 환

자실, 수술실, 신생아실의 간호사보다 일반 병동 간호사

가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한 Koh의 연구[28]와 유사하

다. 내과계 병동은 다른 부서에 비해 환자의 증도가

심하고 보호자의 요구도 더 많으며 타 부서와의 의사소

통도 더많아 감정노동이더 높을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Baik과 Yom[3], Lee[27]의 연구에서는 연령, 근무부서,

임상경력, 직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Byun

과 Yom[4], Yang[12]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일반 특

성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

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 간호사의 사회 지지는 평균 3.44 (5 만 )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Byun과 Yom[4]의 3.51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Baik과

Yom[3]의 3.43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사가지각

하는 사회 지지는 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상사의 지지는 3.59, 동료의

지지는 3.60으로두 요인의 수가 거의유사하게 나타났

는데, 이것은 동료의 지지가 3.61로 상사의지지 3.40보다

더 높게 나타난Byun과 Yom[4]의 연구와는상이한 결과

다. 간호사는 교 근무의 특성상, 상사보다는 업무상

더 많은 이 있는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를 더

높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사의지지

와 동료의 지지 수가 유사하게 나온 것은 상 간호사

의 부분이 일반간호사이며 5년 미만 군이 58%를 차지

하고 있는 을 볼 때, 리셉터 제도나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받는 상사의 지지의 향이 잘 반 된 결과라고 사

료된다.

각 변수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의 소진

은 감정노동과 양의 상 계, 사회 지지와는 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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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상자의 소진은 감정노동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r=.511, p<.001)를 보여 감정노동

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Kim과 Wang[10], Kim[11], Byun

과 Yom[4], Baik과 Yom[3], Yang[12], Lee[27], Chung과

Han[6], Zapf[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지난 2006년에

서 2014년까지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련 변인을 메타

분석한 Kim과 Ham[15]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간호사와 환자의 치료

계에서 감정노동은 매우 요하고 필요불가결한 경험

이지만, 감정노동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소진의

험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 조직 차원에서 감정

노동의 부정 인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해서는, 친 교

육 등의 외 인 강요 수단보다 감성을 다루는 감성교육

로그램으로의 방향 환이 이 져야 할 것이다. 그 일

환으로 병원 내에 억제된 감정을 솔직히 표 할 수 있는

상담 스트 스 리 로그램을개설하여 간호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자의 소

진은 사회 지지와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

(r=-.201, p<.001)를 보여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

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Byun과 Yom[4],

Baik과 Yom[3], Kim 등[9], Choi[2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사회 지지를 정자원의 하 요인으로본 Kim

과 Wang의 연구[10]와도 같은 결과라 볼 수 있었다. 이

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간호사의 소진과의 련

변인을 메타분석한 Kim과 Yang의 연구[32]에서, 간호사

소진의 보호변인으로 사회 지지가 간효과크기로 나

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Kwon 등의 연구[17]에서는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 체, 그리고 각 하 요인 간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아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상 간호사의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

정노동, 연령, 사회 지지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5%이었다. 즉 간호사의 감정노

동이 높을수록(β=.675) 소진이 높아지며, 나이가 을수

록(β=-.034), 그리고 사회 지지가 낮을수록(β=-.233)

소진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감정노동과 연령이 소진

에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난Byun과 Yom의 연구[4]

결과와 일치하며, 소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

로 감정노동을꼽고 있는 Yang의연구[12]결과와도 일치

한다. 한 Kim과 Yang의 연구[32]에서도 감정노동이

큰 효과크기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상간호사는 간호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따른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아지고 사회 지

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병원과 간호 리자는 간호사의 개인 차원의 감정

이 아닌 직무로써의 감정노동을 이해하고[12] 이를 최소

화하기 한 략으로써, 소진의 감소와 방을 한 특

화된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상사와 동료

들 간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건강한 문화를 형성

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의 지지체계와

리셉터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 으로 마련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사회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된 서술 조

사연구이며, 간호사의 인 자원 리의 측면에서 소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상 간호사의 소진 3.69 (6 만 ), 감정

노동은 3.08 (5 만 ), 사회 지지 3.44 (5 만 )

이었다. 소진의 하 요인별로는 정서 고갈이 4.37, 자

아성취감 하가 3.55, 비인간화가 3.16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정서 고갈이 간호사가 느끼는 소진 에 가장 우선

이며 형 인 경험이라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감정노

동의 하 요인별로는 감정표 빈도가 3.49로 가장 높았

으며 감정표 부조화가 2.79로 가장 낮았다. 사회 지

지의 하 요인별로는 상사의 지지가 3.59, 동료의 지지가

3.60으로 두 요인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소진은 연령, 교육정도, 직

, 임상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상 간호사의 소진은 감정노동과는 양의 상 계를, 사

회 지지와는 음의 상 계를 보여, 간호사의 감정노

동이 소진을 높이고 사회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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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간호사의 소진에 가

장 높은 향을 미치는 요인은감정노동, 연령, 사회 지

지 으며 소진을 31.5% 설명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

는 방하기 해서는 감정노동을 낮추고사회 지지를

높이기 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진 방 재 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사가 입사하는 시 에서부터 로그램을 용하면

인 자원 리측면에서의 기 자료가 될수 있을것이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향 요

인을 밝힘으로써 간호사의 소진 방을 한 재 로그

램 개발의 학문 근거자료를 제시하 다는데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를 상으로 하여 표본추출의 편 이 있으므로 체 임

상간호사를 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신 을 기해야 할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토 로 다양한 지역과 병원규모, 그리

고 소진이 높을 것으로 상되는 다양한 역의 간호사

들을 상으로 한 반복·비교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때 소진에 가장 향을 주는 감정노동의 하 요인별

차이에 한 심층 연구를 병행하여, 사회 지지를 높이

고 감정노동을 조 할 수 있는 방안을 간호사 조직과 병

원행정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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