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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중환자실은생명이 위협 받는상태의환자에게 고도의 지

식과기술을갖춘전문인력이복잡한의료기기를사용하여집

중치료가이루어지는곳으로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1], 20%

이상은집중치료에도불구하고사망에이르게된다 중환[2].

자실간호사는응급상황이나위기상황에노출되어있는중환

자를적극적으로간호하며과중한업무와불확실한환자의예

후로인해소진을경험하게된다 소진은업무와관련된스[1].

트레스가해결되지않고지속될때발생하는신체적 심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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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ultidimensional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intensive care unit(ICU)
nurses.Methods:A descriptive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during February 2016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222 tertiary hospital ICU nurses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Burnout correlated positively with compassion fatigue (CF)(r=.37,
p<.001), and negatively with compassion satisfaction (CS)(r=-.66, p<.001).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57% of the variance in burnout.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model, perceived health status (β=-.27,
p<.001) and gender (β=.14, p=.028)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ICU nurses’ burnout. In the model
with added work-related characteristics, nursing environment (β=-.22, p=.001), perceived health status (β=
-.20, p=.001), and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β=-.19, p=.007)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inally, for
the model wit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dded, CS (β=-.56, p<.001) and CF (β=.35, p<.001)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Conclusion: Results reveal that most ICU nurses have a moderate level of CF and a
moderate to high level of CS and burnout, and that individual, work-related and psychological factors are relevant
in ICU nurses’ burnout. Programs or interventions to reduce burnout should be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these multidimens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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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탈진및 고갈을특징으로하는건강증후군으로소진

된간호사는탈진 좌절 우울 환자에대한냉담함등의증상, , ,

을겪게된다 특히중환자실간호사는극도로아픈환자에[3].

게적극적이고신속한간호를제공하였으나담당한환자가사

망하거나치명적인 장애가발생한경우외상후스트레스증

후군 을경험한다고알(Posttraumatic Stress Disease, PTSD)

려져 있다 또한중환자실간호사는중환자의대[4]. 리인으로

서의 역할을하게 되어 긴 한 환자 가족 간호사관계를맺/ -

으면서자연스럽게외상사건에노출되고감정이입을하는과

정에서이차외상후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를겪게된다STS) [4].

는스트레스상황후정상인과 다른심리적 신체적PTSD ,

증상을나타내는것으로 재난 사고 전쟁등의갑작스런충격, , ,

적인 외상사건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직접 극심한스트레스,

를유발하는상황에처하지 않더라도타인의 외상사건 치유

를돕기 위해 외상을간접적으로경험한 경우에도 의 형STS

태로발생할수있다 특히간호사는대상자에게 치료적[3,4].

자기를이용하여 대상자와공감적인 관계를형성하고 긴,

하게 상호작용하는그룹으로 대상자가 호소하는고통에대,

해감정이입을하게되어 간호대상자가겪는유사한증상을,

경험함을보고하여 이차외상후증후군이라는용어대신공,

감피로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Compassion fatigue)

한편공감만족 은공감피로와[3]. (Compassion satisfaction)

는반대로남을돕는즐거움이며 동료에대한호의와자신이,

남을도울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는것에서 기인하는즐

거운감정으로 간병인이나교사 사회복지사 성직자등이[5], , ,

외상을입었거나고통을받는사람들을돕는일을하면서얻

는긍정적인면이다 공감피로의부정적인영향이 여러 연구.

를통해밝혀지고이와반대로공감피로의보호요인의하나

로공감만족이라는개념이 에의해 소개되었으며 높Stamm ,

은수준의공감만족은공감피로를줄이고결국소진을감소시

킬수있을것이라고보았다[3].

이러한 개념들이 소개되면서 최근간호사의 공감피로 공,

감만족과소진간의관계에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6,7].

소진은공감피로보다광범위한개념으로[7], Stamm [3]은공

감피로와공감만족의 결과로소진 정도가 결정된다고 하였

으며 많은연구에서공감피로는소진을증가시키고 반대로, ,

공감만족은소진을감소시킨다고하였다 소진에영[3,6-10].

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연령 성별 결혼여부 건강상, , , 태 학,

력 취미생활 여부등의 개인적 요인 개인의 외상, [8,10-12],

경험 및 사망이나장애등의 예기치 못한환자와관련된외

상경험 간호근무환경 근무경력등과같은직무관, , 련요인

그[8,10,13], 리고종교여부 공감능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 ,

대처 공감만족이나공감피로등의심리적요인, [10,12,14,15]

으로구분할수있다.

간호사를대상으로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등에관한상, ,

관관계와영향요인에대한연구가부분적으로진행되었으나,

개인적요인 직무관련요인 심리적요인을포괄하는다차원, ,

적요인을보고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특히중환자실간.

호사는제한된면회시간과무의식환자가많아공감피로가적

을것이라는예상과달리중환자실간호사의공감피로와소진

은일반병동이나 소아과병동에 비해 높은수준으로알려져

있다 높은수준의공감피로와소진을경험하는중환[7,8,10].

자실 간호사의 포괄적인 소진 예방과중재를위해서 소진에

영향을미치는개인적요인 직무관련요인 심리적요인을함, ,

께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중환자실간호사.

의개인적요인 직무관련요인 공감피로 공감만족을포함한, , ,

심리적요인이소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소진의예방과

중재의근거마련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연구목적2.

본연구의 목적은중환자실 간호사의 다차원적 요인이소

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다 이에따른구체적인목.

적은다음과같다.

대상자의소진의정도를파악한다1) .

대상자의다차원적요인에따른소진의차이를파악한다2) .

대상자의다차원적요인과소진간의상관관계를파악한다3) .

대상자의소진에영향을미치는다차원적요인을파악한다4) .

연구방법.Ⅱ

연구설계1.

본연구는중환자실간호사의소진정도를파악하고 그에,

영향을미치는다차원적요인을파악하기위한횡단적조사연

구이다.

연구대상2.

본연구는서울소재 차종합병원인 병원의성인중환자3 A

실에서 개월이상근무하는간호사중연구의목적과방법을3

충분히이해하고연구에자발적으로참여한자를대상으로하

였다 본연구에필요대상자수는 프로그램을. G*Powe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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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회귀분석에필요한최소표본의크기를산출하였다

양측검정에서효과크기를 검정력을 유의수준을[16]. .15, .95,

독립변수를 개로 설정하여 명이 산출되었다 이를.05, 20 217 .

근거로간호사를대상으로한조사연구들의설문지탈락률이

인 점을고려하여 명의간호사에게설문지를배부5~10% 225

하였다 이중불성실하게응답한 부를제외한 부. 3 222 (98.7%)

를분석하였다.

연구도구3.

전문직삶의질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1) : , ,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은 전문직 삶의 질, , version 5.0

한국어판을이(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ProQOL)

용하였다[17]. 이도구는 개의 하부영역인공감피로 공감만3 ,

족 소진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총 문항으로각하부영역별, , 30

로 문항씩으로이루어져 있다 각문항은 점10 . 1 ‘전혀 그렇지

않다’ 점, 5 ‘매우자주그렇다’의 점 척도로구성되어있5 Likert

다 하위영역각각의점수범위는 점으로하부영역의합. 10-50

이 점이상이면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이높은것으로42 , , , 41

점과 점사이는보통으로 점이하는낮은것으로분류된23 , 22

다 도구개발연구 에서신뢰도 는공감피로. [17] Cronbach's⍺
공감만족 소진 였고 본연구에서 는.81, .88, .75 , Cronbach's⍺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이었다.76, .88, .71 .

공감능력2)

공감능력은Park 의다차원적공감능력척도를사용하[18]

여측정하였다 본도구는총 문항으로인지공감과정서공. 30

감 가지 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로2 , 5 Likert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다 도구의신뢰도 는도구개발연구 에서. Cronbach's [18]⍺
이었고 본연구에서는 였다.86 , .85 .

간호근무환경3)

간호근무환경은 가개발한Lake [19] Practice Environment

를 등Scale ofNursingWork Index (PES-NWI) Cho [20]이국

내의간호상황을고려하여수정 번역하여검증한한국어판간,

호근무환경측정도구를사용하였다 본도구는총 개문항으. 29

로 개의하위영역 병원운영에간호사참여 양질의간호를위5 ( ,

한기반 간호관, 리자의능력 리더십 간호사에대한지지 충/ / ,

분한인력과물리적자원 간호사와의사의협력관계 으로구, )

성되어있다 점 척도로측정하며 점수가높을수록자. 4 Likert ,

신의간호근무환경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이다 도구.

의 신뢰도 는 등 의 연구에서 이었Cronbach's Cho [20] .93⍺
고 본연구에서는 이었다, .90 .

스트레스대처4)

스트레스대처는 와Oh Han 의도구를사용하였다 이[21] .

도구는 총 문항으로 개의 하위영역 문제중심 희망적 관33 6 ( ,

점 무관심 사회적지지탐색 긍정적관점 긴장해소 으로구, , , , )

성되어있다 점 의척도로측정하며 점수가높을수록. 4 Likert ,

다양한대처방식을사용함을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신뢰.

도 는 이었고 본연구에서는 였다Cronbach's .78 [21], .75 .⍺

사회적지지5)

사회적지지는 등Zimet [22]이개발한Multidimensional

척도를 과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Shin

Lee[23]가번안한도구를사용하였다 본도구는총 문항으. 12

로가족지지 친구지지 특별지지의세하위척도로구성되어있, ,

는데 특별지지는의미있는타인에의한지지를의미하여본연,

구에서는직장동료에의한지지를의미한다 점 척도로. 5 Likert

측정하며점수가높을수록사회적지지가높은것을의미한다.

도구의신뢰도Cronbach’s 는⍺ 도구개발연구[23]에서 였.89

으며 본연구에서는 였다, .92 .

자료수집방법4.

본연구는 연구대상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기관생명윤A

리위원회 의 승인을받아(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수행하였다 자료의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2015-1209) .

용하여 년 월 일부터 일까지이루어졌다 연구자가대2016 2 1 9 .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자료의비 보장및 연구자료관리,

설문지작성방법에대한충분한설명을제공한후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설문지 작성.

도중대상자가원하면 언제든지 설문작성을중단할수있음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시. ,

간은 분이소요되었으며 설문지작성후에는소정의답15~20 ,

례품을지급하였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SPSS/WIN 23.0 (IBM Corpo-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ation, USA) . 대상자의 개인적 특

성 직무관련특성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 공감능력 간, , , , , ,

호근무환경 스트레스대처와사, 회적지지는실수와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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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및표준편차로나타내었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직무

관련특성 심리적특성에따른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의차, , ,

이는 사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후

검정을시행하였다 변수간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 로 분석하였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ent .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을시행하였다regression) .

연구결과.Ⅲ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1. , ,

본연구대상자의개인적특성,직무관련특성 심리적특성,

은 과같다 연구대상자의개인적특성을살펴보면 여Table 1 . ,

성이 명 이었다 평균 연령은211 (95%) . 28.84± 세였고5.76 ,

세가 명 으로 가장 많았다 미혼이 명25~29 101 (45.5%) . 177

이었고기혼자는자녀가있는경우가 명 이(79.8%) 32 (71.1%)

었다 취미생활이있는간호사가 명 이었고학력은. 115 (51.8%)

대졸이 명 이었다 건강상태는187 (84.2%) . ‘좋다’고인지한경

우가 명 이었으며 평균 수면시간은155 (69.8%) , 6.81± 시1.62

간이었다.

연구대상자의직무관련특성을살펴보면근무부서는외과

계중환자실 명 내과계중환자실 명 흉부62 (28.0%), 60 (27.0%),

외과중환자실 명 신경외과중환자실 명30 (13.5%), 24 (10.8%),

심장내과중환자실 명 신경과중환자실 명24 (10.8%), 22 (9.9%)

순이었다 근무부서만족도는. ‘만족한다’가 명 으로163 (73.4%)

많았고 현재 근무부서가 입사 당시 희망하는 부서인 경우가,

명 이었으며 부서이동을희망하지않는경우가152 (68.5%) , 121

명 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54.5%) . 69.02± 개월이었고71.76 ,

년미만이 명1~3 64 (28. 으로가장많았다 직위는일반간호8%) .

사가 명 으로많았고 급여를211 (95.0%) , ‘만족한다’고응답한

대상자가 명 이었다 외상에대한경험을살펴보면148 (66.7%) .

최근 개월 이내 간호사개인적으로외상사건을경험한경우6

는 명 이었으며 환자와관련하여외상사건을경험30 (13.5%) ,

한경우가 명119 (53.6%)이었으며 특별히애착이있는환자의,

외상사건을경험한경우는 명 이었다 간호근무환124 (55.9%) .

경은평균 76.26± 점이었다9.49 .

대상자의심리적특성을살펴보면종교가없는간호사가119

명 이었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53.6%) . 105.64±10.13

점 스트레스대처는평, 균 87.34± 점 사회적지지는평균6.78 ,

48.37± 점이었다6.15 .

대상자의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2. , ,

대상자가인지하는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정도는, , Table

와같다 공감피로는평균2 . 27.14± 점이었고 중등도의공4.77 ,

감피로를겪는간호사가 명 이었다 공감만족은평184 (82.9%) .

균 30.99± 점이었고 중등도의공감만족을느끼는간호사5.12 ,

는 명 이었다 소진은 평균203 (91.4%) . 30.15± 점이었고4.32 ,

중등도의소진을겪는간호사가 명 이었다216 (97.3%) .

대상자의3. 개인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의 차이, ,

대상자의개인적특성 직무관련특성및심리적특성에따,

른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의차이는 과같다 공감, , Table 3 .

피로는건강상태가 ‘좋다’고인지한경우유의하게낮았으며

(t=-3.57, p<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보.001),

다유의하게높았다(t=2.67, p= 그리고 개월이내개인.008). 6

적인외상경험이있는경우(t=2.66, p= 와애착이있던환.008)

자에서외상경험이있는경우(t=2.36, p= 공감피로가통.019)

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

공감만족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06,

p= 석사이상의교육경력을가진경우.003), (t=4.98, p<.001)

와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인지한 경우(t=3.52, p=.001)

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 그리고현재부서에만족하는경.

우(t=6.33, p< 원하는부서에서근무하는경우.001), (t=3.70,

p< 통계적으로유의하게 높았으나 부서이동을원하는.001) ,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3.97, p< 또한공감만족은 년이상의경력간호사.001). 10

(F=6.22, p< 와.001) 급여에 만족하는경우(t=3.19, p=.002)

유의하게 높았으나 일반간호사에서는 낮았다, (t=-3.15, p=

.002). 개월 이내 애착을 가진 환자의 외상을 경험한 경우6

(t=2.26, p= 높은것으로나타났다.025) .

소진은여성이남성에비해높았으며(t=2.07, p= 연.040),

령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고(F=5.23, p< 미혼자의.001)

경우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t=2.43, p= 소진은석사.016).

이상의 교육경력을가진 간호사(t=-3.79, p< 와자신의.001)

건강상태가 ‘좋다’고인지한경우(t=-4.62, p< 통계적으.001)

로 유의하게 낮았다 소진은 현재부서에 만족하는 경우. (t=

-5.79, p< 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001) (t=-2.47,

p= 낮았으나 부서이동을 원하는 경우.014) (t=3.29, p=.001)

와 개월미만의경력을가진경우12 (F=3.97, p= 높았다.004) .



- 13 -

임상간호연구 년 월23(1), 2017 4

Table 1. Individual, Work-Related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2)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Male

211 (95.0)
11 (5.0)

Age (yr) 25＜
25~29
30~34
35~39
40≥

45 (20.2)
101 (45.5)
42 (18.9)
17 (7.7)
17 (7.7)

28.84±5.76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77 (79.8)
45 (20.2)

Children (n=45) Yes
No

32 (71.1)
13 (28.9)

Hobby Yes
No

115 (51.8)
107 (48.2)

Education
　

Master≥
3 year diploma, bachelor

35 (15.8)
187 (84.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Bad

155 (69.8)
67 (30.2)

Sleeping time (hour) 6.81±1.62

Work-related
characteristics

Department SICU
MICU
NSICU
NRICU
CSICU
CCU

62 (28.0)
60 (27.0)
24 (10.8)
22 (9.9)
30 (13.5)
24 (10.8)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63 (73.4)
59 (26.6)

Work place to wish Yes
No

152 (68.5)
70 (31.5)

Wish to change department
　

Yes
No

101 (45.5)
121 (54.5)

Total nurse career (months) 12＜
12~ 36＜
36~ 60＜
60~ 120＜
120≥

39 (17.6)
64 (28.8)
35 (15.7)
43 (19.4)
41 (18.5)

69.02±71.76

Position
　

Staff nurse
Charge or head nurse

211 (95.0)
11 (5.0)

Satisfaction with incom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48 (66.7)
74 (33.3)

Trauma experience to self
within 6 months

Yes
No

30 (13.5)
192 (86.5)

Trauma experience to patient
within 6 months

Yes
No

119 (53.6)
103 (46.4)

Trauma experience to affected
patient within 6 months

Yes
No

124 (55.9)
98 (44.1)

Nursing environment 76.26±9.49 29~116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ligion
　

Yes
No

103 (46.4)
119 (53.6)

Empathy ability 105.64±10.13 30~150

Stress coping 87.34±6.78 33~132

Social support 48.37±6.15 12~60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NSICU=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NRICU=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CSICU=Cardiac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CCU=Cardiac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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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심리적 특성에 따른 공감4. ,

피로 공감만족 소진의 상관관계, ,

대상자의간호근무환경 공감능력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 ,

지지 공감피로 공감만족과소진의상관관계는 와같, , Table 4

다 공감피로는 공감능력. (r=.28, p< 과 스트레스 대처.001)

(r=.25, p< 와양의상관관계를보였다 공감만족은간호.001) .

근무환경(r=.45, p< 공감능력.001), (r=.31, p< 스트레.001),

스대처(r=.31, p< 사회적지지.001), (r=.25, p< 순으로.001)

양이상관관계를보였다.

마지막으로소진은공감피로(r=.37, p< 와양의상관관.001)

계를보이고공감만족(r=-.66, p< 간호근무환경.001), (r=-.37,

p< 사회적지지.001), (r=-.20, p= 스트레스대처.003), (r=-.17,

p= 순으로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010) .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영향을 미치는요인을확인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시행하.

기 전 기본가정인 자기상관과다중공선성을확인하였다 우.

선 통계량은 로자기상관의문제가Durbin-Watson 1.93~2.07

없었다 그러나다중공선성을확인한결과공차한계. (tolerance)

는 분산팽창인자 값.08~.98,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은 로확인되었다 확인결과연령과간호사경력의1.08~12.55 .

값은 과 였으며 상관계수는 로두변수간다VIF 11.78 12.55 , .94

중공선성을나타내고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소진에더강.

한상관관계를보이는연령만을설명변수로투입하여회귀분

석을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시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통계량은Durbin-Watson 1.93~ 로 자기상관의 문제가2.07

없었다 또한상관관계는모두 이하를보였으며공차한계. .80

는 값은.43-.93, VIF 1.07~ 으로다중공선성에문제가없는2.33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위해시행한위계적다중회귀분석결과는 와Table 5

같다 단계에서는간호사의개인적특성중소진에유의하게. 1

차이가있었던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 건강상태를설명변, , , ,

수로투입하였다 그결과모형 의회귀식은통계적으로유의. 1

하였고(F=9.27, p< 중환자실간호사소진의 를설.001). 16%

명하였다 소진에설명력이 유의한변수는건강상태. (β=-.27,
p< 와성별.001) (β=.14, p= 이었다 단계에서는모형.028) . 2 1

에직무관련특성중소진에유의하게차이가있었던현재근

무부서에대한만족여부 원하는부서에서의근무여부 부서, ,

이동희망여부 그리고소진과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

한간호근무환경을추가로투입하였다 모형 의 회귀식은. 2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F=10.21, p< 직무관련특성.001).

을 입력한 후 가 추가되어 소진의 를 설명하였다11% 27% .

소진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간호근무환경(β
=-.22, p= 건강상태.001), (β=-.20, p= 현재근무부서에.001),

대한만족(β=-.19, p= 으로변경되었다 단계에서는모.007) . 3

형 에심리적특성중소진에유의한상관관계를보인스트레2

스대처 사회적 지지 공감피로 공감만족을투입하였다 그, , , .

결과 모형 의 회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3 (F=23.36,

p< 심리적 특성을추가입력한후 가증가되어소.001). 30%

진의 를설명하였다 소진에설명력이 유의한변수는공57% .

감피로(β=.35, p< 와공감만족.001) (β=-.56, p< 으로변.001)

경되었다.

논 의.Ⅳ

본연구대상자인 차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공감피3

로 공감만족 소진은각각평균, , 27.14± 점4.77 , 30.99± 점5.12 ,

30.15± 점으로나타났으며중등도이상의공감피로 공감4.32 ,

만족 소진을경험하는간호사의비율은, 82.9%, 92.8%, 97.7%

였다 국내에서시행된 연구와비교해 볼때 응급실간호사의.

가 종양간호사의 가73.5%, 78.8%, 73.5% , 77.6%, 74.8%, 75.3%

중등도이상의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을경험한다고보고하, ,

여 이들에 비해 공감피로와공감만족 소진을느끼는[13,15], ,

중환자실간호사의비율이높았다 또한중환자실간호사를대.

상으로한연구 에서[24] 는각각 로보고79.6%, 97.8%, 88.3%

되어본연구대상자가공감피로와소진을더느끼는반면 공,

감만족은덜느꼈다.이는병원간간호대상자의질병및중증

도차이 병원의특성이나 간호인력비율등의간호업무환경, ,

차이등이반영된결과라생각된다 외국의 차병원. 3 에서 입

원 환자를돌보는간호사 명을 대상으로 한연구 에491 [14]

Table 2. Levels of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
faction and Burnout (N=22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Compassion
fatigue

Low
Moderate

38 (17.1)
184 (82.9)

27.14±4.77

Compassion
satisfaction

Low
Moderate
High

16 (7.2)
203 (91.4)
3 (1.4)

30.99±5.12

Burnout Low
Moderate
High

5 (2.3)
216 (97.3)
1 (0.4)

30.15±4.32



- 15 -

임상간호연구 년 월23(1), 2017 4

Table 3. Differences in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Burnout according to Individual, Work-related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22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ompassion
fatigu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211 (95.0)
11 (5.0)

27.17±4.82
26.64±3.91

0.36
(.718)

30.85±5.14
33.73±3.85

-1.83
(.069)

30.29±4.35
27.55±2.88

2.07
(.040)

Age (yr)* 25＜ a

25~29b

30~34c

35~39d

40≥ e

45 (20.2)
101 (45.5)
42 (18.9)
17 (7.7)
17 (7.7)

26.76±5.18
28.02±4.84
26.26±4.02
26.59±5.65
25.71±3.29

1.75
(.140)

30.31±5.06
30.00±4.68
31.95±5.10
33.29±6.26
34.00±4.81

4.06
(.003)

a, b d,＜ e

30.53±4.22
31.17±3.96
28.60±4.08
29.94±5.18
27.18±4.42

5.23
( .001)＜

e a,＜ c, d b＜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77 (79.8)
45 (20.2)

27.39±4.88
26.11±4.21

1.61
(.110)

30.77±5.00
31.84±5.58

-1.25
(.212)

30.49±4.16
28.76±4.76

2.43
(.016)

Children (n=45) Yes
No

32 (71.1)
13 (28.9)

25.84±4.23
26.77±4.27

-0.66
(.510)

32.22±5.98
30.92±4.50

0.70
(.487)

28.38±4.76
29.69±4.82

-0.84
(.406)

Hobby Yes
No

115 (51.8)
107 (48.2)

26.83±4.90
27.40±4.59

-0.89
(.375)

30.68±4.79
31.36±5.45

-0.97
(.331)

30.48±4.04
29.79±4.62

1.18
(.239)

Education level Master≥
3 year diploma, bachelor

35 (15.8)
187 (84.2)

26.57±4.06
27.25±4.89

-0.77
(.440)

34.74±4.94
30.29±4.85

4.98
( .001)＜

27.69±4.44
30.62±4.16

-3.79
( .001)＜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Bad

155 (69.8)
67 (30.2)

26.41±4.74
28.84±4.43

-3.57
( .001)＜

31.72±5.22
29.30±4.47

3.52
(.001)

29.31±4.07
32.10±4.29

-4.62
( .001)＜

Department SICU
MICU
NSICU
NRICU
CSICU
CCU

62 (28.0)
60 (27.0)
24 (10.8)
22 (9.9)
30 (13.5)
24 (10.8)

26.73±4.68
27.23±5.44
25.63±4.71
26.64±4.29
28.67±4.17
28.08±4.05

1.45
(.208)

30.86±4.96
30.33±5.57
32.75±5.08
32.27±4.28
30.03±4.75
31.25±5.33

1.28
(.273)

30.56±3.22
30.85±3.68
29.04±4.08
30.45±3.53
30.87±2.32
31.13±2.17

1.31
(.260)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63 (73.4)
59 (26.6)

26.88±4.62
27.86±5.13

-1.36
(.176)

32.20±4.44
27.66±5.41

6.33
( .001)＜

29.21±3.96
32.76±4.24

-5.79
( .001)＜

Work place to wish Yes
No

152 (68.5)
70 (31.5)

27.29±4.46
26.69±4.94

0.88
(.380)

31.89±4.71
29.24±5.41

3.70
( .001)＜

29.58±4.11
31.07±4.27

-2.47
(.014)

Wish to change
department

Yes
No

101 (45.5)
121 (54.5)

27.46±5.05
26.87±4.55

0.91
(.364)

29.58±5.16
32.23±4.74

-3.97
( .001)＜

31.18±4.13
29.30±4.29

3.29
(.001)

Total nurse career
(month)*

12＜ a

12~ 36＜ b

36~ 60＜ c

60~ 120＜ d

120≥ e

39 (17.6)
64 (28.8)
35 (15.7)
43 (19.4)
41 (18.5)

26.92±4.48
27.77±5.42
27.26±4.57
27.16±4.55
26.00±4.35

0.87
(.485)

28.95±4.70
30.84±4.87
29.39±5.11
32.03±4.59
33.73±5.28

6.22
( .001)＜
a, c b,＜
d e＜

31.59±4.25
30.53±3.71
30.79±3.95
29.32±4.33
28.25±4.81

3.97
(.004)

e b,＜ c, d a＜

Position　 Staff nurse
Charge or head nurse

211 (95.0)
11 (5.0)

27.34±4.77
23.45±2.98

2.67
(.008)

30.75±5.05
35.64±4.03

-3.15
(.002)

30.63±3.35
29.36±1.96

1.24
(.216)

Satisfaction with
incom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48 (66.7)
74 (33.3)

27.13±4.67
27.05±4.96

0.11
(.911)

31.77±4.95
29.49±5.16

3.19
(.002)

30.62±3.28
30.31±3.32

0.72
(.470)

Trauma experience
to self within
6 months

Yes
No

30 (13.5)
192 (86.5)

29.17±3.97
26.75±4.72

2.66
(.008)

31.80±5.76
30.86±5.03

0.93
(.354)

30.37±4.93
30.10±4.24

0.31
(.754)

Trauma experience
to patient within
6 months

Yes
No

119 (53.6)
103 (46.4)

26.61±4.31
27.45±5.13

-1.29
(.197)

30.71±5.26
31.27±5.00

-0.80
(.425)

29.77±3.98
30.51±4.68

-1.25
(.213)

Trauma experience
to affected patient
within 6 months

Yes
No

124 (55.9)
98 (44.1)

27.83±4.56
26.31±4.91

2.36
(.019)

31.69±5.41
30.15±4.64

2.26
(.025)

29.95±4.62
30.30±3.86

-0.59
(.555)

Religion Yes
No

103 (46.4)
119 (53.6)

27.36±4.69
26.91±4.82

0.69
(.490)

31.46±5.21
30.60±5.05

1.24
(.217)

30.08±4.56
30.22±4.16

-0.25
(.806)

*Post hoc: Scheffe;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NSICU=Neur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NRICU=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CSICU=Cardiac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CCU=Cardiac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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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요인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서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은, , 20.86± 점5.27 , 40.51±5.58

점, 25.63± 점이었으며 응급실간호사를대상으로한연5.58 ,

구[11]에서 21.57± 점5.44 , 39.77± 점6.32 , 23.66±5.87점이

었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25] 57.9%,

38.5 의간호사가중%, 56.1% 등도이상의공감피로 공감만족, ,

소진을경험한다고보고하였다 이러한결과는 우리나라간.

호사들이외국간호사에비해 공감피로와소진의수준이높

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 간호대상자들에게지속적인양,

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간호사들의 공감

피로와소진을감소시킬 간호계 내외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

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인지된 건강상태였다 본연구에, , , , .

서여성은남성에비해소진수준이높았다 이는성별에차이.

가없었다는기존의연구결과 와다른결과로연구마[8,11,15]

다남성의비율이 로다양하여이것이연구결과에영5~22.6%

향을미쳤을것으로생각된다 연령과결혼여부는 등. Kim [7]

과K 과 의 연구결과와일치하여 연령이높은그룹im Lee [8]

과기혼자에서 소진이낮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연령이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능력이증가하여소진이감소할수있다는연구결과 를뒷[6]

받침하는것이며 기혼자의 경우배우자나자녀와감정을교,

류하며정서적 안정을찾게됨에따라직장이나업무에서 유

발되는스트레스를적절하게해소할수있어 소진을감소[2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Work-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urnout (N=222)

Variables
Nursing

environment
Empathic
ability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X1 X2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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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ssion fatigue (X1) -.06 (.352) .28 ( .001)＜ .25 ( .001)＜ -.01 (.920) 1

Compassion satisfaction (X2) .45 ( .001)＜ .31 ( .001)＜ .31 ( .001)＜ .25 ( .001)＜ .01 (.982) 1

Burnout (X3) -.37 ( .001)＜ -.11 (.102) -.17 (.010) -.20 (.003) .37 ( .001)＜ -.66 ( .001)＜ 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for Burnout (N=222)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Age -.14 .115 -.15 .089 -.03 .615

Gender (Female) .14 .028 .10 .099 .05 .289

Marital status (Married) -.02 .796 -.01 .836 -.05 .327

Education ( Master)≥ -.15 .058 -.11 .124 -.01 .836

Health status (Good) -.27 .001＜ -.20 .001 -.06 .230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Yes) -.19 .007 -.07 .233

Work place to wish (Yes) -.04 .560 .01 .964

Wish to change department (Yes) .03 .671 .01 .979

Nursing environment -.22 .001 -.04 .499

Stress coping -.08 .120

Social support .01 .958

Compassion fatigue .35 .001＜

Compassion satisfaction -.56 .001＜

Adjusted R2 .16 .27 .57

R⊿ 2 (p) .11 ( .001)＜ .30 ( .001)＜

F (p) 9.27 ( .001)＜ 10.21 ( .001)＜ 23.36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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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교육수준에따른소진은석사.

이상의 학력을가진 그룹이유의하게 낮아교육수준이높을

수록소진이낮다는기존의 연구결과 를뒷받침하[3,8,11,24]

였다 선행연구들 과마찬가지로본연구에서. [10-12,25] 도건

강상태가나쁘다고인지하는그룹은공감피로가유의하게높

았고공감만족은낮았으며 소진은높았다 간호사의건강상태, .

는전문직삶의질에중요한요인임을인지하여 간호사의건강,

관리를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요인

은현재 근무부서에대한만족여부 원하는부서에서의근무,

여부 부서이동희망여부 간호사근무경력이었다 현재부서, , .

에만족하는그룹과원하는부서에서근무하는그룹 타부서,

로이동을원치 않는그룹은공감만족은유의하게높고소진

은유의하게 낮아 기존의 연구결과 와동일하였다 따[11,12] .

라서간호사의소진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부서배치나부서

이동시기를결정할때간호사개인의의견을반드시고려하여

야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간호근무환경과소진은유의

한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간호근무환경은 점 이상 점. 2.5 (4

척도 일 때 간호사스스로자신의간호업무환경을긍정적으)

로평가함을 의미하는데 본연구에서는[20], 2.63± 점으0.33

로 연구대상자들이 대체로 자신의 업무환경에 만족함을 알

수있다 간. 호업무를위한물리적 환경적자원과개방형리더,

십과간호사를지지하는좋은간호근무환경에서간호사는수

준높은간호를수행할수있으며 이는곧간호사의업무만족,

으로이어져소진이감소하는한다는주장 을지지하는결[27]

과라할수있다.

그러나직무관련요인중 개월이내의개인적인외상경험6

여부와간호대상자와관련된외상경험여부 애착이있던환,

자의외상경험여부는소진과유의한관련성이없었다 그런.

데본연구에서특이한점은애착이있던환자의외상경험을

경험한경우공감피로와공감만족은높으나소진은유의한차

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의주장을뒷받침. Stamm [9]

하는것으로 는공감피로를높이지만남을돕는즐거움인STS

공감만족을높여결과적으로소진에는영향을주지않는것으

로생각된다.

중환자실간호사의심리적요인중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지 공감피로 공감만족과소진은유의한상관관계를보였, ,

다 스트레스대처와사회적지지는선행연구결과. [12,15]와

동일하게공감피로 공감만족과양의상관관계를보이고소진,

과는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스트레스대처는문제중심적대.

처 사회적지지탐색 희망적관점가지기 긴장해소하기등다, , ,

양한방법이있는데 스트레스상황과정도 개인의성향 자원, , ,

정도등에따라적절한대처방식을선택하고사용할수있어야

건강하게스트레스에대처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15,21].

서소진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상황에따라적절한스트레스

대처방식을사용할수있도록이를개발하고강화하고 정서,

적감정적교류를할수있는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의지지, ,

체계를구축하고유지시키기위한다양한중재프로그램을개

발하여적용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 소진은공감피로와.

양의상관관계 공감만족과음의상관관계를보여임상간호사,

들을대상으로한연구 와동일한결과를보였다[12,13,15,24] .

이는공감만족이공감피로를조절하여소진에영향을미친다

는 의주장을뒷받침하는결과라할수있다Stamm [3] .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파악하

기 위해위계적회귀분석을시행한결과 개인적요인만을반,

영한 은소진을 설명하였고Model 1 16% ,성별과건강상태가

결정적요인이었다 간호사들의건강수준이소진에큰영향.

을주고있으므로 간호사들의 건강을 유지하고관리할수,

있는지속적이고장기적인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

인다 직무관련요인이추가된 는소진을 설명. Model 2 27%

하였고,건강상태외에현재근무부서만족여부 간호근무환,

경이소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

존의연구결과 를지지하는것으로 간호사의소진을예방[8] ,

하기위해서는간호사개인을위한중재이외에도병원이간

호사가자긍심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간호업무환경을지

속적으로개선해야 함을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모.

든변수가투입된 의회귀분석결과소진의 를설Model 3 57%

명하였고 공감만족과 공감피로가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특히공감피로보다공감만족이소진에더큰영향을보.

이고있었는데 이는기존의 종합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한

연구 와일치하는결과였다 종양간호사를대상으로[7,12,13] .

한외국의 선행연구 에서 죽음과상실 종양환자간호시[28] ,

의심리적변화나적응등에대한교육을받은그룹에서공감

만족이증가하고소진이감소한다고보고하여중환자실간호

사역시공감피로를감소시킴과동시에공감만족을증진시키

는교육프로그램이나중재를개발하여 활용하는것이 도움

이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는

다차원적요인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다 특히선.

행연구에서언급된다차원적요인중공감만족과공감피로가

가장결정적인요인으로밝혀져중환자실간호사의소진을감

소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개선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는중환자실간호사의다차원적요인과소진과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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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요인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데 의의가있으며 본연구결과는소진과관련된병원의 인적

자원관리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결론 및 제언.Ⅴ

본연구는중환자실간호사의개인적 직무관련 심리적요, ,

인 등의다차원적요인이소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 위

해시행되었다 본연구결과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력 건강. , , , ,

상태등의개인적요인 간호근무환경 근무만족여부 배치만, , ,

족여부 부서이동희망여부등의직무관련요인과스트레스,

대처 사회적지지 공감피로 공감만족등의심리적요인이중, , ,

요한변수임을확인하였으며 특히공감만족은중환자실간호,

사의 소진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노력과정책이필요한데,

간호인력관리시 간호사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원하는부

서에서의배치와부서이동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병원은

간호사근무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근무만족도를높이

기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또한개인적요인을고려하여공.

감만족을 높이고 공감피로를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개발하여시행해야할것이다.

본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첫째 본연구는서울의일개 상급종합병원의중환자실간,

호사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연구결과를중환자실간호

사로일반화하기에는제한이있으므로여러병원을대상으로

자료를수집하는연구가필요하다.

둘째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공감만족과공감피로를포함,

하는다차원적요인간의경로를분석하는연구를제언한다.

셋째 소진에가장중요한요인인공감만족을높이고공감,

피로를감소시킬수있는교육및중재프로그램을개발 적용,

하여그효과를측정하는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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