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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in Pediatric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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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in pediatric nurses. Methods: A survey was con-
ducted with 212 nurses working in pediatric units at 15 hospitals in Busan, K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2014. 
and analyzed with SPSS PASW 18.0. Results: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nurses’ turnover intention were emo-
tional burnout (β =.37, p<.001),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β =.20, p<.001), turnover plan (β =.17, p<.001), and annual salary 
(β =-.13, p<.001), and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2.2% of the variance in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ediatric nurses’ turnover intention are emotional burnout,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turn-
over plan, and annual salary. Thus, in order to reduce pediatric nurses’ turnover inten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emotional burnout, the most influencing factor, and enhanc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and to examine thei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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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서 질적 의료서비스는 국제화와 개방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

을 제고하는 성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보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종합병원의 의료 인력 

중 과반수가 간호사로서 간호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 이직률은 16.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간호사의 이직현상은 대형

병원 보다 중소병원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 간호사의 이직은 적정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소진과 직무만족도 저하 등

의 악순환으로 인해 병원 경영차원 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아동간호사의 일차적 책임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

키는데 있다. 질적 아동간호는 아동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 특히 최

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소자녀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국가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고, 결혼 연령의 증가 및 노산으로 인한 미숙아 출생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5]. 그러므로 질적 아동간호를 제공하기 위

한 숙련되고전문화된 간호사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

터 실시된 아동전문간호사제도는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아동간호가 수행되는 곳은 소아청소년

의원, 종합병원 이상의 아동간호단위, 아동전문병원 등이 있다[1]. 그런

데 우리나라는 아동전문병원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전문적 아동간호

를 제공하는 아동전문병원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일반병

원에서 아동간호사의 양성과 수적인 확보와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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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본다[6]. 

이직의도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거나 

옮기려는 행위나 다른 직장에 대한 탐색, 이직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

한다[7]. 이직의도는 이직의 전조증후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이직

률은 조직 및 인력 관리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8]. 이직의도

의 주요 영향 요인은 조직체계, 물리적 환경, 직장문화, 역할 명료성, 급

여, 직무만족, 근무부서 등의 간호근무환경과직무스트레스, 비인격화 

등의 소진과 경력몰입, 직위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9-11].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란 병원 정책참여, 간호기반, 의료진과

의 관계, 환자집단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12]. 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

리나라 간호사들은 간호근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편이

며[10],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불만족할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소진이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직무스트

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적인 근무 태도, 업

무에 대한 관심소실 등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 

증후군을 말한다[15].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의 질 관리차원에서 중요

한 개념으로 이직의도와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의 이직은 의료기관 조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 이직 의도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임을 여러 연구에 의

해 확인되었다[2,11,16-18]. 

한편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주로 대

상들이 중소병원 간호단위의 간호사[10], 종합병원 간호사[11], 응급실 

간호사[19], 신규간호사[20], 중환자실 간호사[21] 등이었고, 아동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 연구, 특히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아동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간호사의 제 특성과 제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2) 아동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소진 정도. 이직의

도 정도를 파악한다.

3) 아동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소진, 이직의도 정도와

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와 K시에 소재한 15개 아동전문병원과 

2개의 대학병원의 외래, 주사실,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중환

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G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

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09, 효과크기(fz)를 

medium (.15) 및 예측요인을 기준으로 입력하여 예측요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표본수가 191명을 근거

로 22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한 21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여성간호사

2)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지 1개월 이상인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간

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29개, 소진 20개, 이직의도 6개, 대상자의 제 

특성 17개 등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Lake[12]가 개발한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PES-NWI)를 Cho, 

Choi, Kim, Yoo와 Lee[22]가 한국어판으로 번역, 개발한 간호근무환경

측정(Korea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K-

PES-NWI)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영역 4개 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

한 기반 영역 9개 문항,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영역9개 문항, 간호

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영역 3개 문항, 그리고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

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영역 4개 문항 등의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4점, ‘전혀 그렇

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Cho 등[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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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Pines과 Kanner[15]가 개발한 

소진 측정도구를 Peek[23]가 번역, 수정 보완한 소진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3개 하위영역인 신체적 소진 6개 문항, 정신적 소진 

7개 문항, 정서적 소진 7개 문항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7개 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역환산 처리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없다’ 1점, ‘항상’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eek[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이직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Mobley[24]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이직의도 

도구를 Kim[25]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이직의도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잔류의도

를 나타내는 4번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B 광역시, K시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간호부서장, 해당병원 수

간호사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시행하

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 작성 후 즉시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윤

리적 고려를 위하여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승인번호: 

1040549-140714-SB-0044-01)을 받은 후,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 참

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

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

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대상

자의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직의도 관련변수들은 기술통계인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정도는 t-test, ANOVA, 사

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직의도 관련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이직의도 정도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 연령은 31.85 ±8.06세였으며, 결혼 상

태는 미혼 55.7%(118명), 최종학력은 전문학사출신이 72.2%(153명), 총 

임상근무경력은 평균 94.7개월이었다. 현재 병동근무경력은 평균 39.3

개월, 현재 근무부서는 소아과 병동이 65.1%(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5%(159명), 현 근무 형태로는 3교대 근무가 

62.7%(133명). 한 달 평균 밤 근무 횟수(일)는 6일 이상이 50.9%(108명)

를 차지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도움’이 59.4%(126명), ‘전공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23.6%(50명), ‘자아실현을 위해’ 14.2%(30명)의 순

이었고, 과거 이직경험은 ‘있다’ 경우가 65.1%(138명), 앞으로 이직계획

이 ‘없다’ 경우가 71.7%(152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정도는  연령(t =2 .62 , 

p =.010), 결혼상태(t = -2.71, p =.007), 현 직위(t =3.08, p =.002), 현 근무

형태(t=3.27, p =.001), 연봉(t=2.53, p =.012), 이직계획(t= -5.41, p< .001), 

한 달 평균 밤 근무 횟수(F = 8.59, p =.001), 현 직무만족도(F =27.86, 

p< .001), 직장 생활하는 이유(F = 4.62, p =.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에서 ‘30세 미만’이 ‘30세 이상’ 보다, 결혼 상태에서 ‘미

혼’이 ‘기혼’보다, ‘일반간호사’가 ‘주임간호사 이상’보다. ‘3교대 근무’가 

‘고정근무’보다, 연봉은 ‘3000만원 미만’이 ‘3000만원 이상’보다, 이직계

획은 ‘있음’이 ‘없음’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한 결과 한달 평균 밤 근무 횟수는 ‘6일 이상’군이 ‘없음’군보다, 현 직

무만족도에서는 ‘불만족’군이 ‘보통’군보다, ‘보통’군이 ‘만족’군보다, 직

장 생활하는 이유에서는 ‘전공,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군이 ‘경제적 도

움을 위해서’군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소진, 이직의도정도

대상자의 관련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아동간호

사의 이직의도 정도는 평균 18.83 ± 3.13 (도구범위: 6-30), 평균평점 3.14

± 0.5 (척도범위: 1-5)로 중간 정도,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77.09 ±11.40 (도구범위: 29-156), 평균평점 2.66 ± 0.39 (척도범위: 

1-4)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소진의 정

도는 평균 52.54 ±8.41 (도구범위: 20-100), 평균평점 2.63 ± 0.42 (척도범

위: 1-5)로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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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소진, 이직의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직의도 정도는 약한 역 상

관관계(r= -.39, p< .001)를 보였고,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5개 하

위영역과 이직의도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충분한 인력과 물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in Pediatric Nurse Turnover Intention     (N=212)

Variables Categories n (%) M ± SD t/F p Scheffé

Age (year) < 30
≥ 30

109 (51.4)
103 (48.6)

19.34 ± 2.91
18.28 ± 2.98

2.62
  

.01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94 (44.3)
118 (55.7)

18.21 ± 3.11
19.31 ± 2.80

-2.71
  

.007
  

  
  

Education College
University/RN-BSN
Master & doctoral degree

153 (72.2)
51 (24.1)

8 (3.8)

18.83 ± 3.04
18.78 ± 2.98
19.00 ± 2.98

0.02
  
  

.982
  
  

  
  
  

Total clinical work experience (Months) < 36
36-72
≥ 72

61 (28.8)
30 (14.2)

121 (57.1)

19.38 ± 2.75
19.00 ± 3.06
18.50 ± 3.06

1.81
  
  

.166
  
  

  
  
  

Current work unit career (Months) < 24
≥ 24

94 (44.3)
118 (55.7)

18.98 ± 2.90
18.70 ± 3.06

0.67
  

.506
  

  
  

Work unit Pediatric OPD
Pediatric ward
Intensive care (neonatal, child)

33 (44.3)
138 (65.1)

41 (19.3)

17.70 ± 3.27
19.03 ± 3.09
19.05 ± 2.12

2.85
  
  

.060
  
  

  
  
  

Position Nurse
≥ Charge nurse

159 (75.0)
53 (25.0)

19.18 ± 2.84
17.75 ± 3.17

3.08
  

.002
  

  
  

Current work duty type Three-shift duty
Fixed duty

133 (62.7)
79 (37.3)

19.33 ± 2.75
17.97 ± 3.18

3.27
  

.001
  

  
  

Monthly average number of night duties (day) Noa

< 6b

≥ 6c

73 (34.4)
31 (14.6)

108 (50.9)

17.77 ± 3.13
18.71 ± 2.52
19.57 ± 2.80

8.59
  
  

.001
  
  

a < c
  
  

Annual salary (Korean won)* < 3,000
≥ 3,000

103 (48.6)
78 (36.8)

19.34 ± 2.70
18.22 ± 3.27

2.53
  

.012
  

  
  

Satisfaction with work unit Satisfieda

Moderateb

Dissatisfiedc

50 (23.6)
135 (63.7)

27 (12.7)

17.04 ± 2.43
18.90 ± 2.68
21.78 ± 2.98

27.86
  
  

< .001
  
  

a < b < c
  
  

Reason for working† Economic helpa

Self realizationb

Work life better than family lifec

Major, to save the aptituded

126 (59.4)
30 (14.2)

6 (2.8)
50 (23.6)

19.44 ± 2.83
17.83 ± 2.68
18.33 ± 2.88
17.94 ± 3.23

4.62
  
  
  

.004
  
  
  

a > d
  
  
  

Past turnover experience No
Yes

74 (34.9)
138 (65.1)

19.01 ± 2.77
18.73 ± 3.10

0.67
  

.503
  

  
  

Turnover plan No
Yes

152 (71.7)
60 (28.3)

18.17 ± 2.65
20.48 ± 3.12

-5.41
  

< .001
  

  
  

*  Excluding non-responsel; †Multiple response; Memo: Re underlined words-Check that the meaning is correct. RN-BSN = Registered Nurse-Bachelor Science of Nursing, 
OPD = Out Patient Department.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diatric Nurse Turnover Intention Related Variables        (N=212) 

Variables/subscale Items M ± SD Range

Awareness of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bility of nursing managers, leadership, and support for nurses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Participation of nurses in hospital operation
Foundation for quality care
Sufficient manpower and material support

29
4
3
9
9
4

2.66 ± 0.39
2.96 ± 0.03
2.89 ± 0.03
2.62 ± 0.03
2.62 ± 0.03
2.37 ± 0.04

1-4
  
  
  
  
  

Burnout
Physical Burnout
Emotional Burnout
Mental Burnout

20
6
7
7

2.63 ± 0.42
2.96 ± 0.80
2.73 ± 0.65
2.61 ± 0.54

1-5
  
  
  

Turnover Intention 6 3.14 ± 0.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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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r= -.41, p< .001),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r= -.36, p< .001), 병

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r= -36, p< .001), 간호관리자 능력, 리더십, 간

호사 지지(r= -.26, p< .001),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r= -.23, p< .001)과 

각각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의도 정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

(r=.28, p< .001)가 있었고, 소진의 3개의 하위영역과 이직의도 정도와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소진(r=.51, p < .001)과는 중증도의 순 

상관관계, 신체적 소진(r=.42, p< .001)과 정신적 소진(r=.40, p< .001)과

는 각각 약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 일반

적 특성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현 직위, 현 근무형태, 한 달 밤 근무 일수, 연봉, 현 직무만족도, 직장 생

활하는 이유와 이직계획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과 

소진의 하위영역에 변인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

(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

(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0.800-0.985에 걸쳐 있

고, VIF값은 1.015-1.250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93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

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수준 p< .001에

서 유의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간호사와 

의사 협력관계 영역, 소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소진 영역, 이직계획, 연

봉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영향요인 설

명력은 32.3%로 나타났으며, 이 소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소진(β =.367),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β =.201), 이직계획(β =.173), 연봉(β = -.126)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77.09 ±11.40 

(도구범위: 29-156), 평균평점 2.66 ± 0.39 (척도범위: 1-4)으로 약간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g과 Sung[26] 연구

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인식 정도가 2.34 ± 0.36으로 약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

각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아동전문병원과 대학병원의 아동간

호단위에 근무하는 반면, 위의 선행연구 대상자들은 중소병원이나 특

수부서, 전체 간호단위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즉, 아동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아동간호단위의 근

무환경이 아동을 전문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와 

부서에 따른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하위영역별 아동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 결과, 가장 높은 하위영역은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영역에 대한 인식이었고, 평균평점 2.96 ± 0.03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영역에 대한 인식이었고, 평균평점 2.37± 0.04로 비교적 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17]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이들의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영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상당

히 긍정적이었다는 것과 가장 낮은 하위영역은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영역에 대한 인식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러한 결과들은 아동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병원규모

나 부서에 상관없이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것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tudy Variables with Pediatric Nurse Turnover 
Intention  (N=212)

Variables/subscale
Turnover intention

r p

Awareness of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Sufficient manpower and material support
Participation of nurses in hospital operation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Ability of nursing managers, leadership, and support 
 for nurses
Foundation for quality care

-.39
-.41
-.36
-.36
-.26

-.23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Burnout 

Emotional burnout
Physical burnout
Mental burnout

.28

.51

.42

.40

< .001
< .001
< .001
<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N=212)

Variables B SE β t p 

Emotional burnout .236 .044 .367 5.349 .000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 and doctor

.440 .146 .201 3.019 .003

Turnover plan 1.134 .418 .173 2.71 .007

Annual salary -.764 .374 -.126 -2.044 .042

  R2 = .34, F = 22.46, p < .001



42 |� 아동간호사의�이직의도�영향요인

Child Health Nurs Res, Vol.22, No.1, January 2016: 37-44

www.e-chnr.org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간호 관리차원에서 충분한 간호 

인력과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간호사의 소진은 평균 52.54 ±8.41 (도구범위: 20-100), 평

균평점 2.63 ± 0.42 (척도범위: 1-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k과 Kim[27]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의 간호사들의 소진 정도가 평균평점 2.43 ± 0.49와 비교하였을 때 유

사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와 

Kim[28]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소진 정도가 3.30 ± 0.63으로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차이에 기

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Cho와 Kim[28]의 연구에서 밤 근무 여부가 응

급실 간호사의 소진의 영향요인이라고 규명하였는데 이 연구대상자들

의 약 90%가 밤 근무를 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약 63%로 인한 차이

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밤 근무여부에 따른 소진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간호사의 소진을 하위영

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소진은 평균평점 2.96 ± 0.80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이 정서적 소진으로 2.73 ± 0.65, 정신적 소진이 2.61 ± 0.54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k과 Kim[27]의 연구에서 신체적 소진이 2.80

± .53으로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역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와 

Kim[28]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신체적 소진이 3.30 ± .63으로 가장 높았

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간호사들의 근무부서에 상관없이 이

들의 신체적으로 소진을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 간호사들의 신체적 소진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 감

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

런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Sung[26]의 연구와,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3]의 연

구, 그리고 2차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을 한 Kim과 Han[9]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정서적 소진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

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신체적 소진은 정서적 소진보

다 높았지만 정서적 소진이 이직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것

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정서적 소진이 신체적 소진보다 낮다

고 하더라도 간호 인력 관리차원에서 정서적 소진의 임상적 의의가 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Lee[29]의 직무

요구가 정서적 소진과 직무비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소진은 결국 직무비관여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적 소진은 결국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

므로 비록 간호사들의 신체적 소진이 정서적 소진 보다 높다하더라도 

정서적 소진의 중요성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 간호사들의 근무부

서에 따른 정서적 소진의 차이와 관련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평균 18.83 ± 3.13 (도구범위: 6-30), 

평균평점이 3.14 ± 0.50 (척도범위: 1-5)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16]의 연구에서 대도시 소재 종합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3.28± 0.62로 유사하였다. 

넷째, 아동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연령, 결혼상태, 현 직위, 현 근무형

태, 한 달 평균 밤 근무 횟수, 연봉, 현 직무만족도, 직장 생활하는 이유, 

이직계획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에서 ‘30세 미만’이 ‘30

세 이상’ 보다 이직의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25] 

‘26세-30세’ 사이가 이직의도가 가장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또한 결혼 상태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일반간호사’가 ‘주임간호

사 이상’보다. ‘3교대 근무’가 ‘고정근무’보다, 연봉은 ‘3000만 원 미만’

이 ‘3000만 원 이상’보다, 이직계획은 ‘있음’이 ‘없음’보다, 이직의도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선행연구들 Yu와 

Choi[10], Yoon과 Kim[11]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과 

근무경력, 연봉이 낮을수록, 신규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 직장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직무만

족도가 낮아지므로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특히 아동

간호사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신규간호사일수록 환아 보호자를 대하

는 능력이 부족하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3교대 근무가 고정근무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은 불

규칙한 시간으로 인한 건강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미혼인 

경우와 연봉이 낮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더 나은 경제

적 풍요를 위해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아동간호

사들도 3교대 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 연구자 또한 임상에 있으

면서 3교대 근무자를 구인하기가 힘들었으며, 요즘 추세에 맞추어 업

무량과 연봉은 반비례하여 아동 간호사의 경우 전인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돌봄의 주가 환아 뿐 아닌 보호자도 같이 간호해야 함으로 업무

량이 많고 연봉이 적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 간호사들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직의도가 높은 30세 

미만, 연봉, 일반간호사, 3교대 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추어 해결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 -.387, p< .001). 이러한 결과는 이

전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Cho와 Heo[2]의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았다는 결과들

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

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아동간호사의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r=.284, p< .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Han, Kim, Joo, Choi와 Han[18]의 연구에서도 소진으

로 인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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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Han[9], Yoon과 Kim[11]의 연구결

과에서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여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

았으며,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Seomun[16]의 연구결과에

서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요인은 소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진을 예방,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소진 영역,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중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영역, 이직계획, 그리고 연봉으로 나타

났는데 이들의 총 설명력은 32.3%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도구를 사

용한 Sung, Keum, Roh와 Song[30]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이직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서적 소진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서

적 소진을 예방, 감소시키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

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동간호사의 

소진의 하위영역 중 신체적 소진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의

도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 정서적 소진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아동간

호사 역할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동간호사의 역할은 

일반간호사의 역할과는 달리 아동질병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

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인적 간호

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업무량이 과중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돌봄

의 주 대상이 아픈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를 함께 간

호해야하는 아동간호사의 특수성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

여 정서적 소진을 야기한다고 보여 진다. 또한 정서적 소진이 우울과 

좌절, 무력감을 나타낸다[15]고 볼 때 결과적으로 정서적 소진은 이직

의 주요 영향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Lee[29]는 직장인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은 직무비관여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즉 직무비관여란 탈진의 비인격화와는 달리, 자신의 직무로부터 거리

를 두는 것, 업무대상, 직무내용 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소진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킬 뿐

만 아니라 직무비관여를 초래하여 간호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방

해할 수 있다고 본다. Lee[29]은 근무환경에 있어서 관리자의 지원은 

정서적 소진과 직무비관여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

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

원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 선정 시 일부지역에 국한된 

병원의 아동간호사를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해석을 일반화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동간호사의 소

진 중 신체적 소진이 가장 높았으나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소진,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이직계획, 그리

고 연봉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서는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아동간호사 이직의도에 주요 영

향요인은 정서적 소진,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 완화하고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중재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간호사의 근무지역과 병원 규모, 근무부서 따른 간호환경

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소진, 이직의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아동간호사들의 밤 근무 여부에 따른 소진을 규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정서적 소진을 예방, 감

소시키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

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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