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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가족 돌 의 주체는 여성이었지만

[1] 1960년  이후 진 인 사회  의식구조 변화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75%로 증가하 고[2]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그로 인해서 가

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면서 가족  환자가 발생하면 가

족이 환자를 직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3]. 2010년 우리나

라 간병인 고용 비용은 연 2조원 수 으로 환자와 보호자에

게 경제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 체 으로도 간  의료

비용의 증가가 래되고 있다[3]. 한 간병인의 비 문 인 

간병 제공은 질 낮은 간호,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하 등

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2013년 7월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간병인 고용에 따른 직·간  의료비용 부담과 사회  비용 감

소를 목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 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하 다[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 는 가족을 신하여 문

인 지식과 술기를 갖춘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이 으로 

구성되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문 이고 총체 인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5]. 

환자간호에 있어 추 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는 의료기

 체 인력  비율이 가장 높다[6].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해서 24시간 직·간 으로 간호 제공뿐만 아니라 

환자 교육, 업무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감정노동

을 더 많이 경험한다[7]. 간호사의 높은 감정노동은 소진과 

이직율을 증가시킨다[8]. 그러나 간호사가 제공하는 친 은 당

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간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에 해서는 

특정 노동으로 인식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9].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직 간호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병동보다 감정노동이 높을 것이라 생각

되며 실제로 이 제도에 하여 많은 간호사들이 부정 인 견

해를 가지고 있다[10]. 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의료보험공

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직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 모호한 기 과 원칙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업무범 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의료기 별 간호인력의 배

치수 과 질 하, 간호의 업무범  편차, 간호인력 간의 역

할갈등과 혼란, 업무의 효율성 하 등을 유발시켜 직무스트

스를 가 시킬 수 있다[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사의 직무스트 스가 높고, 직무만족이 낮다는 것은 이미 보

고된 바 있는데[10,11], 환자에게 수행되는 직 간호가 증가할

수록 책임감 한 높아지기 때문에 지나친 업무량은 직무스

트 스의 일차 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12]. 직무스트

스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를 확

인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떨

어지면 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 부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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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에게도 일에 한 의욕을 상실

시켜 업무생산성의 하를 래하게 된다[13]. 따라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한 업무배분과 효율 인 간호

업무수행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 에 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만

족을 비교한 연구,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에 한 연구, 이

직의도, 직무스트 스, 감정노동  소진에 한 연구, 직무만

족과 업무스트 스, 이직의도에 한 연구[10,11,14] 등이 이

루어졌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간의 상 계

를 연구한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사회 으로 충분히 정 인 효과를 기 해 볼 수 

있는 정책이기에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행하며 

겪는 감정노동과 스트 스  간호수행에 하여 분석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감정

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일반병동 간호사와 

비교분석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를 리하여,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

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비교분석

하여 변수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한 연구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  특성 

 동질성을 악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

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비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

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 계를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비교분석 하고자 

시행된 서술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인 종합병원 이상 

 병원 4곳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간호사를 분

석 상으로 하 다. 표본수는 G*power 계산 로그램에 근거

하여 F검정에서 간정도의 효과크기 0.25, 유의수  .05, 검

정력 95%로 하 을 때, 최소 표본수는 128명이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체 표본수는 170명으로 하 다. 설문조사를 거부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총 151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선정기 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반

병동 간호사로 특수부서  외래의 경우는 제외하 다.

연구 도구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 [15]이 개발한 감정노동 측정 

도구를 Kim [16]이 번역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감정노동빈도 3문항, 감정노동 주의정도 3문항, 감

정의부조화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82 다.

직무스트 스

직무스트 스는 Kim과 Gu [17]가 개발한 직무스트 스 연

구도구를 Choi [1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

구는 업무스트 스 4문항, 역할갈등 3문항, 문지식·기술부족 

4문항, 인 계갈등 5문항, 의사와의 갈등 4문항, 심리  부

담감 2문항, 간호사에 한 우 2문항, 보호자와 환자 2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직무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

시 Kim과 Gu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 이었고, Choi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2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 다.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수행은 Ko 등[19]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

를 사용하여 간호업무수행정도를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업무

수행능력 7문항, 업무수행태도 4문항, 간호과정 용 6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Ko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 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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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Homogeneity test between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General Hospital Wards

                                      (N=151)

Variables Categories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

(n=72)

General word

(n=79) χ2 p

n(%) n(%)

Gender Male
Female

4(5.6)
68(94.4)

2(2.5)
77(97.5)

0.90 .298

Age(years) ˂25
26~30
≥31

49(68.1)
18(25.0)

5(6.9)

49(62.0)
19(24.1)
11(13.9)

1.95 .376

Martial status Single
married

65(90.3)
7(9.7)

73(92.4)
6(7.6)

0.21 .429

Educational level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27(81.9)
45(18.1)

38(48.1)
41(51.9)

1.72 .125

Total work experience ˂5years
≥5years

59(81.9)
13(18.1)

67(84.8)
12(15.2)

0.22 .399

Current department’s experience ˂5years
≥5years

66(91.7)
6(8.3)

72(91.1)
7(8.9)

0.01 .571

Monthly pay (Million won) ˂2
≥2

32(44.4)
40(55.6)

28(35.4)
51(64.6)

1.27 .168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K 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 원회 승인(IRB File 

No. KYUH 2016-08-03)을 받고 시행하 으며 설문기간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실시하 다.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 연구 참여방법, 연구 참여 단 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동의한 상

자의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에 직  기입하도록 하여 수집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유의수 은 p<.05로 설정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 고, 동질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의 차이는 t-test를 이

용하 으며, 상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

행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정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  특

성과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부서경력, 여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의 비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5  만   

평균 3.42±0.57  이었다. 감정노동 하 역에서 감정노동빈

도가 3.64±0.64 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노동 주의정도 3.52± 

0.60 , 감정의부조화 3.10±0.77 으로 측정되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5  만   평균 3.37±0.55 이었다. 

감정노동 하 역에서 감정노동빈도가 3.56±0.62 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노동 주의정도 3.47±0.57 , 감정의부조화 3.08±0.78

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

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53, p=.3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는 5  만

  평균 3.55±0.54 이었다. 직무스트 스의 하 역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4.13±0.78 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스트 스 

4.03±0.62 , 의사와의 갈등 3.57±0.85 , 문지식·기술부족 

3.56±0.67 , 심리  부담감 3.40±0.81 , 인 계갈등 3.37±0.81

, 역할갈등 3.32±0.68 , 간호사에 한 우 2.95±0.84 으

로 측정 되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는 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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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ng the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General Wards                                      (N=151)

Variable Categories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

General

ward
t p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3.64±0.64 3.56±0.62 0.75 .773
Degree of emotional labor caution 3.52±0.60 3.47±0.57 0.52 .579
Emotional mismatch 3.10±0.77 3.08±0.78 0.14 .681
Total 3.42±0.57 3.37±0.55 0.53 .316

Job stress

Work stress 4.03±0.62 3.86±0.62 1.62 .815
Role conflict 3.32±0.68 3.26±0.62 0.58 .172
Lack of expertise and skills 3.56±0.67 3.68±0.64 -1.16 .793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3.37±0.81 3.49±0.69 -0.97 .139
Collision with a doctor 3.57±0.85 3.65±0.65 -0.72 .148
Psychological charge 3.40±0.81 3.13±0.67 2.29 .116
Treatment for nurses 2.95±0.84 2.88±0.80 5.35 .727
Patient and guardian 4.13±0.78 4.00±0.73 1.07 .658
Total 3.55±0.54 3.54±0.44 0.17 .139

Nursing performance

Nursing work execution 3.37±0.64 3.34±0.50 0.39 .094
Nursing wok execution attitude 3.41±0.52 3.40±0.49 0.14 .457
Nursing work course application 3.21±0.60 3.24±0.53 -0.40 .588
Total 3.33±0.52 3.32±0.45 0.06 .24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General Wards                                     (N=151)

Variables
Emotional labor Job stress

r(p)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
Job stress .49(˂.001)
Nursing performance .24(.035) .24(.039)

General ward
Job stress .37(.001)
Nursing performance .12(.264) .27(.014)

 평균 3.54±0.44  이었다. 직무스트 스의 하 역에서 보

호자와 환자가 4.00±0.73 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스트 스 

3.86±0.62 , 문지식·기술부족 3.68±0.64 , 의사와의 갈등 

3.65±0.65 , 인 계갈등 3.49±0.69 , 역할갈등 3.26±0.62 , 

심리  부담감 3.13±0.67 , 간호사에 한 우 2.88±0.80

으로 측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

사의 직무스트 스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17, p=.139).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5  만

  평균 3.33±0.52 이었다. 간호업무수행의 하 역에서 

업무수행태도가 3.41±0.52 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업무

수행능력 3.37±0.64 , 간호과정 용 3.21±0.60 으로 측정되

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5  만   평균 

3.32±0.45 이었다. 간호업무수행의 하 역에서 업무수행태

도가 3.40±0.49 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능력 3.34±0.50 , 

간호과정 용 3.24±0.53 으로 측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0.06, p=.248)(Table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의 상 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 계를 나타낸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감정

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

가 나타났으며(r=.49, p .˂001), 간호업무수행과 직무스트 스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났다(r=.24, 

p=.039). 간호업무수행과 감정노동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냈다(r=24, p=.035). 

일반병동 간호사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났고(r=.37, p=.001), 간호업무

수행과 직무스트 스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

(r=.27, p=.014)가 나타났으나 간호업무수행과 감정노동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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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r=.12, 

p=.264)(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비교하여 그 계

를 비교 분석하여 간호사의 효율 인 업무수행과 업무환경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해 시행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5  만   각각 평균 3.42 , 3.37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가 다소 높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

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분석한 Lee와 Kim [20]의 연구

결과인 3.29 보다 본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의 감정노동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

의 차이가 없는 것은 간호사 스스로 환자와 보호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해 본인의 실제 감정을 숨기고 늘 문 이고 친

한 태도로 응 해야하는 심리  부담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상요법, 

웃음 치료 등 다양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와 보호

자가 간호 문직에 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는 5  만   각각 평균 3.55 , 3.5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를 분

석한 Ko [13]의 연구 3.14 , Park와 Han [21]의 연구 3.39

과 비교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간호사의 직무스트 스에 차이가 없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는 감소하여 업무부담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 로 

개인 생, 식사보조, 체 변경 등 환자와의 직 간호시간 증

가, 간호보조인력의 리감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정

기 /비정기  평가업무 등이 발생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직무스트 스가 높

아져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직무스트 스의 하 역  업무스트 스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 간호사가 4.03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86  

보다 높게 나타냈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의 업무범 와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체감하는 스트 스도 증

가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역할갈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가 3.32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26 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 간의 업무 분담이 획일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보호자의 역할이 간호사에게

로 환되면서 발생하는 스트 스의 결과로 생각된다. 

문지식·기술부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가 3.56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68 보다 낮은 결과를 보

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업무특성상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직 간호수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병

동 간호사들에 비해 문지식과 기술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는 병원에서는 해

당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해 부서 배치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배치 후에는 정기 으로 실무교육, 시

뮬 이션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용하여 간호사의 문

지식과 기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인 계갈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3.37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49 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 방침에 따라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업

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타부서나 동료 간의 마찰이 은 이

유로 생각된다. 의사와의 갈등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 간호사가 3.57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65 보다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이 직

인 간병과 간호를 제공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

상태를 세 하고 다양하게 살필 수 있어 환자상태에 해 의

사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최소화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심리  부담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사가 3.40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13 보다 높게 측정되

었는데, 이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신하여 제공되는 간호·간

병서비스인 만큼 환자에게 충족시켜야 할 기 에 한 부담

과 환자에게 문 이고 포 인 간병과 간호를 동시에 제

공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 으로 부담감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사에 한 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가 2.95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 2.88  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인당 

환자 부담은 감소했지만 그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한 것에 

해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 

[22]의 연구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

트 스에 보수가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4.13 , 일

반병동 간호사 4.00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

이 일반간호를 포함하여 간병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

하는 업무스트 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한 보호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한 스트 스의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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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

행은 5  만   각각 평균 3.33 , 3.3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업무수행 하 역  업무수행능

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3.37 , 일반병동 간

호사 3.34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일반 으로 간호업무만 수행했을 때와 달리 

간병까지 수행하면서 포 으로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간호

사의 업무수행능력이 증가한 결과로 생각된다. 업무수행태도

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3.41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40 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만큼 문 인 요

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환자에게도 높은 만족감을 제공하고자 

극 인 심을 부여한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과정 용에서

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3.21 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3.24 보다 낮게 측정 되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한 Lee와 Jung [11]의 

연구에서 간호업무수행도에 있어 환자간호 리  정보 리 

4.34 , 측정  찰이 4.04 으로 높게 측정된 반면 양간

호 2.95 , 배설간호 2.96 으로 간호과정 용은 비교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분장에 해서 고려해야 할 시 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간호사

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업무를 담당하고 간호보조인력

이 간호계획에 따라 개인 생을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

이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분명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는 감정노동과 직무스트 스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로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실제 감정을 표 하지 못

하는 것에 한 심리  불만이 직무스트 스와 직 인 정

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연구[23]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

다.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두 군 모두에서 간호업무수행수 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 

수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

하여 교 근무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24]결과와도 일치

하 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직무스트 스 간에 정의 상 계를 나타낸 한 Lee와 Jung 

[11]의 연구와도 일치하 다. 이는 간호업무수행정도가 정수

 이상으로 높아지면 정해진 시간 내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심리  부담  역할갈등의 향으로 스트 스가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업무수행과 감정노동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에게만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간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Lee와 Lee [11]의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간호

업무 간에 통계 으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

호사에 비해 환자와 하는 시간이 많고 보호자와 간병인

이 없는 환경에서 간호업무를 문 으로 수행해야하는 부담

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

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성과에

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

업이 정착되기 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분석  의료기 내 운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의 효율 이고 지속 인 운 을 해서는 우선 으로 

업무환경  간호인력 간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행

별 수가를 체계 으로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 

조직의 추인력인 간호사들을 상으로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에 한 집 인 심과 재 로그램으로 간호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을 비교하여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효율 인 업무수행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의 간호사 감정노동, 

직무스트 스  간호업무수행 정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아질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간호

업무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토 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원활하고 

효율 으로 운 하기 해서 간호실무측면에서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 간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의 역할갈등으로 

인한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략이 필요하다.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양

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환자사정, 진단, 계획, 

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있도록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

교육 등 교육 로그램을 수립하고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연구측면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간호

사와 환자의 만족도, 낙상, 욕창 등 환자안 지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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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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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he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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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General Ward*

Choi, Ha-Na1)․Lee, Mi Hyang2)

1)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ung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mprove nursing practice efficien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in general wards. Methods: 
The study surveyed 151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and general ward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χ
2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erformance for the two different types of nurse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noted between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between job stress and emotional labor, and nursing 
performance  in the general wards. Conclusion: A longer duration of direct nurs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tended to increas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However, the quality of nursing provided to patients 
tended to impr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plan for carrying out efficient nursing 
while reducing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mong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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