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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caring behaviors of clinical nurses.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00 nurses was drawn from a tertiary hospital in G city.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which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ing behaviors of nurses

was found for age, educational level, and uni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Sensitivity and communication of compassion competence, communicati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in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aring behaviors, explaining 51.3% of total variance. Conclusions: To improve

clinical nurses’ caring behaviors,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ir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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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본질인 돌봄은 간호를 다른 전문직과 구

별하게 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돌봄의 질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판가

름하는 잣대로 간주된다[1]. 그러나 과학기술의 지

속적 발달로 간호학에서 돌봄의 의미나 차지하는 

위치는 점차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간호행위는 주로 이론과 지식에 

의존해 과학적, 기술적 사유에 의한 질병 치료와 

처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2][3].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등장하

고 이들은 인간보다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측면에

서 훨씬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간호

는 본연의 가치를 살려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을 통한 돌봄에 집중하고 간호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인적 돌봄 행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4].

공감은 환자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돌봄의 필

수 요소로, 고통 받는 환자의 상황과 요구를 우리

의 지각과 상상력을 통한 감성적 참여를 통해 이

해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5]. 돌본다는 것은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것이며[2], 간호에서 공감은 신체적 접촉, 경청, 함

께하기, 교육 등의 구체화된 간호행위를 통해 대상

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5]. 이러한 돌봄 행위는 간

호사의 통찰력과 민감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황

과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구체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공감역량은 돌봄 행위와 정적인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 공감역량의 돌봄 

행위에 대한 영향을 밝힌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하

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자기 자

신과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7],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

개념은 간호사의 성공적인 전문직 역할 수행에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8]. Noh et al.[2]의 연구에

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들

은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준비를 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전문직 자아개념

이 간호사의 돌봄 속성에 대한 지각과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2]. 이는 전문

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대상자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돌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 결

과 돌봄의 속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직 자아개

념과 돌봄 행위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충분한 자원

과 시간과 인력이 확보된 물리적 환경,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간호사의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측면, 정책적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돌봄에 필수적이다[9][10]. 간호사

의 수나 능력, 의사 혹은 동료와의 관계, 교육프로

그램, 환자와 보내는 시간, 환자 문제를 논의하거

나 학습할 시간 등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

움을 주는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

으로 여겨진다. 특히 ‘적절한 인력과 자원’ 및 ‘양

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은 간호사에 의해 평가되는 

환자 간호의 질에 대한 중요 예측인자로 보고되고 

있다[11].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충분

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투입되게 

되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간호사들은 이직을 

하고 그 결과 간호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풀

이 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간호사들의 

제대로 된 돌봄 행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상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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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노력이 조직차원에서 요구되지만, 이를 뒷받

침할만한 연구근거는 아직 미비하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우리는 간호의 본질을 

다시 묻고 간호의 기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4]. 국내에서 

간호의 본질인 돌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는 있으나, 돌봄 행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보다는 돌봄 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만 있어

[12], 향후 간호사들의 돌봄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

한 방안 마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간호사의 인간적이고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환

자 돌봄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임상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직까지 각 변수 간 관계 뿐 

아니라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지 않은 

간호사 개인차원의 공감역량 및 전문직 자아개념

과 조직차원의 간호근무환경이 돌봄 행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돌봄 행위 증진전략

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사의 돌봄 행위를 증

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및 돌봄 행위의 정도를 파

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3) 간호사의 돌봄 행위 수준과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4) 간호사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

무하고 있는 경력 1년 초과 간호사, 직접 환자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속성도 같이 변화하며 간호사에 따라 인지에 

차이가 있음[12]을 고려하여 1개 병원의 일반병동

(내과계, 외과계)과 특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대상을 초점화 하였으며, 임상

실무현장에서 실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는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자신

의 역할을 개발하여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8-12개월

에 속하는 신규간호사[13]는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무경력이 1년 이하인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준을 산정

한 결과, 유의수준(α) 0.05, 효과크기(effect size)

0.15, 검정력(1-β) 0.95, 예측 요인 수 14개를 기준

으로 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194명이 요

구되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부를 배포하

였으며, 미회수되거나 기록이 미비한 자료 30부를 

제외한 총 20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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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10개문항(인구사회

학적 특성 5개, 직무관련 특성 5개), 공감역량 17개

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27개문항, 간호근무환경 29

개문항, 돌봄 행위 27개문항의 총 110개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

다.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돌

봄 행위의 측정도구는 원도구 개발자와 수정된 도

구 개발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감역량

공감역량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

상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간호사 개

인의 기술 및 능력을 말하며[14], 본 연구에서는 

Lee[1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Lee &

Seomun[15]이 수정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소통력 8개문항, 민감성 5개문항, 통찰

력 4개문항의 총 17개문항으로 구성되는 이 도구

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 Lee &

Seomun[15]의 연구에서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91이었다.

2)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 정도로, 간호사로서 자신

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

[7], 본 연구에서는 Arthur[7]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Song &

Noh[16]가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

하였다. 전문직 실무 16개문항, 만족감 7개문항, 의

사소통 4개문항의 총 27개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

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rthur[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고, Song & Noh[16]의 연구에서는 .85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전문적 간호 실무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직적 특성을 의미하며[17], 본 연구에

서는 Lake[17]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PES-NWI)를 Cho et al.[18]이 한국어판 간호

근무환경 측정도구로 번역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4

개문항,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 3개문항, 간호 관

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4개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개문항, 병원운영에 간

호사의 참여 9개문항의 총 29개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근무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Lake[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고,

Cho et al.[18]의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92였다.

4) 돌봄 행위

돌봄 행위는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19], 본 연

구에서는 Lee[19]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15개문항, 정서적지지 및 정보제공 8개

문항,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 4개문항의 총 27개문

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개발 당시 5점 척도였으

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0]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였고,

Kim & Lee[20]의 연구에서는 .9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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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C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CNUH-2018-131)을 거쳐 연구대상 병원의 협

조를 얻고 대상자 보호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9일부터 9월 7일까

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밀봉 가능한 개별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배포 및 수거하였고, 간호단위 관리자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연구참여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고 서면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

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고, 근무에 방해를 주

지 않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

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및 돌봄 행위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é test로 분석

하였다.

3)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과 

돌봄 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돌봄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중 192명(96.0%)은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0.76세(±6.18)였으며, 20

대가 107명(53.5%), 미혼이 125명(62.5%), 자녀가 

없는 경우가 145명(72.5%)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 167명(83.5%),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76명

(88.0%),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가 161명(80.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근무부서는 내과계병동,

외과계병동, 중환자실이 각각 54명(27.0%), 56명

(28.0%), 57명(28.5%)으로 비슷했다. 임상경력은 평

균 8.31년(±6.28)으로, 7년 이상의 간호사가 97명

(48.5%)이었으며, 돌봄을 간호의 본질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간호사가 

166명(83.0%)이었다.

2.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및 
돌봄 행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

근무환경 및 돌봄 행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공감역량은 5점 만점 중 평균 3.68±0.42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소통력 3.71±0.46점, 민

감성 3.83±0.45점, 통찰력 3.51±0.52점이었으며, 전

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 중 평균 2.62±0.32점이

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전문적 실무 2.81±0.33점, 만

족감 2.26±0.53점, 의사소통 2.79±0.41점이었다. 간

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 중 평균 2.45±0.3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1.88±0.54점,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 2.62±0.54점,

간호 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2.73±0.54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2.71±0.38점,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2.29±0.49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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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행위는 7점 만점 중 평균 5.38±0.74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5.35±0.76점,

정서적지지 및 정보제공 5.40±0.83점, 보호적 환경

제공 5.38±0.79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 수
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 수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돌봄 행위 수준은 연령

(F=3.98, p=.020), 교육정도(t=-2.43, p=.016), 부서

(F=3.29, p=.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이상에서 돌봄 행

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은 20대와 30대보다 40대에서,

부서는 수술실보다 외과계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사의 경우에 돌봄 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n(%) M±SD
(Range)

Gender Female 192(96.0)
Male   8(4.0)

Age (years)
≤29 107(53.5)

30.76±6.18
(23.0-52.0)30-39  72(36.0)

≥40  21(10.5)
Marital status Single 125(62.5)

Married 75(37.5)
Parental status No 145(72.5)

Have child(ren)  55(27.5)
Education level ≤Diploma 167(83.5)

≥Graduate school  33(16.5)
Position Staff nurse 176(88.0)

≥Charge nurse  24(12.0)
Type of work Daytime fixed work 39(19.5)

Shift work 161(80.5)

Unit
Medical unit 54(27.0)
Surgical unit 56(28.0)
Intensive care unit 57(28.5)
Operating room 33(16.5)

Clinical career (year)*
≤3 58(29.0)

8.31±6.28
(1.1-30.0)4-6 45(22.5)

≥7 97(48.5)
Perceived 

nature of  nursing
Caring 166(83.0)
Not caring  34(17.0)

*Classified by Jang’s(2000) clinical lad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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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Caring
Behaviors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M±SD Range
Compassion competence 3.68±0.42 2.07-5.00
Communication 3.71±0.46 1.88-5.00
Sensitivity 3.83±0.45 2.60-5.00
Insight 3.51±0.52 1.75-5.00
Professional self-concept 2.62±0.32 1.78-3.71
Professional practice 2.81±0.33 1.82-3.95
Satisfaction 2.26±0.53 1.00-4.00
Communication 2.79±0.41 1.75-4.00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2.45±0.38 1.11-3.73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1.88±0.54 1.00-3.75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hip 2.62±0.54 1.00-4.00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2.73±0.54 1.00-4.00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2.71±0.38 1.56-3.67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2.29±0.49 1.00-3.56
Caring behaviors 5.38±0.74 2.98-7.00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5.35±0.76 3.73-7.00
Emotional support and giving information 5.40±0.83 2.13-7.00
Providing a protective environment 5.38±0.79 3.00-7.00

<Table 3> Differences in Caring Behavio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Female 5.37±0.75 -0.71 .478

Male 5.56±0.67
Age (years)

≤29a 5.33±0.75 3.98 .020 a, b<c
30-39b 5.32±0.70
≥40c 5.80±0.75

Marital status Single 5.34±0.76 -0.86 .393
Married 5.43±0.71

Parental status No 5.34±0.76 -1.00 .318
Have child(ren) 5.46±0.71

Education level ≤Diploma 5.32±0.74 -2.43 .016
≥Graduate school 5.66±0.68

Position Staff nurse 5.34±0.73 -1.95 .053
≥Charge nurse 5.65±0.82

Type of work Daytime fixed work 5.55±0.80 1.61 .109
Shift work 5.34±0.73

Unit
Medical unita 5.33±0.73 3.29 .022 b>d
Surgical unitb 5.52±0.75
Intensive care unitc 5.47±0.68
Operating roomd 5.05±0.78

Clinical career (years)*
≤3a 5.36±0.76 0.95 .390
4-6b 5.26±0.73
≥7c 5.44±0.74

Perceived 
nature of  nursing

Caring 5.41±0.75 1.52 .131
Not caring 5.20±0.68

*Classified by Jang’s(2000) clinical lad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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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경 및 
돌봄 행위 수준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

환경 및 돌봄 행위 수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공감역량은 전문직 자아개념

(r=.55, p<.001), 간호근무환경(r=.37 p<.001), 돌봄 

행위 수준(r=.67,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

었고,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근무환경(r=.53,

p<.001), 돌봄 행위 수준(r=.51,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간호근무환경은 돌봄 행위수

준(r=.39,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대상자의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

환경의 하위영역별로 돌봄 행위 수준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공감역량의 하위영역인 소통력

(r=.60, p<.001), 민감성(r=.63, p<.001), 통찰력

(r=.54, p<.001),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전문직 실무(r=.42, p<.001), 만족감(r=.38,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mpass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Caring Behaviors (N=200)

Variabl
es CC CC1 CC2 CC3 PS PS1 PS2 PS3 NPE NPE1 NPE2 NPE3 NPE4 NPE5
CC 1
CC1 .90** 1
CC2 .85** .67** 1
CC3 .88** .71** .58** 1
PS .55** .49** .42** .53** 1
PS1 .55** .48** .38** .56** .73** 1
PS2 .38** .33** .28** .39** .85** .51** 1
PS3 .35** .33** .31** .29** .66** .25** .28** 1
NPE .37** .31** .24** .40** .53** .38** .54** .24** 1
N P E
1 .25** .20** .14* .30** .37** .36** .40** .05 .73** 1
N P E
2 .25** .22** .19** .26** .42** .21** .42** .28** .69** .32** 1
N P E
3 .34** .31** .24** .34** .47** .33** .42** .29** .78** .39** .42** 1
N P E
4 .34** .29** .23** .36** .41** .30** .40** .20** .76** .46** .39** .54** 1
N P E
5 .23** .18* .13 .29** .36** .24** .43** .09 .87** .61** .46** .62** .66** 1

CB .67** .60** .63** .54** .51** .42** .38** .36** .39** .15* .31** .37** .42** .29**
*p<.05, **p<.01
CC: Compassion competence, CC1: Communication, CC2: Sensitivity, CC3: Insight, PS: Professional self-concept, PS1: 
Professional practice, PS2: Satisfaction, PS3: Communication, NP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NPE1: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NPE2: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hip, NPE3: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NPE4: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PE5: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CB: Car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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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r=.36, p<.001), 그리고 간호근무환경의 

하위영역인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r=.15,

p<.005),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r=.31, p<.001), 간

호 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r=.37, p<.001),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r=.42,

p<.001),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r=.29, p<.001)

가 모두 돌봄 행위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었다.

5.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7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16으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값은 

1.85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모

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였으

며,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

어 특이값도 없었다.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돌봄 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교육

정도, 부서, 그리고 돌봄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공감역량의 하위영역인 소통력, 민감성,

통찰력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전문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 간호근무환경의 하위영역

인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 간호 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병원운영에 간호

사의 참여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명목변수

인 교육정도와 부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공감역량의 하위영역 중 민감성(β=.38

p<.001)과 소통력(β=.24 p<.001), 전문직 자아개념

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β=.12 p<.028), 간호근무

환경의 하위영역 중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β

=.2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로 분

석되었고, 이들 변수는 돌봄 행위를 약 51.3% 설명

하였다(Adjusted R2=.51, F=4.92, p=.028).

<Table 5> Factors Affecting Caring Behaviors (N=200)

Variables B SE β t R2 p

(Constant) -0.30 0.40 -.75 .455

CC: Sensitivity 0.62 0.11 .38 5.59 .40 <.001

NPE: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0.47 0.10 .24 4.61 .48 <.001

CC: Communication 0.38 0.11 .24 3.46 .51 <.001

PS: Communication 0.22 0.10 .12 2.22 .52 .028

R2=.52, Adjusted R2=.51,  F=4.92,  p=.028
Reference group. education level: ≤Diploma, working unit: medical unit. CC: Compassion competence, PS: Professional self-concept,  NP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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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근무환

경이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돌봄 

행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돌봄 행위 평균은 

7점 만점에 평균 5.38점, 공감역량은 5점 만점에 

3.68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62

점,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45점이었다.

돌봄 행위 수준은 평균 5.20점인 Cho et al.[6]의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았으며, 중간수준 이상의 돌

봄 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로서 현장적응에 필요한 1

년 이하의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

문에 돌봄 행위 점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여

겨진다. 한편, 돌봄 행위의 하위범주인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정서적지지 및 정보제공, 보호적 환경

제공 요인의 평균은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5.20점, 5.20점, 5.22점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6]. 간호계는 간호본연의 가치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환자 중

심의 돌봄 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노력

이 필요할 것이며, 1년 이하 간호사들의 돌봄 행위

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공감역량

은 3.70점인  Cho et al.[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였으며 중간 이상의 값이었다. 다만, Cho et al.[6]

의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13개 문항

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17개 문항으로 수정된 도구를 사

용하였다는 차이가 있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된 도구를 사용한 후속 연

구가 더 필요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2.54점을 

나타낸 Yeom[8]의 연구보다 다소 높았고, 하위범

주는 각각 2.61점, 2.23점, 2.78점을 나타낸 

Yeom[8]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전문

직 실무 점수가 높았다. 이는 경력이 전문직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8], 이는 

본 연구가 연구대상자의 임상경력이 1년을 초과한 

간호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일 것

으로 판단된다. 간호근무환경은 2.47점을 나타낸 

Lee & Seomun[21]의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간호

근무환경 측정 점수는 평균 2.5점 이상인 경우 업

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므로[17], 두 연구에서 모두 대상자들은 자신의 

근무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사료된다. 특히 5개 하위범주 중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의 점수는 본 연구에서 1.88점으로 가

장 낮았고, Lee & Seomun[21]의 2.09점보다도 낮

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 수준은 40세 이

상, 대학원 재학 이상의 간호사의 경우 돌봄 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과계 병동

보다 수술실에 근무하는 경우 간호사는 자신의 돌

봄 행위 수준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

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본 연구의 결

과는 Yau et al.[22]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40세 

이상에서 돌봄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돌봄의 경험이 증가하고 다양한 어려

움을 인식하며 반응하는 역량이 개발됨에 따라 올

바른 임상적 판단이 가능해지고 양질의 간호에 대

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22]. 또 대

학원 재학 이상의 간호사에서 돌봄 행위가 증가한 

것은 학위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이 개발되

고[22], 간호의 본질에 대한 학습과 사고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수술실의 

돌봄 행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수술실간호사

가 일반 병동 간호사와는 다른 역할과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23], 소독 및 순환간호업무, 감염

관리, 수술 장비와 기구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술실 환경에서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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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인적 돌봄 행위가 증

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 행위는 공감역량, 전문직 자

아개념, 간호근무환경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돌봄 행위가 높게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Cho et al.[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간호근무

환경의 경우는 돌봄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사의 돌봄 속성에 대한 지

각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고[2], 근무환경의 질이 

증가할수록 환자 돌봄의 질이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11]를 통해 본 연구결과는 지지될 수 있다.

임상간호사의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

근무환경이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

과, 공감역량 중 민감성과 소통력, 전문직 자아개

념 중 의사소통, 그리고 간호근무환경 중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

이었고, 이들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민

감성이었다. 먼저, 공감역량의 하위영역인 ‘민감성’

이 중요 영향요인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간

호사의 탁월한 전문적 돌봄이 상황에 따라 예민하

게 반응하는 몸의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상황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에 있다는 선행

연구[3]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간호사의 민감성

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다[14]. 따라서 간호사는 민감성 향상을 위해 대상

자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쏟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기술과, 대상자의 요구에 곧바로 응대하고 적극적

으로 들어주며 먼저 다가가 해결해주려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이며[15], 이러한 간호사의 민감성은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돌봄 행위를 제공하는 원천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공감역량의 하위영역 중 대

상자와 가족에게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고 그들에

게 힘을 주는 격려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감

성적 의사소통 기술인 ‘소통력’[14]이 간호사의 돌

봄 행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통한 공감적 관계중심

의 간호가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

연구[24]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이에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

이는 것과 더불어 대상자의 심정과 어려움에 대한 

감정 표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친밀한 관

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적 소통력은 대상자에 대

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14]. 따라서 간호사는 ‘대

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

이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15]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

감하는 소통력을 개발함으로써 돌봄 행위를 점차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

각을 의미하는 전문직 자아개념[7]을 구성하는 하

위영역으로서의 의사소통은 공감과 개방성과 이해

심으로 자기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특징에 대한 것으로[16], 본 연구에서 

돌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의사소통은 환자 이외

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공감과 정서적 교류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 대

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기술(skills) 능력에 해

당하는 공감역량의 소통력[15]과는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 전문

직 자아개념의 의사소통과 공감역량의 소통력 간 

상관계수가 .33의 정도로 높지 않았던 결과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Kong[25]의 주장에 따르면 돌봄

은 전문직 간호의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는 예술로

서 타인과의 감정을 통한 의사소통과정에 의해 이

루어진다. 자유롭고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

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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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느끼고 전달되는 사랑

의 감정을 서로 느끼고 전달함으로써 돌봄의 목적

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25].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논의 외에, 전문직 자아개념의 의사소통과 

돌봄 행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연구가 없

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간호근무환경 중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은 

간호철학, 간호모델, 교육프로그램, 능력 있는 동료 

간호사, 질 관리 프로그램, 간호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환자 배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병원 전

반에 걸친 환경에 속한다[17][18].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

로 규명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Anzai et al.[11]의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은 환자간

호의 질을 높이는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돌봄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병원

은 간호사들에게 돌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간호

철학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간호의 수준을 높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개선하며,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함으로써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깊은 공감과 라포 형성을 통해 돌봄

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에 의한 돌봄 행위는 환자경험평가 시행 

등 환자중심간호(patient-centered care)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는 의료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간호의 가치와 본질을 가시화 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돌봄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돌봄 행

위 수준과 관련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돌봄 행위 

증진을 위한 중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환자 돌봄을 위

한 간호사 인력개발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간호사의 돌봄 행위 향

상은 환자의 안위를 증진키고 간호서비스의 질과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로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

해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응답을 통해서만 돌봄 행

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

사가 인식하는 돌봄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공감역량 중 민

감성과 소통력, 전문직 자아개념 중 의사소통, 간

호근무환경 중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돌봄 

행위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돌

봄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호사 개인차

원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요구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성적 소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감역

량을 개발하고, 전문직업적 인식과 능력을 바탕으

로 주변인들과 공감과 정서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직차원에서는 간호의 고유한 철학과 

모델, 체계적인 교육과 질관리 시스템, 우수한 간

호인력 등을 포함해 돌봄 간호를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효과적일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과 로봇의 등장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의 전환기에 놓인 현 시기에 간호의 본질이 돌봄

에 있음을 재인식하고 간호사의 돌봄 행위에 대한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상급종합병원 근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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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대상자 

표집 시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간호사로 연구대상

을 확대한 반복연구와 향후 연구근거가 축적됨에 

따라 연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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