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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
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신규간호사 17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백분율,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이직의도(β=.481)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 대인관계, 이직의도 3개의 설명변수의 직무스트레스( 
R2= .572, F=55.10, p<.001)에 대한 설명력은 57.2%였다. 이상의 결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감정노동과 대인
관계능력 향상 및 조기에 이직의도를 발견하고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며, 향후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예측요인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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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convergence study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tress of new nurs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0 nurses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tent t-test,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the explanatory power was 57.2% with emotional 
lab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urnover intention on job stres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emotional labor management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 was important to reduce job stress. It is necessary to study repeatedly the predictors of job 
stress through objectiv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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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보건의료 정책환경의 변화 및 의료수요의 다변화로 인
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된 간호사의 약 35%가 간호업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1]. 현재 의료현장 내 간호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
형으로 인하여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매년 약 1.6만명
의 신규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지만[2] 신규간호사의 41%
가 이직을 하고 있다[3]. 신규간호사들은 졸업 후 임상현
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무 지식 및 기술, 교대 근무환경,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
의 증가, 동료간의 미묘한 관계, 환자와 보호자들 간의 대
인관계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 이러한 직
무스트레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감
소시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초
기의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직종으로[5], 
정부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을 통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조직의 감정표현 
규범에 의해 실제의 감정과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실제 
감정이나 감정표현을 규범에 맞게 조절하는 개인적인 노
력을 의미한다[6]. 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결국 
환자의 육체적 · 정신적 안녕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7]. 특히 신규간호사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직
무 중에 감정표현의 기술과 정신적 감정노동이 더욱 요
구되고 고객 만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도의 
감정노동을 경험한다[8]. 감정노동이 증가할수록 직무스
트레스도 증가하기 때문에[9] 신규간호사가 경험하는 감
정노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규간호사들이 업
무에 적응하기 이전에 미성숙한 조직문화로 인해 자존감
의 상실, 병동조직의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인한 실망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
에 없고 이는 결국 이직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으
로 작용한다[10].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
람들과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대인관계능력이다[11,12]. 

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동료 간호사뿐만 아니
라 타 직종과 함께 일하는 간호업무 환경에서 매우 중요
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지만 갈등관계나 소외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성격장애, 사회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장애를 일으키게 된다[13,14]. 직무스트

레스와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였고[5] 대학생의 스
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자기효능
감에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다[16]. 그러나 신규간
호사의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으로어
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적게 받
는다[17].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문제대처방식도 적절하지 못하다[18]. 선행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직접 음의 상관
관계를 갖는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보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더 많은 스트
레스를 받았다[19]. 그리고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사람
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들을 직접 
변화시켰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통제적 노력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
였다[20].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
에 부딪혔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끈기 있게 도전
하는 경향이 있다[2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사
[22]와 특수교사[23]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
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과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4] 신규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직의도란 현재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며[25], 간호
사의 이직의도는 간호사가 임상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 
정도를 말한다[26].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간호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이 다시 새로운 
인력의 모집, 선발, 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간, 인력 소모 등 손
실을 초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27],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언급되었다[27,28]. 
특히 병원 입사 초기부터 이직의도를 가지고 근무하는 
신규간호사의 경우에는 이직의도가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더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9].

직무스트레스는 유해한 신체적 · 정서적 반응으로서 
근로자의 능력, 자원, 요구가 조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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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30].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저해하고 이직
률을 증가시키며[30,31] 개인의 심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해 조직의 경제적 손
실을 초래한다[10]. 선행연구 결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
로 감정노동,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이직의도 등 각각의 
변수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
들 변수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직무스트레
스의 예측요인으로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
력, 이직의도,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
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예측요인
을 탐색해 봄으로써,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 간호사의 감정노동, 대인관계

능력,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
악하고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직무스트레스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

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규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의 차이를 비교한다.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예측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자
기효능감, 이직의도 및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직무스
트레스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규간호사 17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6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146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을 고려하여 1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180부를 배부하여 173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70부(98%)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정노동
Morris와 Feldman[6]이 개발하고 Kim[32]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도구는 총 9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감정노동의 점수 범위는 최소 9점, 최대 4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Warner[33]가 개발하고 Chung[3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매우 그렇
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었
다. 대인관계능력의 점수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7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Chung[34]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
이었다. 

2.3.3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Kim[35]이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직의도 
7문항, 이직요인 4문항 총 11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
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직
의도의 점수 범위는 최소 11점, 최대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다.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36]이 개발하고 Kim[3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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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총 13문항으로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
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의 점수 
범위는 최소 13점, 최대 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2이었다.

2.3.5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단축형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38].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
렇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
(3.5.6.7.8.10.11.14.15.16.17.18.19.20)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최소 24점, 
최대 9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8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9

월 5일까지 S시, K도, G시, J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
대학 졸업생 중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근접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를 윤리적
으로 보호하기 위해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서
면 동의를 구한 후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자
로 선정하였다. 또한,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었
으며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 작성 도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의 설문내용
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
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 진행 후 폐
기 처분하였다. 설문지는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

분율로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

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평균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예측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4세 이하 59명(34.7%), 25세 이상 
111명(65.3%)이고, 결혼 상태는 기혼 3명(1.87%), 미혼 
167명(98.2%)이었다. 병원형태로는 상급종합병원 87명
(51.2%), 종합병원 이하 83명(48.8%) 간호사로서 근무경
력은 1-6개월 42명(24.7%), 7-12개월 128명(75.3%) 근
무형태는 교대근무 153명(90.0%), 비교대 근무 17명
(10.0%), 월수입은 250만원 미만 146명(85.9%), 250만
원 이상 24명(14.1%)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서는 병
동 83명(48.8%), 특수파트 58명(34.1%), 외래 또는 PA 
29명(17.1.%), 희망하는 부서 근무에서는 그렇다 86명
(50.6%0, 아니다 84명(49.4%), 희망하는 날 휴무에서는 
만족한다 45명(26.5%), 보통이다 80명(47.1%), 불만족
하다 45명(26.5%)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건강
하다 85명(50.0%), 보통이다 57명(33.5%), 건강하지 못
하다 28명(16.5%), 한달동안 말다툼 경험에서 있다 47명
(27.6%), 없다 123명(72.4%), 프레셉터가 있다 124명
(72.9%), 없다 46명(27.1%), 프리셉터와의 관계에 만족
하다 93명(54.6%), 보통이다 21명(12.4%), 불만족하다 
10(5.9%), 없다 46명(27.1%)이며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
다 63명(37.1%), 보통이다 73명(42.9%), 만족하지 않다 
34명(20.0%)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
    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최소 2.11점, 최대 
4.78점이며, 평균 3.21±0.49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최소 2.73점, 최대 4.73점이며, 평균 
3.58±0.40점,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최소 1.00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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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4.82점, 평균 3.22±0.67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감은 4점 만점에 최소 1.92점, 최대 4.00점이며, 평균 
2.84±0.31점, 직무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최소 1.75점, 
최대 3.33점이며, 평균 2.50±0.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희망하
는 부서 근무(t=-2.64, p=.009), 희망하는 날 휴무
(F=22.17, p<.001), 건강상태(F=23.12, p<.001), 말다툼
(t=3.85, p<.001), 프리셉터와 관계(F=8.58, p<.001), 삶
의 만족도((F=30.8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하는 날 휴무에서는 불만족 집단이 
보통인 집단과 만족하는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보통인 집단은 만족하는 집단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건강한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하지 못한 집단이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프리셉터와의 관계에서는 프리셉터와의 관계가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불만족한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불만족한 집단이 프리셉터가 없는 집단보다 직무스트레
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과 보통인 집
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삶
의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직무스트레
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
    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효
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
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r=.58, p<.001),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r=.54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과 자기효능감(r=.34,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

(r=.70,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이직의
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정노동과 대인관계능력(r=.05, p=.503)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감정노동과 자기효능감(r=-.16, 
p=.03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감정노동이 낮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이직의도(r=-.10, p=.18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인관계능력과 직무
스트레스(r=-.20, p=.010)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즉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자의 이직의도와 자
기효능감(r=-.3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직의도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r=-.3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직무스트
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예측 요인
단변량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감정노동, 대인관계능력, 이직의도, 자기
효능감, 희망하는 부서 근무, 희망하는 날 휴무, 건강상
태, 말다툼, 프리셉터와 관계,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유
의하였고(F=55.10, p<.001), 회귀분석의 잔차의 정규분
포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
계 범위가 0.570∼ 0.966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인자(VIF)는 1.035∼1.755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
다. Dubin Watson 검정결과 2.077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규분포성, 잔차와 등분산성 가정
을 만족하였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예
측 요인으로는 이직의도(β=.481)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희망하는 날 휴무(β=.178), 감정노동(β=.230)은 정
적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β=-.141)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R2= .572, 
F=55.10, p<.001)를 57.2% 설명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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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Range
Emotional labor 3.21±0.49 2.11 4.78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58±0.40 2.73 4.73 1∼5
Turnover intention 3.22±0.67 1.00 4.82 1∼5
Self-efficacy 2.84±0.31 1.92 4.00 1∼4
Job stress 2.50±0.30 1.75 3.33 1∼4

Table 2. Degree of Emotional lab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urnoever intenti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Age (yr) ≤24 59 34.7

≥25 111 65.3
Gender  Female 159 93.5

 Male 11 6.5
Marital status  Married 3 1.8

 Unmarried 167 98.2
Hospital type Senior general hospital 87 51.2

≤General hospital 83 48.8
Duration of working 
as a nurse (month)

1-6 month 42 24.7 8.19±2.81
(month)7-12 month 128 75.3

Working type Shift work 153 90.0
Non-shift work 17 10.0

Income
(Month, 10,000 won)

< 250 146 85.9
≥ 250 24 14.1

Department
Word 83 48.8
Special department 58 34.1
Outpatient department or PA 29 17.1

Working in the desired department Yes 86 50.6
No 84 49.4

Resting the day you want
Satisfaction 45 26.5
Moderate 80 47.1
Dissatisfaction 45 26.5

Health condition
Healthy 85 50.0
Moderate 57 33.5
Unhealthy 28 16.5

Arguing experience Yes 47 27.6
No 123 72.4

Preceptor Yes 124 72.9
No 46 27.1

Preceptor relationship
Satisfaction 93 54.7
Moderate 21 12.4
Dissatisfaction 10 5.9
Non-preceptor 46 27.1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63 37.1
Moderate 73 42.9
Dissatisfaction 34 2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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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happiness 
M±SD t or F p Scheffe' test 

Age (yr)   ≤24 2.44±0.26 -1.955 .052  ≥25 2.53±0.31
Gender   Female 2.51±0.30 1.147 .253  Male 2.40±0.26
Marital status   Married 2.15±0.21 -2.050 .042  Unmarried 2.51±0.30
Hospital type   Senior general hospital 2.52±0.33 .806 .422  ≤General hospital 2.48±0.27
Duration of working as a nurse 
(month)

  1-6 month 2.49±0.35 -.368 .713  7-12 month 2.51±0.28
Working type   Shift work 2.49±0.30 -1.574 .117  Non-shift work 2.61±0.32
Income (Month, 10,000won)   < 250 2.52±0.32 .554 .581  ≥ 250 2.49±0.28

Department
  Word 2.50±0.30

.076 .927  Special department 2.50±0.31
  Outpatient department or PA 2.52±0.28

Working in the desired department   Yes 2.44±0.27 -2.642 .009  No 2.56±0.31

Resting the day you want
  Satisfactionⓐ 2.34±0.25

22.174 <.001 ⓐ<ⓑ<ⓒ  Moderateⓑ 2.47±0.25
  Dissatisfactionⓒ 2.71±0.32

Health condition
  Healthyⓐ 2.41±0.26

23.115 <.001  ⓐ<ⓒ, ⓑ<ⓒ  Moderateⓑ 2.49±0.27
  Unhealthyⓒ 2.81±0.29

Arguing experience   Yes 2.64±0.31 3.853 <.001  No 2.45±0.28
Preceptor   Yes 2.51±0.31 .338 .736  No 2.49±0.28

Preceptor relationship
  Satisfactionⓐ 2.45±0.28

8.580 <.001 ⓐ<ⓒ, ⓑ<ⓒ, 
ⓓ<ⓒ

  Moderateⓑ 2.58±0.31
  Dissatisfactionⓒ 2.90±0.26
  Non-preceptorⓓ 2.49±0.28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2.36±0.25

30.846 <.001 ⓐ<ⓑ<ⓒ  Moderateⓑ 2.49±0.24
  Dissatisfactionⓒ 2.79±0.30

Table 3. Difference of Job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Emotional lab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urnover 
intention Self-efficacy Job stress
r (p)

Emotional labor 1 .05(.503) .58(<.001) -.16(.032) .54(<.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 -.10(.181) .34(<.001) -.20(.010)

Turnover intention 1 -.31(<.001) .70(<.001)
Self-efficacy 1 -.34(<.001)
 Job stress 1

Table 4. Correlation among Emotional Lab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urnover Intenti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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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대인관

계,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감정노동, 대인관계, 이직의
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신규간호사에 대한 인력관리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총 45
점 만점에 28.86점,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에서[39] 26.23점,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에서[40] 23.38점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39] 막중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자가 일반간호사
보다 정신적인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난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간호사도 일반 간호사보다 그에 따
른 책임이 적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소모가 더 적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총 
75점 만점에 53.70점,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규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은 총 52점 만점에 36.92점, 4점 만점에 평균 2.84점, 
선행연구에서[24] 정신과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3.62점
으로 신규간호사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총 55
점 만점에 35.45점, 5점 만점에 평균 3.22점으로 나타나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27] 신
규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2.55점이었으며, 신규간호사를 
입사 후 1년차까지의 초보 간호사를 포함하여 2-3년차
까지의 상급초보 간호사로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임상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가 2.73점, 1년 이하인 경우가 
2.38점으로 임상경력이 1년 이상인 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연

구에서는 현 근무부서별로 이직의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었다[27].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가 3.22점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업무병원의 환경적 
요인, 근무부서별 차이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41]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가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업무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이론 교육시간, 실
습교육시간, 근무병원 병상 수, 현 병동 근무기간과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과 관
련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총 
96점 만점에 60.05점, 4점 만점에 평균 2.50점으로 나
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9]에서 3.23점, Lee[42]의 요양병원 간호사 
연구결과 3.38점, Kwon과 Lee[43]의 임상간호사를 대
상으로 조사한 2.86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선행연구[44]
에 의하면 간호행위 및 의료행위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역할 과다가 심할수록 이에 대한 업무 부담감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신
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보다 낮
은 직무 스트레스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희
망하는 부서 근무, 희망하는 날 휴무, 건강상태, 말다툼, 
프리셉터와 관계, 삶의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희망하는 날 휴무에서는 불만족 집
단이 보통인 집단과 만족하는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보통인 집단은 만족하는 집
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
로 자신의 근무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에서 나타
나는 만족도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3교대 근무일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
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으로 가능한 개인의 의견을 

Variables B SE β R2 Adj. R2 t p
Turnover Intention .216 .030 .481 .496 .493 7.132 <.001

Resting the day you want† .073 .023 .178 .524 .519 3.177 .002
Emotional Labor  .140 .038 .230 .553 .544 3.647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06 .039 -.141 .572 .561 -2.726 .007
R2= .572, Adj R2= .561, F=55.10, p<.001

 †Dummy variable(1: Satisfaction, Moderate, 0: Dissatisfaction) 

Table 5. Predictors on Job Stress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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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인력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건강
한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 건강하지 못한 집단이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
각되며, 신규간호사 직무교육에서 체력단련과 건강관리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프로그램 차원에서 정
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프리셉터와의 관계에서는 프리셉터와의 관계가 불만
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고 불만족한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인
관계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프리셉터의 자질 함양에 있어서 공감능력
과 의사소통능력을 포함시켜 신규간호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중재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삶에 대해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
과 보통인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고 삶의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r=.58, p<.001), 감정
노동과 직무스트레스(r=.54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 감정노동과 대인관계능력(r=.05, p=.503)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감정노동과 자기효능감
(r=-.16, p=.03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직
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노동이 높
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직무스
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는 신규간호
사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직무교
육내용에는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r=.54, p<.001)는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 감정노동이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간호사들이 사회초
년생이면서 임상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감
정표현을 하기 힘들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
면서 극심한 감정노동을 경험하면서 직무스트레스가 높

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내 분위기나 조직의 문화
가 간호사의 건강과 환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인문학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인력관리 정책 제시로 병원 조직적 차원의 관리
가 선행되어야 한다[39].

이직의도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직무
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간호사의 간
호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을 높임으로써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46] 이직의도가 높아지기 전에 간호업무에
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업무의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조기 중재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이 낮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
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
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적 비교는 힘든 상황으로 
다른 대상자를 연구한 논문과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에서 작업치료사[22]와 특수교사[23]의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직
무스트레스를 더 적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자신의 내적 
관리가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이를 반영하여 신규간호사의 직무교육에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인문학적 접근과 개인의 성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는 이직의도(β=.481)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희망하
는 날 휴무(β=.178), 감정노동(β=.230)은 정적 상관관
계, 대인관계능력(β=-.141)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R2=.572, F=55.10, 
p<.001)를 57.2%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은 직무스트레스의 예측요인으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추후 동일한 대상자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한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규간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설명력을 보
이는 이직의도를 경감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선행의 연구[29]에서 나타났듯이 신규간
호사들은 입사 당시부터 이직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입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높
아지기 전에 조기 중재 전략이 들어감으로써 직무스트레
스를 낮추고, 새로운 조직문화 안에서 전문성 있는 간호
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병원환경 조성
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근접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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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된 신규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임의표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대인관

계, 자기효능감,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파
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직무스트레스 관리
를 위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감정노동, 이직의도는 직무스
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은 직무스트레스
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
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대인관계
능력,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를 57.2% 설명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업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감정노동 관리능력, 대인
관계능력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전략을 모색하여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신규간호사
를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도구를 통해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예측요인 관련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신규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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