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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on of Emotional Labor,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Children's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Lee, Ae-Jung

Advisor : Prof. Park, jong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motional labor,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ren's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to analyze their relationships and to effectively manag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while increasing job satisfaction.

Method: Subjects were nurses who have worked for at least 6 months in

children's wards and general wards excluding those in intensive care and

special departments in general hospitals, with 3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M city in Jullanamdo and self-administered surveys were given

to 100 nurses in children's wards and 200 nurses in general wards and

after surveys with insincere responses and subjects who rejected

participation in the study were excluded, surveys from a total of 298

subject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cluding 100 from nurses in

children's wards and 198 nurses in general ward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20th, 2015 to October 20th, 2015.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using the

Chi-square test, the t-test,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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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ith nurses in children's wards scoring emotional labor

3.84±.704 points (out of a total of 5 points), nurses in general wards

scoring emotional labor 3.10±.384 points (out of a total of 5 points),

nurses in children's wards scoring burnout 3.28±.704 points (out of a total

of 6 points), nurses in general wards scoring burnout 2.34±.542 points

(out of a total of 6 points), nurses in children's wards scoring job

satisfaction 2.69±.540 points (out of a total of 5 points), and nurses in

general wards scoring job satisfaction 3.56±.334 points (out of a total of 5

points), all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Both nurses in

children's wards and nurses in general ward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p<.01).

Conclusion: Th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nurses in children's

ward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urses in general wards

and their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showing that a

fundament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regarding emotional labor,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re needed and that programs that can

effectively manage emotional labor and exhaustion must be developed.

Key words: emotional labor, burnou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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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의 중추인력으로서 환자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직접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인이다. 간호사가 돌보아야 할 주 대상자는 정신적, 육체

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처해있는 환자들이며, 이들과의 상호관계에서자신

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간호해야 하므로 감정노동이 높다(김인순,

2009; 차선경 등). 감정노동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감정표현을 통제하는 것(Brotheridge & LEE, 2003)으로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적 표현의 노력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왜곡

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진실된 감정을 외면하고 소외를

경험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유해하게 작용하고 있다

(Hochschild, 1979).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

연한 직업적 의식이며 개인적 차원의 봉사정신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간호사

의 업무수행 과정 중 나타나는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현

수인, 2008).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관리 측면

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차선경 등, 2009). 간호활동에서

동반되는 감정노동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며(이윤현, 2007),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간호업무 생산성, 경영성과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전준희, 2010).

또한 간호사는 환자, 직원, 의료진 및 방문객과도 직접 대면하여 상호작용

을 해야 함으로 감정노동과 함께 감정적 소진의 가능성이 많아진다(Alison등,

2008). 소진은 간호사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 보호자, 의료종사자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직무, 대

인갈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 되면서 심리적으로 업무와 분리되며 대상자

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 반응인 소진에 이르게 된다(Leiter, 2001).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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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상태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약화시키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결국 소진이 해결되지 못하면 간호사 개인에게

실패감, 죄책감, 후회감 등 심리적 손실을 주며, 또한 높은 소진은 업무 스트

레스를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이현정, 2000).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업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평가할 때 느끼고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하며(강성희, 1988)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만

족은 사기향상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와 직결되며 사기가 높은

간호사는 최대한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하였다.(박현희, 2006) 이러한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소진과 감정노동도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해정, 2001; 이현정, 2000).

소아병동 간호사는 아동의 질병뿐만 아니라 각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하고 입원환자 어머니는 간호사정, 직접간호, 상담

및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간호 요구도는 매우 큰 편이다(Kim, 2001).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는 소아 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그 대상

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호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박민향, 2014). 또한 정맥 천자와 같이 일상적으로 행해

지는 침습적인 처치에도 아동과 부모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아병동

간호사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소아와 부모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Lloyd etc, 2009). 소아병동 간

호사의 이러한 상황적 특성들로 인해 소아과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일

반 성인병동이나 중환자실, 인공신장실과 같은 특수 파트에 근무하는 간호사

에 비해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2001).

국내에서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는 암전문병원간호사(안지영,

2007), 가정정문간호사(박미미, 2012), 교정시설간호사(이언담과 유미정, 2012),

응급실간호사(김현옥, 2013), 노인요양병원간호사(안은미, 2013)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소진에 관한 연구들은 소진이 직무만족(픽은희, 1983; 김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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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자기효능감(장기보, 2003; 강소영, 2006), 사회적지지(이강순, 1991; 류

춘지, 1992)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고 특수 부서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을 뿐 소아병동과 일반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

고 감정노동과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 인력

및 조직 관리에 활용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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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및 직무만

족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자는 G광

역시 3곳과 전라남도 M시 2곳의 종합병원 이상의 소아병동과 중환자실, 응급

실, 특수부서 등을 제외한 일반병동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얻어 소아병 동간호사 전체

100부, 일반병동 간호사 중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200명을 대상으로 2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어 2015년도 9월 20일

부터 2015년도 10월 2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수집된 자료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설문을 거부한 대상자를 제외하

고 소아병동 간호사100명 전수와 일반병동간호사 198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

정되어 총 298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B. 조사 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8문항, 감정노동 9문항, 소진 22문항, 감정노동 20

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총 18문항으로 이를 다시 일반적 특성 7문항, 직업적 특

성 6문항, 건강행위 특성 5문항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자녀수, 최종학력, 종교, 연봉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봉을 보면 연령은

직접 기입 하게 하고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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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었으며 기혼인 경우 자녀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졸업’ 으로 분류하였고 종교

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으로 하였으며 이를 다시 종교가 ‘없음,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연봉은 ‘2000-2999만원, 3000-3999만원, 4000-4999만원,

5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적 특성은 총 임상경력, 현부서 경력,

직위, 전문 간호사 자격, 평균 담당환자, 간호행위 중 어려움‘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총 임상경력은 년, 월로 기입하게 하고 이를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누었고 현 부서에서의 경력 역시

년, 월로 기입하게 하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

년 이상’으로 나누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 주임간호사, 수간호사’로 분류하

였고 전문 간호사 자격증 소지여부는 ‘ 종양, 노인, 감염, 호스피스, 아동, 중

환자, 가정, 정신, 보건, 응급, 산업, 마취, 임상전문’으로 나누고 간호사 자격

중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다시 자격증이 ‘없음,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매 근무 시 평균 담당환자는 명수를 기입하게 하고 이

를 ‘10-20명 이하, 20-30명 이하, 3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근무 중에 겪

는 간호행위 중 어려움은 ‘ 침습적 처치,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와 보호자가

간호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적절한 간호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때, 환자와 보호자의 부적절한 요구’ 중 해당되는 문항에 다중응답 하

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강행위 특성은 하루 수면시간, 현재 흡연 상태, 음

주 상태, 규칙적 식사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루

수면시간은 ‘4시간미만, 4-5시간미만, 5-7시간미만, 7-8시간미만, 8시간이상’으

로 분류하였고 현재 흡연 상태는 ‘ 예, 아니오, 과거에는 피웠으나 지금은 아

님’ 으로 설문 하였고 다시 ‘아니오’와 ‘과거에는 피웠으나 지금은 아님’을 함

께 묶어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일주일에 2-3일 이상,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2-3일, 전혀 안 마신다’의 문항으로 설문하고 이를 다시 ‘전혀 안 마

신다,를 ‘아니오’로 음주를 하는 경우를 ‘예’로 분류하였다. 규칙적 식사 여부

는 ‘ 어떠한 경우라도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규칙

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한다, 업무로 식사를 거르는 편이 많고 거의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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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사하지 못 한다’의 문항으로 설문하고 이를 다시 ‘ 어떠한 경우라도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

력 한다’를 ‘규칙적’으로 분류하고 ‘업무로 식사를 거르는 편이 많고 거의 규

칙적으로 식사하지 못 한다’를 ‘불규칙적’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규칙적 운동

여부를 묻는 문항은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의 측정도구는 Morris와 Feldman(1996)의 연구를 기초로 김민주

(1998)가 개발한 측정도구 사용하였으며 이는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성, 감정적 부조화의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표현

의 빈도는 직원과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상호작용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감정표현의 주의성은 요구되는 감정표현의 지속시간 및 강도로 구성되어 지

는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 정도이며, 감정적 부조화는 조직이 요구하는 기대

감정과 개인의 감정의 갈등이 일어날 때를 의미한다. 5점 Likert type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

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김민주(1998)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 .860 이었으며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8 이었다.

3) 소진

소진의 측정도구는 Maslach와 Jackson(1981)의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바탕으로 최혜윤(200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BI는 정

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자아성취감 저하 8문항 총 22문항으로 정

서적 고갈은 과도한 심리적 부담 또는 요구들에 기인한 개인의 정서적 자원

들이 고갈되어 있다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을 의미하고, 비인간화는 정서적

소진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객이나 직무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무감각하고, 냉

소적이며,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의 정서적 소진을 막으

려는 방어적 대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자아성취감 저하는 직무상에서 성취

도 부족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타인을 돕는 그들의 임무

에 실패했다고 믿게 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 도구는 7점 Likert typ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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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일’ 6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8문항을 역환산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최혜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60 이었으며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8 이었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도구는 Weiss, Dawis, England & Loftquist(1967)가 공동 개발

한 미네소타 직무만족설문지(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이상금(199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능력의 사용, 성취, 승진, 활동, 다양

성, 작업조건, 회사의 명성, 인적자원 관리 체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20개

의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만족스럽다’ 5점에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상금(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80 이었으

며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5 이었다.

C.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차이는 Chi-square test 분석을 하였다. 소아병

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소아병동 간호

사와 일반병동 간호사간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소아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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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Ａ.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아병동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31.02±8.03세, 일반병동 간호사의 평균연

령은 31.24±8.24세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20-29세 사이가 소아병동 간호

사 58명(58%), 일반병동 간호사 116명(58.6%)로 가장 높았다. 성별은 소아병

동 간호사가 100명(100%), 일반병동 간호사가 194명(98.0%)로 여자가 더 많

았다. 결혼 상태는 소아병동 간호사 63명(63%), 일반병동 간호사 138명

(69.7%)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최종학력은 소아병동 간호사 45명(45%),

일반병동 간호사 96명(48.5%)로 전문대졸이 많았다. 종교는 소아병동 간호사

53명(53%)으로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일반병동 간호사는

없음이 99명(50%), 있음이 99명(50%)로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같았다. 연

봉은 소아병동 간호사 32명(32%), 일반병동 간호사 84명(42.4%)로 3000-3999

만원이 두 집단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간에 연봉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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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소아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사 x2 p

n (%) n (%)

연령(세) 20-29 58(58,0) 116(58.6) .255 .968

30-39 26(26.0) 47(23.7)

40-49 12(12.0) 26(13.1)

≥50 5(4.0) 9(4.5)

M±SD 31.02±8.03 31.24±8.24

성별 여 100(100) 194(98.0) 2.048 .152

남 0(0.0) 4(2.0)

결혼상태 미혼 63(63.0) 138(69.7) 1.357 .244

기혼 37(37.0) 60(30.3)

자녀수(명) 0 64(64.0) 142(71.7) 3.103 .212

1-2 32(32.0) 45(22.7)

≥3 4(4.0) 11(5.6)

최종학력 전문대졸 29(29.0) 61(30.8) 1.070 .586

대졸 45(45.0) 96(48.5)

대학원이상 26(26.0) 41(20.7)

종교 없음 47(47.0) 99(50.0) .239 .625

있음 53(53.0) 99(50.0)

연봉(만원) 2000-2999 31(31.0) 37(18.7) 11.672 .009

3000-3999 32(32.0) 84(42.4)

4000-4999 24(24.0) 32(16.2)

≥5000 13(13.0) 45(22.7)

합계 100 198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8)



- 10 -

2.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임상경력은 소아병동 간호사는 평균

7.46±806년, 일반병동 간호사는 평균 8.32±8.18년으로 두 집단 모두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소아병동 간호사 28명(36.8%), 일반병동 간호사 50명(37.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8). 현부서 경력, 직위, 전문 간

호사 자격, 평균 담당환자 수,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 임상경력에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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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소아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사 x2 p

n (%) n (%)

총임상경력(년) ＜1 8(10.5) 4(3.0) 13.936 .008

1-＜3 20(26.3) 21(15.9)

3-＜5 11(14.5) 18(13.6)

5-＜10 9(11.85) 39(29.5)

≥10 28(36.8) 50(37.9)

M±SD 7.46±806 8.32±8.18

현부서경력(년) ＜1 14(21.5) 15(16.7) 2.705 .608

1-＜3 26(40.0) 38(42.2)

3-＜5 13(20.0) 21(23.3)

5-＜10 9(13.8) 16(16.7)

≥10 3(4.6) 1(1.1)

M±SD 3.02±2.37 2.84±1.92

직위 일반간호사 87(87.0) 168(84.8) 1.225 .542

주임간호사 8(8.0) 23(11.6)

수간호사 5(5.0) 7(3.5)

전문 간호사 자격 없음 94(94.0) 183(92.4) .252 .616

있음 6(6.0) 15(7.6)

평균 담당환자 10-<20 20(20.0) 46(23.2) .540 .763

수(명/일) 20-<30 53(53.0) 97(49.0)

≥30 27(27.0) 55(27.8)

M±SD 30.37±11.25 30.09±12.51

간호행위 중 어려움* 침습적 처치 75(75.0) 24.(12.2)

응급상황 52(52.0) 140(71.1)

환자, 보호자의
비협조 57.(57.0) 135(68.5)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19(19.0) 44(22.3)

환자, 보호자의
부적절한요구

81(81.0) 131(66.5)

합계 100 198

표 2.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N=298)

* 다중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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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건강행위 특성

대상자의 건강행위 특성을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은 소아병동 간호사 52명

(52%), 일반병동 간호사 103명(52%)로 두 집단 모두 6시간 이상 수면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간에 건강행위 특성인 흡

연, 음주, 식사, 규칙적 운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수

면시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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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소아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사 x2 p

n (%) n (%)

하루 수면시간 4-<5 25(25.0) 22(11.1) 10.202 .006

6-<7 70(70.0) 159(80.3)
≥8 5(5.0) 17(8.6)

현재 흡연 아니오 98(98.0) 196(99.0) .492 .483

예 2(2.0) 2(1.0)

현재 음주 아니오 65(65.0) 143(72.2) 1.644 .200

예 35(35.0) 55(27.8)

규칙적 식사 아니오 38(38.0) 119(60.1) .100 .751

예 62(62.0) 79(39.9)

규칙적 운동 아니오 80(80.0) 162(81.8) .144 .704

예 20(20.0) 36(18.2)

합계 100 198

표 3. 대상자의 건강행위 특성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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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비교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특성

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소아병동 간호사는 3.84±.704점(5점 만

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3.10±.384(5점 만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 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감정표현의 빈도는 소아병동 간호사 4.21±.717점, 일반병동 간호사

3.25±.458점으로 나타났으며 감정표현의 주의성은 소아병동 간호사 3.62±.824

점, 일반병동 간호사 2.98±.527점으로 나타났고 감정적 부조화는 소아병동 간

호사 3.68±.743점, 일반병동 간호사 2.08±.436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소진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소아병동 간호사 3.28±.704점(6점 만점), 일반병동 간호사

2.34±.542점(6점 만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더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고갈은 소아병동 간호사 3.49±7.88점, 일반병동 간호사 2.34±.613점으로 나타

났으며, 비인간화는 소아병동 간호사 3.73±.759점, 일반병동 간호사 2.63±.771

점, 자아성취감 저하는 소아병동 간호사 2.77±.764점, 일반병동 간호사

2.14±.680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소아병동 간호사의

전체 평균이 2.69±.540점(5점 만점), 일반병동 간호사의 전체평균이 3.56±.334

점(5점 만점)으로 일반병동 간호사가 소아병동 간호사 보다 높은 평균을 보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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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병동
간호사
(n= 100)

일반병동
간호사
(n=198 ) t p

　 M±SD M±SD

감정노동 3.84±.704 3.10±.384 11.619 .000

감정표현의 빈도 4.21±.717 3.25±.458　 12.235 .000

감정표현의 주의성 3.62±.824 2.98±.527 7.029 .000

감정적 부조화 3.68±.743 2.08±.436 7.415　 .000

소진 3.28±.704　 2.34±.542　 13.091　　 .000　　

정서적 고갈 3.49±7.88 2.34±.613 13.721 .000

비인간화 3.73±.759 2.63±.771 6.939 .000

자아성취감 저하 2.77±.764 2.14±.680 11.657 .000

직무만족 2.69±.540　 3.56±.334 -14.816 .000

표 4.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비교

(N=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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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차이

소아병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봉, 총 임상경력, 하루

수면시간을 통제하고 공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감정노동을 보면 소아

병동 간호사의 평균은 3.84±.704점, 일반병동 간호사의 평균은 3.10±.384점으

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감정노동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소진은 소아병동 간호사 3.28±.670점, 일반병동 간호사 2.34±.542점으로 소

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 보다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는 소아병동 간호사 2.69±.540점, 일반병동 간호사 3.56±.334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표 5).

표 5.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차이

(N=298)

구분
소아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사

F p
M±SD M±SD

감정노동 3.84±.704 3.10±.384 127.576 .000

소진 3.28±.670 2.34±.542 157.918 .000

직무만족도 2.69±.540 3.56±.334 279.596 .000

* 통제변수: 연봉, 총 임상경력, 하루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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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아병동 간호사 일반병동 간호사

감정
노동 소진 직무

만족도
감정
노동 소진 직무

만족도

감정노동 　1 　 1　 　

소진
.713

(<.001)
1

.188

(<.01)
1

직무만족도
-.704

(<.001)

-.749

(<.001)
1 -.103

-.271

(<.001)
1

D.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 상관관계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사이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상

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

진을 살펴보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31, p<.001)를 보였고, 감정 노동과

직무만족도를 보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704, p<.001), 소진과 직무만족

도를 살펴보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49, p<.001)를 보였다. 일반병동간호

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을 살펴보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88, p<.01)를 보

였으며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71,

p<.001)를 보였다(표 6).

표 6.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 상관관계

(N=298)



- 18 -

Ⅳ. 고찰

본 연구는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

도 비교에 관한 연구로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변

수들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감정노동, 소진 경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소아병동간호사 3.84점,

일반병동간호사 3.10점으로 소아병동간호사가 일반병동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는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교한 문성희(2010)의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

3.28점, 일반병동 간호사 3.06점 보다 높으며, 다른 직업군에서 단기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임지영(2008)의 2.81점, 노인전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을 대상으로 한 이유정(2004)의 2.72점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와

그 가족까지 간호의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

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박민향, 2014). 감정노동의 하위 요인을

보면 소아병동간호사는 감정표현의 빈도 4.21점, 감정표현의 주의성 3.62점,

감정적 부조화 3.68점으로 나타났고 일반병동 간호사는 감정표현의 빈도 3.25

점, 감정표현의 주의성 2.98점, 감정적 부조화 2.08점으로 두 집단 모두 감정

표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아병동 간호사는 감정적 부조화, 감

정표현의 주의성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병동 간호사는 감정표현의 주의성, 감

정적 부조화 순으로 나타나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현수인(2008), 변대식

(2009), 이순늠(2010)의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성, 감정적 부조화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감정표현의 빈도가 높은 것은 소아병

동 간호사가 다른 임상 간호사나 직종과 달리 소아라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성인보다 어려움이 있고 간호사의 감정이 제대로 표



- 19 -

현되거나 전달되기 어려우며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경우 간호사정, 직접간호,

상담 및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요구도도 매우 높은 편(Kim, 2001)이

어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 다른 임상간호사에 비해 많기 때문 이라고 사료

되며 감정적 부조화는 소아와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극대화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과

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아병동만의 감정노동의 원인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진의 전체평균은 6점 만점에 소아병동 간호사 3.28점, 일반병동 간호사

2.34점으로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대식(2009)의

소진 평균 2.54점,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허영미(2013)의 평균2.9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상자에 따라 소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두 집단 모두 비인간화가 소아병동간

호사 3.73점, 일반병동 간호사 2.6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고갈, 자아

성취감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대식(2009), 문성희(2010)의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노인전문 요

양시설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정(2004)의 자아성취감 저하,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고갈은 생명

을 다루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감 때문이고 비인

간화는 바쁜 업무와 반복되는 일,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간호라는 영역을 단순한 일로 치부하게 되어 나타

난 결과이며 자아성취감 저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율적으로 선택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이형주,

2015).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 업무동안에 자율적 결정

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사료된다(배순일, 2014).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소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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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69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3.56점으로 소

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평

균은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대식(2009)의 연구에서 평균 3.18점, 문성

희(2010)의 암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같은 평균인 2.96점, 안

은미(2013)의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연구에서의 평균 3.02 보다 낮게 나타나

다른 집단의 간호사들 보다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노동과 소진은 조직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 만족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고 직무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감정관리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소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의 차이

는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위 특성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봉, 총 임상경력, 하루 수면시간의 변수를 통제하고도 소아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감정노동, 소진의 정도는 높고 직무만족도는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역할이 일반병동 간호

사의 역할과는 달리 소아의 질병뿐만 아니라 소아의 성장발달의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고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인적 간호가 제공되어야하므로

업무량이 과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돌봄의 주 대상이 아픈 소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를 함께 간호해야하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특수

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임민숙,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간호 업무 수

행에 따른 차등 성과급이나 보상 및 정신적 소모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양

성과 수적인 확보 및 소아병동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최지은과 박수빈, 2011).

소아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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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을 살펴보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731,

p<.001)를 가지고 있고, 감정 노동과 직무만족도를 보면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r=-704, p<.001)를 가지며, 소진과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r=.749, p<.001)를 보였다. 일반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을 살펴

보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88, p<.01)를 가지고 있으며 소진과 직무만족

도를 살펴보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71, p<.00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고,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소진이 낮다는 변대식(2009), 문성희(2010), 김경도(2011)의 연구와 일치

하며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라(2008), 외식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선령(2008), 카지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혜숙(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감정노동과 소진이 조직의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주며 소진을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감정노동 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필요하며 조직차원의 감정관리 중재 프로그

램과 소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이형주

2015).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G광역시와 전라남도 M시 5곳의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아니므로 전체 간호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이 연구

는 단면 연구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로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는 알 수 있지만 인과관계의 설명에는 제

한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소아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사

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을 동일한 도구로 비교하였고, 특히 소아병동간

호사의 감정노동, 소진이 유의하게 높고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규

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아병동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에 대한 관

심과 함께 효과적인 조정 및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

을 통제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자아 성취감을 높이는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아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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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어 두 집단 모두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며 감정

노동과 소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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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및 직무

만족도차이를 비교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감정노동과 소진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G광역시 소재 3곳과 전라남도 M시 소재 2곳의 종합병원의 중환자

실과 특수파트를 제외한 일반병동과 소아병동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아병동 100면, 일반병동 200명을 대상으로 자

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설문을 거부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소아병동 간호사 100명 전수와 일반병동 간호사 198명, 총 298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

지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3.84±.704점(5점 만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3.10±.384점(5점 만점) 이었고 소진은 소아병동 간호사가 3.28±.704(6점 만점),

일반병동 간호사가 2.34±.542(6점 만점)이었으며 직무만족도는 소아병동 간

호사가 2.69±.540(5점 만점), 일반병동 간호사가 3.56±.334(5점 만점)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두 집단

에서 모두 감정노동과 소진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감정노동과 직무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소진과 직무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결론적으로 소아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이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무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아 감정노동과 소진 그리고 직

무만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며, 감정노동과 소진을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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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설명서

연구 과제명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정노동, 소진, 직무만족도 비교

연구실시기관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과정 학위논문

연구 책임자 이 애 정 연락처 (HP) 062-231-8863 (010-7288-4973)

1.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소진 및 직무만족

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감정노동과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 인력 및 조직 관리에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2.연구절차

본 연구에 동의한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성까지는 10-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누락항목 없이 솔직하고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위험성과 불편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위험(부작용)이나 불편 사항은 없

습니다.

4.비밀유지 및 연구의 탈퇴

조사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

항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한 내용은 부호화되어 컴퓨터에 의해 통계 처리되므로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 없이 모든 자료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5.보상

연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설문조사를 마치신 후 감사의 뜻으로 연구자가 마

련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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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동의서

동의서에서명하시기전에다음사항을다시한번확인하시고해당칸에직접표기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예”

1. 나는 이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

2. 나는 이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불이익)과 이득(혜택), 그리고 보상에 대하

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

3. 나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당시 설명 받은

위험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구자가 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4.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어떠한 강제나 부당한 영

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

5. 나는 이 연구에서 수집될 나(피험자)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

으며, 이는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

집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

익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7.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나의 성명과 서명, 날짜는 모두 자필로 기록하였습니다. □

20 년 월 일

피험자 성명 피험자 서명

연구책임자는 본 조사연구의 목적, 방법, 권리,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 상세히 상기 피험자에게

설명해 주었고, 피험자 스스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 책임자 : 이애정(조선대학교병원 병동간호 2팀 63병동)

직장: 062-231-8863 HP: 010-7288-4973 E-mail: canary11@hanmail.net

   

IRB 담당자 : 조선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행정

직장: 220-3552 E-mail: irb@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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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2. 귀하의 성별 어떻게 되십니까?

①여성 ② 남성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3-1 만일 기혼일 경우 자녀수는? 명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졸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졸업(재학 중 포함)

5.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불교 ④ 기타 ⑤ 없음

6. 귀하의 현 근무 병동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내과계 병동 ② 외과계 병동 ③특실병동 ④소아과 병동

7.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8. 귀하의 현 부서에서의 임상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9.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주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10. 귀하의 전문 간호 자격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1. 있을 경우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종양 ② 노인 ③ 감염 ④ 호스피스 ⑤ 아동

⑥ 중환자 ⑦ 가정 ⑧ 정신 ⑨ 보건 ⑩ 응급

⑪ 산업 ⑫ 마취 ⑬ 임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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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의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0만원 ~ 2999만원 ② 3000만원 ~ 3999만원

③ 4000만원 ~ 4999만원 ④ 5000만원 이상

12. 귀하의 매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13. 근무 기간 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4시간 미만 ② 4~5시간 미만 ③ 5~7시간 미만

④ 7~8시간미만 ⑤ 8시간 이상

14. 귀하는 하루 1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지금은 아님

 

15. 귀하는 음주를 하십니까?

① 일주일에 2~3일 이상 ② 일주일에 1회

③ 한달에 2~3일 ④ 전혀 안 마신다

16. 현재 규칙적으로 식사하십니까?

① 어떤 경우라도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②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 한다.

③ 업무로 식사를 거르는 편이 많고 거의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한다.

17. 현재 규칙적인 운동(하루 30분 주 3회 이상의 운동, 등산, 조깅, 헬스 등)을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근무 중 귀하가 하는 간호 행위 중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은 무엇입니까?(모두체크 하세요)

① 침습적 처치시(정맥 주사,채혈, 도뇨관 삽입 등)

② 응급상황 발생시

③ 환자, 보호자가 간호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④ 적절한 간호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때

⑤ 환자와 보호자의 부적절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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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각각의

문항에 대해 동의 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②

중간

정도

이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

다

⑤

1. 나는 직장생활을 잘 하기 위해 실제

감정 을 숨겨야하는 경우가 많다.

2. 나는 환자들이 나에게서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 할 때가 많다.

3. 나는 직장 내에서 진짜로 웃는 경우 보다

일부러 웃는 경우가 많다.

4.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5. 환자들을 미소로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6. 나는 환자들을 위해여 나의 실제 감정을

왜곡한다.

7. 내가 환자를 대할 때 느끼는 실제 감정과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있다.

8. 나는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나의 실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9.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환자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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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없음⓪
일년에

몇 번

이하①

한달에

한번

이하②

한달에

몇 번

정도③

일주일

에

한번

정도④

일주일

에 몇

번

⑤

매일

⑥

1.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낀다.

2.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빠진다.

4. 나는 환자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수 있다.

5. 나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 인격이 없는

물체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6.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일이다.

7. 나는 환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8. 나는 나의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9. 나는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10.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둔감해졌다.

11. 나의 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12. 나는 매우 활기에 차 있다고

느낀다.

13. 나는 나의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14. 나는 내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든다.

15. 나는 어떤 환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16.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17. 나는 환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해 줄 수 있다.

18. 나는 환자와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해진다.

19. 나는 이 일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이 성취해 왔다.

20.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21. 나는 내 일에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22. 나는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일부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고 느낀다

Ⅲ. 다음은 귀하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각각의 문항에 대

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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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만족스

럽지

않다 ①

만족

스럽지

못한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만족

스럽다

④

매우

만족스

럽다

⑤

1.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량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 남의 간섭 없이 혼자서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3. 때때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 그 직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5. 상관이 부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6. 상관의 업무 집행 능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직무를 처리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8. 직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 직무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직장에서 남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1.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2. 병원의 정책 또는 병원 규정과 그 실행

방법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3. 업무량에 대비한 급여수준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4. 직장의 승진가능성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5.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6. 직무수행 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7. 동료 간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8. 일을 잘 했을 때 인정을 받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9. 직무를 통해 무엇을 성취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정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0. 근무하는 병동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Ⅳ. 다음은 귀하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각각

의 문항에 동의 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V 표시 해주십시오.

*** 설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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