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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간호사는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상

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간호사의 건강과 건강행위는 직무와 사회적 관

계 속에서 발생하는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Antonovsky의 건강생성이론의 핵심요인인 통합력과 직무 스

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리고 건강행위가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건강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 간접 경로

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부서

별, 연령별 층화무작위표출을 시행하여 352명의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자

료 수집은 2012년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시행되었고, 자가 보고형 설

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34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통합력은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인 직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

해서 건강상태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건

강상태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수행할수록 좋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 중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스트레스는 통합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았고, 

이 중 통합력의 효과가 더 컸다. 건강행위는 통합력이 높을수록, 근무경력

이 높을수록,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군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

합력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미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건강상태에도 유의한 간접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력은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고, 간호사

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통합력, 직무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건강상태

학   번 : 2009-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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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병원 종사자

들과도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김환철 등, 2006; 윤현숙과 조영

채, 2007),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변화 및 수면의 질 저하, 직무 중 

비정상적인 자세나 강도 높은 신체적 활동 등에 의해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

상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김현경, 이태용, 김광환, 2010; 이경희와 김

지영, 2011; 홍정연과 구정완, 2010). 캐나다 간호협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

하고 있으며,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운동부족, 흡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tner & Sawatzky, 2009). 또, 감염질환의 노출, 생리

적 위험, 교대근무 등의 직업적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상해관련 결근이 다

른 직업집단에 비해 83%가 높아 연간 1천 9백 6십만 시간이 손실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Health Canada, 2004). 

국내 연구에서도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 중 66.8%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

소하고 있고(우남희와 김숙영, 2009), 질병으로 인한 수진경험 또는 직무 

중 사고경험이 많은 반면, 간호사의 건강관련 행위의 수행 정도는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김정희 등, 2010). 또한 간호사 대부분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및 여가활동을 못하고 있고, 과반수 이상은 불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

며(김정희 등, 2010), 스트레스 및 우울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

정희 등, 2010; 이원희와 김춘자, 2006)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신체,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경험

하고 있고, 간호사의 건강과 건강행위는 직무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

는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정희 등, 2010; 

김현경 등, 2010; 이은희 등, 2007; 윤현숙과 조영채, 2007), 간호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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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 스

트레스와 관련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건강에 관련된 많은 이론들 중 Antonovsky(1979, 1987)의 건

강생성이론은 통합력과 일반적 저항자원을 이용하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건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삶의 

과정에서 스트레스원은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이기에 스트레스원에 대한 

관심보다 건강을 만들어가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이론에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핵심 요인으로 통합력이 제시되었다. 통합력

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우울, 소진, 적의감 등의 스트레스 증상들을 감소시

키며(Julkumen & Ahlstöm, 2006; Kivimäki et al., 2002; Richardson & 

Ratner, 2005), 통합력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고, 건강상태가 좋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inkowska-Bury & Januszewicz, 2010; Lindmark 

et. al., 2005).

또한 건강생성이론에서 통합력과 함께 건강을 생성하는 자원으로 제시된 

사회적 지지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고동희 등, 

2005; 고종욱과 염영희, 2003), 건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보고되었다(Kaewthummanuku et, al., 2006; 박영주 등, 2002). 

건강생성이론은 복잡한 환경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

호사의 건강문제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

사들이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강을 생성해 나가도록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Morgan & Ziglio, 2007).  

건강증진에 관한 또 다른 이론적 모델로는 건강에 대한 기대와 인지가 건

강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가정하는 건강신념모델(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과 인지지각요인과 조정요인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

명한 건강증진 모델(Pender, 1987), 그리고 건강결과에서 시작해서 건강문

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나가는 Precede -Proceed 모델(Green & Kreuter, 

1999) 등이 있고, 이들은 건강 증진에 필요한 건강 인지과정과 강화요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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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자기효능감과 같은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간

호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능동적 적응 또는 관

리에 대한 구체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건강에 대한 모형으

로 건강생성이론을 적용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그 핵심요소인 통합력과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가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건강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건강모형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

후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한 건강중재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구조모형

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며,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직무 스트

레스와 관련된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이해와 간호사 건강증진 중재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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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통합력(Sense of coherence)

통합력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전체적인 상황

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의 합을 말하며, 이해력

(comprehensibility), 관리력(manageability), 의미부여(meaningfulness)

의 3 요소로 구성된다(Antonovsky, 1979, 1987). 본 연구에서 통합력은 

Antonovsky(1987)가 개발한 통합력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통합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건강관련 직무특성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선행연구 고찰 결과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직무관련 특성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직

무특성은 교대근무와 근무경력을 말한다(김경숙과 최스미, 2011; 박영남 

등, 2007; 윤현숙과 조영채, 2007).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

는 정도를 말한다(Zimet, G., Dahlem, Zimet, S., & Farley, 1988). 본 연

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

지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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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

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다(NIOSH, 1999).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장세진(2007)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직무 스트

레스 측정도구(단축형)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5) 건강행위 

건강행위란 실제적인 건강 또는 지각된 건강에 관계없이 건강을 증진하

고 보호하며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방향에 이르게 하는 개인에 의해 수

행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WHO, 1998).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는 선행

연구 고찰 결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신체활동, 식행

동, 음주, 흡연 등의 4개 행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말한다(강기원, 성주헌과 

김창엽, 2010; 강은정, 2007; 박영주 등, 2002). 

(1) 신체활동

신체활동이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정의

된다(WHO, 2011).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한국어 버전의 단문형 자가 기입

식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이는 설문 전 일주일 동안 시행한 신체활동을 측

정하여 IPAQ 점수 환산법에 근거하여 활동량 측정의 기본 단위인 Metabolic 

Equivalent Task-minutes(METs)로 산출한 값이다(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2010).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활동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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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행동

식행동(dietary behavior)이란 식품의 구입, 가공, 조리, 섭취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를 말한다(Boyle, 2003). 본 연구에서 식행동은 국내

에서 개발되어 타당도를 검증한 식생활진단표(김화영, 조미숙과 이현숙, 

2003)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음을 의미한다. 

(3) 음주

본 연구에서 음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 중 알코올 섭취량을 측정하는 1번부터 3번까지 

3개의 문항, 즉 음주빈도, 1회 평균 음주량, 그리고 6단위 이상 폭음하는 빈도 

등을 조사하는 AUDIT-C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하며(성정환 등, 2009),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흡연

본 연구에서는 흡연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 4기(2007∼2009)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흡연조사 도구의 일부를 사용하여 조사한 후 하루에 피는 담

배의 개피 수에 흡연기간(년)을 곱하여 환산한 Brinkman 지수 값을 말한다

(Hamaguchi. et al., 2007).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6) 건강상태

건강상태란 특정 시점의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대한 기술을 말한다

(WHO, 1998).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Ware와 Sherboune(1992)에 의해 

개발되고, 고상백 등(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일반인들의 건강사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RAND developed the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1.0 Questionnaire(SF-36)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신체건강상태(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과 정신건강상태

(Mental Component Summary; MCS)로 구성되어 있으며(Ware & 

Sherboune, 1992),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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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건강개념의 변화 

건강증진이란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과 개선을 위한 주요한 이념과 방법으

로 논의되고 있다(조병희, 2008).

건강증진이란 용어는 1974년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Lalonde가 발표

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 되었고,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영역(health 

field)’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건강관련 두 가지의 핵심 목표를 규명하

였다. 그 첫째가 ‘건강문제의 예방’이었고, 둘째는 ‘건강 증진’이었다. 이 보

고서는 생의학적 건강관리 시스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서구 최

초의 현대식 정부 보고서였으며, 결국 질병 치료 중심의 전통적 건강 시스

템을 초월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둘 

수 있다(남은우, 2005). 

1948년 WHO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 아니라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라 정의하였고, 1986년 캐나

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 1차 건강증진 국제대회에서는 ‘Health for All 

year 2000’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오타와 헌장을 채택하였다. 오타

와 헌장은 기존의 WHO의 건강의 정의에 더하여 ‘건강이란 단지 어떤 상태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자원이며,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적, 개인적 자원을 강조하는 긍정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하며, ‘자원’으로서 

건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건강증진을 위한 ‘자산모델(Asset 

model)의 기초 개념’이기도 하다(Morgan & Ziglio, 2007). 

2005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6차 건강증진회의에서는 21세기 변화하

는 세계적 상황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건

강증진전략 모색하고 세계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콕헌장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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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콕 헌장에서는 오타와 헌장과 이후 건강증진 세계대회의 권고문에 

의해 확립된 건강증진의 가치와 원칙 및 활동전략 등을 보완하였는데, 건강

증진의 주요 가치로 가장 높은 수준의 달성 가능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인

간의 차별 없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건강은 삶의 질의 결정요인

으로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안녕을 포함하는 보다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증진은 사람이 자신의 건

강과 그 결정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로 인해 좀 더 건강

해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남은우, 2005). 

이러한 건강증진의 개념의 변화는 글로벌 시대의 건강증진 전략으로 정

책 개발, 리더십, 건강증진 실천, 지식의 전이 및 연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 고양 등을 위한 능력의 신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요소들

의 제공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WHO 유럽 사무소에서는 “건강자산(health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는데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건강결과를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산은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 환경

적, 또는 인간적 자원(예; 교육, 고용기술, 지지적 사회 네트웍, 선천적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Harrison et al., 2004).

건강자산은 개인과 그룹, 인구집단, 사회 시스템과 기관들의 능력을 발전

시켜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건강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정의되며, 이러한 자산은 삶 속의 스트레스들을 완충시키는 개인, 그룹, 

사회, 인구 집단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건강증진 또는 예방하는 자

원으로 정의되는데 모든 영역의 건강결정요인, 즉 개인의 유전적 요인, 사

회적 상황, 환경적 상태, 행동의 선택, 그리고 건강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Morgan & Ziglio, 2007). 이러한 자산모델을 이끄는 많은 이론들 중 그 

첫번째가 Antonovosky(1979, 1987)에 의해 주창된 건강생성이론이다. 건

강생성이론 관점에서는 건강의 시작이 개인을 건강과 질병의 선상에서 건

강 쪽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Lindström & Eriksson, 



- 9 -

2006), 이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반적 건강과 안녕, 그리고 성취를 위해

서 건강자산을 어떻게 조합하여야 하는지를 도와주어야 하며, 특별히 건강

을 생성하는 사람들의 자원과 능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개념을 포

함하고 있다(Morgan & Ziglio, 2007).  

건강생성이론적 접근은 공공건강에 건강증진 또는 예방적인 요인(자산)

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자산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아울러 이것은 질병의 원인과 확산, 그리고 조기 사망 등에 대

한 근거를 찾고자 했던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건강을 만들어내는가에 관심

을 가지게 된 현대의 역학의 목적과도 일치한다(Eriksson & Lindström, 

2008; Morgan & Ziglio, 2007).  

2. 건강생성이론 

건강생성이론(Salutogenesis)은 외부 스트레스원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

을 통해 건강에 이르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생성이론적 관점에서 건강이란 동일한 축에 놓여 있는 안녕과 질병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개인의 통합력 정도가 이러한 연속선상의 개인의 

위치, 즉 건강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건강과 질병을 이

분화된 각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선상의 양 끝으로 보고 

무엇이 사람들을 건강으로 향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 

이론의 핵심은 높은 통합력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onovsky, 1979, 1987). 

사람은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개방형 체계(open system)이며 

긴장과 압박감은 잠재적 질병 발생인자가 아닌 건강을 촉진하는 인자일 수

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환경은 스트레스원이자 저항자원이 되는

데, 이 이론에서는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저항자원의 사용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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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위험인자들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치료를 적극 수

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ntonovsky, 1987).

이전의 위험, 병약함, 질병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사

람들의 자원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건강생성이론적 발전의 주요 요

소는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을 잘 사용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onovsky(1987)는 이 이론의 핵심개념인 통합력을 다음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이해력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내적과 외

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 둘째, 관리력은 이러한 자극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고, 셋째, 의미부여는 이러한 

요구들이 도전하고, 집중하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 능력이다. Antonovsky(1987)는 적응능력이 좋은 사람은 높은 통합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건강생성이론의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인 일반적 저항자원은 효과

적인 긴장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단체, 또는 환경의 특징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생화학적, 물질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

적, 인간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 저항자원을 

사용해 보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긴장을 잘 관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높은 통합력을 개발시킨다고 하였다(Antonovsky, 

1987). 

통합력은 그 자체가 적응 전략은 아니며 높은 통합력을 가진 개인들은 특

정한 상황과 적절한 필요에 따라 적응전략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인

데(Antonovsky, 1996), 건강증진의 측면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관리하고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들을 규명하고, 필요할 때 자원들을 동원

하여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 효과적인 건강증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

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학적 측면에서 건강생성이론의 적용은 기존의 환자 또는 특정 문제

를 가진 대상자 중심의 간호중재에서 나아가 일반인들이 생의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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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생성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간

호 제공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는 간호를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

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 예방,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

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으로 규명한 대한간호협회

의 간호의 정의(대한간호협회, 1983)에 부합되는 개념이라는 점과 간호사

가 주도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가능한 건강증진으로의 접

근 전략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이해와 활용이 필요

할 것이다. 

3. 통합력과 건강관련요인 

1) 통합력과 스트레스 

Antonovsky(1987)는 통합력을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확신을 가진 총체적

인 사고의 방향(global orientation)” 이라 정의하면서 이해력, 관리력, 의미부

여의 3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해력은 인지적 요인(cognitive component)이고, 

관리력은 도구적 또는 행동적 요인(instrumental or behavioral component)

이며, 의미부여는 동기요인(motivational component)으로 설명하고 있다

(Lindström & Eriksson, 2006). 이러한 통합력은 일반적 저항자원과 연결

되어 있고, 높은 통합력은 삶 속에서 긴장이 발생했을 때 보다 다양하고 좋

은 저항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합력은 개인에 

따라 그 양이나 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높은 통합력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은 자극들이 긴장을 유발하지 않거나 긴장을 유발하더라도 과

거에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Lindström 

& Eriksson, 2006). 반면, 통합력이 약한 사람이 긴장유발요인을 만나면 적

절한 자원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포기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 좌절, 포기는 심신을 약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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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질병에 걸리게 한다. 즉 통합력의 정도가 생리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Antonovsky, 1987).  

통합력은 스트레스와 우울, 소진, 적의감 등 스트레스 관련 증상들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Jonsson, Segesten & Mattsson 

(2003)은 스웨덴의 응급실 근무자 대상의 연구에서 통합력이 높을수록 외

상 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30세 이상의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국민건강조사에서도 최근 생활 스트레스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합력이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 경험의 점수가 낮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는 높았던 것으

로 보고되었다(Richardson & Ratner, 2005).

독일의 한 대학병원의 간 공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합력

이 불안, 우울, 정신적 삶의 질을 예측하였고, 특히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가 

22%의 설명력을 가지며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m et al., 

2008). 

일본의 일개 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합력과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력이 높은 대상자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고 수

면의 질도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asermoaddeli et al., 

2002). 또한 일본의 일개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대

상자의 낮은 통합력이 1.8년 후의 우울증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airenchi et al., 2011)

노르웨이의 한 병원에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간

호사들의 소진과 통합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합력이 낮은 군에서 소진

의 정도가 더 높았고(Nodang et al., 2010), 박재순(2001)은 통합력이 높

은 간호사가 대처자원 활용을 더 잘하고 있고, 스트레스-대처모형에 비추

어 볼 때 통합력이 간호사들의 개인적 혹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중개인

자가 될 수 있다 하며, 의료라는 특수 환경에서 유해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

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통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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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경숙과 최스미(2011)는 일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통합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통합력은 직

무 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측인자이고, 통합력이 높

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보고하면서 통

합력이 스트레스의 주요 조절인자이므로 이를 강화하는 중재개발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2) 통합력과 건강행위 

통합력과 건강, 건강행위,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

행 연구에서는 통합력과 건강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통합력이 

높을수록 건강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nkowska-Bury 

& Januszewicz, 2010; Lindmark et. al., 2005). 

통합력이 생활습관수정(Life Style modific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영국의 Norfolk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European Investigation 

into Cancer(EPIC-Norfolk) 연구에서 통합력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

활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inwright et al., 2007). 또한 

폴란드의 단과 대학생들의 경우도 통합력이 높을수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

해 적절한 식습관, 예방적 행위, 적극적인 휴식 및 수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자세 등의 좋은 건강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Binkowska-Bury & Januszewicz, 2010).

스웨덴의 MONICA(Multinational Monitoring of Trends and Determinants 

in Cardiovascular Disease) 조사에서도 통합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좋은 음식의 선택과 섭취를 더 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는데(Lindmark et. al., 2005), 또한 이 연구에서는 통합력이 낮은 군의 지각

된 건강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력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다른 요

인들, 즉 낙관성(optimism), 강인성(hardness), 자원동원성(resourc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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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위(locus of control), 자존감(self-esteem), 그리고 자기효능감(self- 

efficacy)과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독일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을 측정한 결과 통합력, 자기효

능감, 자존감, 그리고 교육이 주요 예측인자로 나타났고, 그 중 통합력의 예

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Wiesmann & Hannich, 2008) 

김경숙과 최스미(2011)는 일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합력과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합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일본 전공의의 경우도 통합력이 전반적인 삶의 질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높은 통합력을 가진 전공의들은 동료들과 보

다 좋은 관계형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oka et al., 2010).  

통합력은 특히 정신건강과 접한 관계가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Anglo-Scandinavian Cardiac Outcomes 

Trial의 일부로 적의감과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한 결과 통합력은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과 상관

이 있었고, 분노조절과 통합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Julkunen & Ahlstöm, 2006). 핀란드의 일개 지역 공무원

을 대상으로 통합력과 적의감,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의감은 결근율을 높이는 건강문제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

력이 그 중개 역할을 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여준다고 하였다(Kivimäki 

et al., 2002). 독일의 간 공여자들의 경우도 통합력이 불안, 우울, 그리고 

SF-36의 정신건강상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음을 보고하였고, 공여 적합자

들은 공여 부적합자에 비해 통합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rim et al., 2008).

통합력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OPD 환자 대상의 연구에서 통합력은 환자의 영성

(spirituality) 및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와 호

흡기능의 부전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Delgad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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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웨덴의 두 개 지역의 MONICA 연구 대상자 중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

들과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의 사람들의 통합력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Nilsson, 

Holmgren & Westman, 2000). 

노르웨이의 여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력을 상, 중, 하 세 그

룹으로 나누어 6개의 삶의 질 영역, 즉 전반적인 삶의 질,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 등의 점

수를 확인한 결과 통합력의 정도에 따라 6개 삶의 질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Norekvål et al., 2010). 중국의 일개병원 중환

자실 퇴원환자의 경우도 통합력과 SF-36의 8개 영역이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Fok, Chair & Lopez, 200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통합력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력이 건강을 증진시

키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생

성이론의 관점에서 통합력을 이해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건강관련요인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직원들, 특히 간호사는 환자가 건

강과 건강생활습관을 증진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고, 따라서 간

호사들은 정부의 건강정책을 국내외 대상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하

여 그들 자신의 건강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Malik, Blake & Batt, 2011) 

간호사가 건강행위를 잘 이행하고 건강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는 간호사의 역할과 영향력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간호사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건강행위를 증진시키려는 생각과 실천은 환자 간호와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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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환자들의 운동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

고 있었고, 반대의 경우로 간호사 자신이 흡연을 하는 경우는 흡연하지 않

는 간호사에 비해 환자 금연 권고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Chalmers, Seguire, & Brown, 2002; Lenz, 2008; McKenna et al, 

2003; Radsma & Bottorff, 2009), 

또 다른 이유로 Hicks 등(2008)은 정상 체중의 간호사가 운동과 식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비만인 간호사가 교육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있었다

고 보고하였는데, 간호사 자신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간호 

대상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건강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지 않은 건강행위는 신

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발생시키고, 이것은 간호사의 피로, 스트레스, 소

진 그리고 질병으로 이어져 결근율 상승이나 이직을 가져오고, 이것은 경제

적 손실과 간호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Blaber, 2005; Kirklady & 

Martin, 2000; McElligott et al, 2009).  

그러나 간호사들은 건강증진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건강

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건강관련 

행위들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Malik 등(2011)은 간

호사를 대상으로 건강과 생활양식에 관한 설문 결과, 신체적 활동 수준은 

권고정도에 미치지 못했고, 2/3 가량이 매일 과일 또는 채소의 다섯 영역을 

섭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고지방과 설탕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2003년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에서 간호사들이 자가 보

고한 건강상태는 일반인들과 차이가 없었으나, 과일과 야채의 섭취가 적었

고, 음주 정도가 심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Ratner & Sawatzky, 2009). 

2007년 필리핀 간호협회에서 시행한 간호사의 직무관련 건강조사에 의

하면 41%가 전 한 해 동안 간호직무와 관련된 질병을 경험하였고, 31%가 

질환이나 상해로 인해 2일 이상 휴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78%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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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을 경험하고 있었고, 53%가 이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Castro et al., 2009). 미국의 일리노이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Nurses' Worklife and Health Study의 자료를 2차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5.0%가 과체중이었고, 27.1%는 비만으로 나타났다(Han, Trinkoff, 

Storr, & Geiger-Brown, 2011).   

국내에서도 간호사들은 건강이나 건강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음에

도 불구하고 건강책임이나 운동과 같은 실천영역에서는 수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김소선, 박정숙과 노영숙, 2005; 백영주와 김인숙, 

2000), 일개 지역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17%

에 불과하였고, 수면에 대해서는 56.5% 간호사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

다. 75.2%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있고, 82.2%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간호사들에 대한 영양교육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김정희 등, 2010).  

홍성미, 김미한과 서순림(2010)은 국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

료기관 이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

을 이용하기보다 자가 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었고, 

73.1%의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이용 정도를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간호사들이 건강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

을 응대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감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간

호사의 업무적 특성과 환경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영남 등, 2007; 백영주와 

김인숙, 2000; 윤현숙과 조영채, 2007).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잦은 접촉과 병원의 다양한 업무 요구로 인해 비교

적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호사의 건강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고상백, 2010; 김경

숙과 최스미, 2011; 김환철 등, 2006; 윤현숙과 조영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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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간호사는 24시간 기준의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이어져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교대근무와 접한 관련이 있는 수면의 

질이나 수면시간의 단축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박

영남 등, 2007; 윤현숙과 조영채, 2007). 

백영주와 김인숙(2000)은 일 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행

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위영역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운동상태

와 영양상태이었고, 이는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로 인해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자취나 기숙사 생

활을 하는 간호사들은 때맞춰 식사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사회활동

이 주간근무자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시간대가 맞지 

않아 각종 여가 및 운동 프로그램의 규칙적인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교대근무 외 또 다른 간호사의 업무적 특성으로는 근무경력이 제시되고 

있는데,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생활습관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환철 등, 2006; 박승경, 김종오와 조영채, 2011; 

윤현숙과 최윤영b; Wong H, Wong M. C., Wong S. Y. & Lee, 2010). 근

무경력이 낮을수록 직무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더 높았고(김환철 등, 

2006; 박승경 등, 2011), 식생활을 포함한 건강증진행위도 좋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었는데(김미선, 2001; 윤현숙과 최윤영b; Wong et al., 2010), 이

는 경력이 낮을수록 업무 숙련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더 많은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되고 있다(윤현숙과 조영채, 2007; 

박재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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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건강관련요인 

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이며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대인관계 기제이다(Thoits, 1986). 사회

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호의, 사랑, 연민), 수단적 도움(재화, 용역), 주위환

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을 의미하는데

(House, 1981), 스트레스로부터의 위협을 완화시켜 주거나 억제시켜주는 

방어 기제가 된다(Jacobson, 1986; Ross & Mirowsky, 1989) 

사회적 지지는 다음의 두 모델로 설명되고 있는데, 주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과 완충효과 모델(buffering effect model)이다(Cohen & 

Wills, 1985). 

주효과 모델은 단순히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지지를 받지 못하

는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

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환경

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사

회적 통합이나 사회적 지지망과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주로 측정하게 된다

(Cohen & Wills, 1985). 완충효과모델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

고 있을 때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즉 개인이 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때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이다(Krahn, 1993).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심리적 역효과들을 잘 

이겨내는 경향이 있고(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는 근로자의 업

무만족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erry et al., 1993).

사회적 지지가 직무관련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Stansfel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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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은 직업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

기능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SF-36을 이용하여 영국 남녀 공무원

을 대상으로 5년 간격의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특성인 ‘노력과 보

상의 불균형’과 사회적 지지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친분관계’가 신체적, 심

리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사회

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 위험도가 높았고(장세진　등, 1997), 사회

적 지지가 사회 인구학적 변수 및 스트레스 인자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차봉석, 장세진과 박종구, 1992).  

장세진 등(2005)은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장 내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고동희 등(2005)은 일개 자동차 조립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

지가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결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접적 영향보다 

2배 더 컸음을 보고하였다. 고종욱과 염영희(2003)는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충자(buffer)로서 작용한다고 하

였는데, 즉,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회적 측면이나 신체적 측

면 등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소속의 욕

구를 충족시켜주고(Marra et al., 2009) 이는 면역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고 있다(Uchino, 2006). 

사회적 지지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 인지적 지지, 정서

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Roehrle & Strou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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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돌봄, 공감, 사랑, 신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도구적 지지

(instrumental support)는 유형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금전 등의 물질, 실

질적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고, 정보적 지지(information support)는 스트

레스를 받는 시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데 정보적 지지가 문제해결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평가적 지지

(appraisal support)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기에 대한 평가

를 통해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Roehrle & Strouse, 

2008).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체계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사

회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지지 체계는 적절한 

적응기전을 향상시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것을 돕

게 된다(Marra et al., 2009).  

Hubbard, Muhlenkamp, & Brown(1984)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긍정

적 건강행위, 즉 적절한 영양, 운동, 휴식, 안전, 약물사용, 건강증진활동 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흡연과 음

주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되었다(Steptoe, Wardle, Pollard, Canaan & 

Davies, 1996).  

박영주 등(2002)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건강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가 중년 여성들

의 운동행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명애, 하양숙, 

김금순, 이명선과 최정안, 2008).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연령 등의 요인과 함께 간호사의 건

강증진 생활양식을 41.1%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은영, 최소라와 

한상숙, 2007).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로 사회적 지지는 SF-36의 8개 영역 점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 우울과 스트레스 상태와는 유의한 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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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전소연, 2010).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로 사회적 지지

는 다른 변수들과 독립적으로 자가평가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긍정적 상호작용, 애정적 지지, 친한 사람 수가 자가평가 건강수

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민경, 김명희, 신영전, 유원

섭과 양봉민, 2003).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잘 관

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적응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Greenglass, 2002, Semmer et al., 2008). 

건강생성이론에 의하면 일반적 저항자원이 통합력 생성에 영향을 미치

고, 통합력이 개인의 건강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너싱홈에 거주하는 

자원봉사 노인들에게 19가지의 생리, 심리사회적 자원들과 통합력,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세 요인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귀

분석 결과 심리사회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가 통합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Wiesmann, Niehörster & Hannich, 2009).  

6.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관련요인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요구와 일

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NIOSH, 1999), 이

러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간호사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환자간호의 질을 떨어뜨리

게 하고 여러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병원조직의 생산성 및 효

율성을 저해하여 조직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현숙

과 조영채, 2007; 이경희와 김지영, 2011; 이은희 등. 2007)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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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직무 스트레스

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환자를 직접적으로 간호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며 다른 직종 종사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직

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었다(고상백, 2010; 김경숙과 최스미, 2011; 

김환철 등, 2006; 윤현숙과 조영채, 2007) 

직장인 대상의 스트레스와 건강습관 연구에서는 전문직이 사무직, 근로

직, 상업 및 서비스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Sutterly, 

1980), 독일의 11개 방사선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

사, 방사선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ehlen et al., 2009).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연령, 직위, 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이

선혜와 유인영, 2010),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직위가 낮을수록, 직업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조윤정과 조영채, 2011). 

강현임(2010)은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부서와 교대근무 여부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윤규 등(2002)도 교대근무자의 스트레스가 

비교대근무자의 스트레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윤현숙과 조영채(2007)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군에서, 음주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수면시간이 적당

하지 않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음

을 보고하였고, 이인수, 문홍수와 박철호(2001)는 일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혼유무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환철 등(2006)은 수면건강이 나쁜 간호사 군과 교대근무 간호사인 경

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

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김경숙과 최스

미(2011)도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통합력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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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무직 

공무원의 경우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업무만족도가 떨어질

수록 스트레스나 피로수준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는데, 직업관련 특성(직

위, 근무경력, 잔업시간, 직장생활 만족도)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 모두 사

회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조영채, 권인선, 배

남규와 박재영, 2010).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건강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스

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안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스트레스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여요인이 될 수도 있다(박경옥, 김인석과 오경아, 2004). 즉,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흡연, 과

식, 과음, 약물남용과 같은 행동적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윤

현숙과 최윤영, 2003a; Lancaster, Pickles, & Dobson, 2001), 이러한 경

우는 이미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 후의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된다 하였

다. 반면 건강행위를 스트레스 발생의 기여요인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개인

의 건강행위를 좋게 만드는 중재와 긍정적 방향으로의 유도를 통하여 스트

레스 발생을 사전에 낮춘다는 것인데, 이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관리방안

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박경옥 등, 2004). 

손철준과 조영채(2004)는 일부 도시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면시간, 

간식섭취, 운동, 흡연, 음주, 비만도 등을 평가한 일상생활습관지수를 조사

한 결과 일상생활습관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즉 건강행위를 잘 수행할수

록 스트레스 점수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체중조절, 운동, 수면과 휴식 등의 

건강행위가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흡연군과 음주군,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의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경옥 등,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식이조절과 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한 역상관 관

계를 보여 식이조절을 잘할수록 스트레스 증상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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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한금선, 2005),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여가활동

을 갖지 못하는 간호사, 음주를 하는 경우 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

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김정희 등, 2010; 윤현숙과 조영채, 2007). 

7. 건강행위와 건강관련요인 

금연이나 운동 등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대근무, 물리적 인자와 같은 환경요인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Norekvål et 

al., 2010; 김현경 등, 2010). 

이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

던 건강행위들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주요 건강지표이자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4 과제를 제시하였고(보건복

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행태로

는 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 우울 및 스트레스, 손상 및 안전의식, 건강검

진, 의료이용 등이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10)  

Th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2)의 

“What’s New for 2020”에서는 건강결정요인으로의 개인행위를 식이, 신

체활동, 음주, 흡연, 약물 사용, 그리고 손 씻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고, 영국

의 건강증진사업인 HAZ(Health Action Zones)에도 사업목표로 정해진 생

활방식으로 일반적 생활방식, 성 관련, 흡연, 식이, 약물, 운동, 음주 등을 제

시하였다(최윤정 등, 2006).

Walker, Sechrist, & Pender(1987)의 건강증진생활양식(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에는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고, 박영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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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은 건강증진행위 설명요인에 대한 국내 간호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건강통제위, 강인성, 건강

개념, 삶의 질 등을 제시하였다. 

Breslow와 Enstrom(1980)은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와 

간식여부의 7가지를 건강행위를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 Steptoe 등(2002)은 흡연, 식이, 운동 등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간호 분야에서는 Pender(1987)의 건강증진 모형을 사용한 연구가 

많았는데(성미혜, 2001; 이지원, 2008; 정의정과  도복늠, 2002; 한금선, 

2005), Pender(1987)의 건강증진 모형은 인지-지각요인과 수정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건강증진의 구성요소인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예측

하는 인과구조를 보여준다. 인지-지각요인은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우선적

인 동기로 작용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며, 건강가치, 건강통제위, 

자기효능감, 건강개념, 건강상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아존중

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행위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흡연과 음

주는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stro, Newcomb, McCreary, & 

Baezconde-Garbanati, 1989; Chiolero, Wietlisbach, Ruffieux, Paccaud, 

& Cornuz, 2006).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황승주 등, 2000), 흡연 및 고도 음주는 모두 과일/야채의 적은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Poortinga, 2007).

생산직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에 대한 예측변인으

로 아침식사 유무, 근무기간, 흡연의 세 변수가 13.4%를 설명하였는데, 즉,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흡연을 할수록 음주량이 문제

음주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유인영, 최지연과 정문희, 2004). 

중년층과 노년층 대상자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운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높은 활동군의 비율도 흡

연자 군에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승주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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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군의 흡연 비율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에 비

해 유의하게 낮았고, 흡연자들인 경우에도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흡연

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ergamaschi, Morri, Resi, Zanetti, & 

Stampi, 2002; Nerín et. al., 2004).   

강기원 등(2010)은 건강위험행위에 군집현상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운동부족이 있는 집단에서 흡연 및 과도한 음주가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가

능성은 운동부족이 없는 집단에서 흡연 및 과도한 음주가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보다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흡연과 음주, 흡연과 불건전한 식이 섭취, 흡연과 

운동부족에서 군집현상이 관찰되었음이 보고되었고, 건강위험행위 개수와 

관련해서 양 끝단에서 특히 군집현상이 보고되었다. 즉, 건강위험행위가 동

반되어 나타나는 경향은 건강위험행위가 많을수록 높고, 반대로 건강위험

행위의 수가 적을수록 다른 건강위험행위가 동반되는 경향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 남성, 다수의 건강위험행위를 가지는 취약한 계층, 여성

에게서 군집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Schuit, van Loon, Tijhuis, & Ock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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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이론적 기틀

1. 개념적 기틀 

건강생성이론에 의하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어진 스트레스원에 의해 

긴장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통합력이 적절한 자원을 

선택하여 스트레스원을 잘 관리하면 이 긴장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아 

건강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긴장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향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onovsky, 1979). 

본 연구에서는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변수들을 설정

하였다(Figure 1). 

1) 스트레스원(Stressor)

Antonovsky(1987)는 스트레스원은 기존의 관점에서는 항상성을 파괴시

켜 질병에 이르게 하는 병원(pathogen)으로 여겨져 왔으나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스트

레스원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단지 이 스트레

스원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

(pathogen) 또는 건강생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간호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이라 

할 수 있고, 건강관련 직무특성으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와 근무

경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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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저항자원

Antonovsky(1979)는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위해서는 다양한 자

원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신체적 특성, 지적능력, 적응전략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재정적 능력, 그리고 문화적 안정성 등과 같

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원들을 ‘일반적 저항자원

(generalized resistance resources)’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일반적 저항자

원의 기능은 삶 속에서의 경험들을 의미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다. 또 

이를 통해 통합력을 생성시키고, 이 통합력이 성공적인 긴장해결에 관여하

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저

항자원 중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을 측정하였다. 

3) 통합력

통합력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해력은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내적과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구조화하고, 예측하며, 설

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관리력은 이러한 자극들에 의해 제기되는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고, 의미부여는 이러한 요

구들이 도전하고, 집중하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Antonovsky, 1987). 

4)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이 느끼게 되는 주관적 객관적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적응기

전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은 반드시 건

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영향이 없거나 건강촉진적인 효

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단지 병원적 요인(pathogenic agents)과 해로운 물질, 

신체적 약점 등이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Antonovsk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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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5) 건강 

Antonovsky(1979, 1987)은 건강을 연속선상의 양 끝에 있는 질병과의 

반대 개념으로 보며, 건강증진이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사회가 그들의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조절하고 증진시키는 과정을 말

한다. 삶 속에 산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통합력과 자원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건강의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통합력을 비롯한 개인의 자원에 의

해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의 개인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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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of Antonovsky's Concepts to Stud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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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하여 간호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통합력, 건강관련 직무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

트레스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Figure 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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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개념적 기틀을 토대로 통합력과 직무 스트레스와

의 경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의 경로,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경로,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건강행위와의 경로, 사회적 지지

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경로,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와의 경로, 건강행위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경로,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와의 경로 등을 가정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적 경로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ure 3).

 

Figure 3. Hypothetical Model 

x1  Sense of coherence y1  Occupational stress 

x2  Shift work    y2  Physical activity

x3  Job career     y3  Dietary behavior

x4  Perceived social support       y4  Drinking

y5  Physical health status 

                          y6  Ment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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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정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간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가설 2. 건강행위가 좋은 간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2) 직무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통합력이 높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가설 6. 건강행위가 좋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3) 건강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통합력이 높은 간호사는 건강행위가 좋을 것이다 

가설 8.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간호사는 건강행위가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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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병원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52명

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자 산정은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표출 표본수 

산출식인 n=Nz2pq/d2(N-1)+z2pq 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성내경, 1999). 

2012년 5월 일개 병원 간호사 총수를 1,900명, p=0.5, 95% 신뢰구간의 표

준오차인 d=0.05로 하였을 때 320명이 산출되었고, 이에 탈락률 10%를 예

상하여 352명을 대상자로 산정하였다. 이는 구조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표본의 크기 200 이상(배병렬, 2011)을 충족하는 대상자수이다. 

연구대상 간호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사병원 간호사의 전체명단을 확보한 

후 근무부서별, 연령별 층화무작위표출(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시

행하였고, 선별된 35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

된 설문지 352부 중 350부를 수거하였고(응답율 99.4%), 이 중 결측치가 

있는 1부를 제외한 34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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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

상자 보호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승인번호 

2012-9)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부록 1). 대상자의 연구 참여 선택에 

연구자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지 전달 방법을 연구자

와 대상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전달되는 형식을 선택하였

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정의 답례품을 함께 제공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또 연

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는 설문을 거절하거나,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부록 2). 설문응답 결과와 응답자의 개인 정보의 유

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문지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거하여 즉시 코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

함에 연구책임자가 직접 일정기간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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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변수 및 도구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직무특성(야간근무 여부를 포함한 교

대근무, 근무경력), 신체활동, 흡연 등은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통합력,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식행동, 음주, 건강상태 등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 되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근무부서, 주거형태, 동거인,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의료기

관 방문횟수 등의 9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총 3개 군으로 구분하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교육정도는 3년

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석사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근무부서는 수행하

는 간호업무의 형태나 근무환경이 상이한 일반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및 

회복실, 외래, 기타 부서의 5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지는 자택, 기숙사, 

자취로 구분하였고, 동거인에 따라서는 홀로 거주, 가족과 동거, 친구와 동

거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일반적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 지수는 18.5 미만의 

저체중군, 18.5∼22.9의 정상군, 23 이상의 과체중군으로 구분하였고(WHO 

West Pacific Region, 2000), 지난 6개월간의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방문하

지 않은 군, 1회 방문군, 2회 방문군, 3회 이상 방문군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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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력

통합력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전체적인 상황

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의 합을 말하며(Antonovsky, 

1987), Antonovsky(1987)가 개발한 13문항의 통합력 측정 도구를 연구자

가 번역-역번역을 거쳐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역-역번역 과정은 먼저 국

문으로 번역은 보건학 박사 1인과 간호학 석사 1인이 시행하였고, 번역본은 

연구자가 검증하였다. 이를 영문학 석사 1인이 역번역을 시행하였고, 번역

에 참여한 보건학 박사 1인과 간호학 석사 1인, 간호학 박사 1인과 연구자

가 번역본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번역본의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α

는 0.723이었다. 통합력은 이해력(5문항), 관리력(4문항), 의미부여(4문항)

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13∼9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5개의 역문항(1,2,3,7,10)

은 역코딩하여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통합력의 Cronbach's α는 0.70∼0.92 이었고(Eriksson 

& Lindström, 200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55 이었다. 

본 도구는 통합력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weden Health & Culture 

University West의 Monica Eriksson으로부터 도구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하였다. 

3) 건강관련 직무특성

(1) 교대근무 

교대근무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교대근무인 경우 야간근무 여부를 조사

하였다. 

야간근무 시행 여부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군,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교대근무자군, 낮번 고정근무자군의 세 군으로 구분하였고, 구조

모형에서는 더미변수로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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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경력 

본인의 근무경력을 ‘년’과 ‘개월’로 기재하도록 하여(김경숙 & 최스미, 

2011), 총 근무경력을 ‘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 

4)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

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는 성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자가 보고식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의미 있는 사람, 가족, 친구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각의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로부터 7점 ‘정말 그렇다’까지의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Zimet et al., 1988). 

Zimet 등(1988)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는 0.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5 이었다. 본 도구는 개발자로부

터 도구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5) 직무 스트레스 

장세진(2007)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총 26문항이고 4점 척도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환경(2

문항), 직무요구(4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

불안정(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의 8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

고, 15개의 역문항(5,7,8,9,10,11,12,13,16,17,18,19,20,21,22)은 역코딩

하여 평가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제시한 점수 환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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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8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시 이를 8로 

나누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0∼100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0.782 이었다.

본 도구는 개발자로부터 도구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6) 건강행위 

(1) 신체활동

신체활동 조사는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설문(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단문형 자가 기입식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설문 전 일주일 동안 시행한 활동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격

렬한 활동, 중등도 활동, 걷기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행일수와 시행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조사된 자료들은 IPAQ 점수 환산법에 근거하여 

신체활동량을 Metabolic Equivalent Task(MET) -minutes 점수로 산출하

였다. MET-minutes 계산은 ‘각 활동의 MET level × 시행기간 minutes 

× 주당횟수’로 하고, 걷기활동은 3.3 METs, 중등도 활동은 4.0 METs, 격

렬한 활동은 8.0 METs로 계산하며, 총 신체 활동량은 격렬한 활동과 중등

도 활동, 걷기활동의 MET-minutes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

신체활동은 격렬한 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활동을 포함하여 600 

Mests 이하이면 낮은 신체활동으로, 600∼3,000 Mets는 중간 신체활동으

로 구분하였다. 또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씩 주 3회 이상 시행하고 전체 

신체활동이 1,500 Mets 이상이거나 세 가지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총 신체

활동이 3000 Mets 이상이면 높은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였다(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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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행동

식행동(dietary behavior)이란 식품의 구입, 가공, 조리, 섭취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식생활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 및 습관 

등의 전반적인 항목이 포함된다(Boyle,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타당도가 검증된 식생활진단표(김화영 

등, 2003)를 사용하였다. 식생활진단표는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식

행동 평가도구로 ‘항상 그렇다(5), 그렇다(3), 아니다(1)’의 3단계로 평가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좋음을 의미한다. 4개의 역문항(5,6,7,9)은 

역코딩하여 평가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0∼50점 사이에 분포한다(김화영 

등, 2003). 

본 연구에서 식행동의 Cronbach's α는 0.589 이었다.

본 도구는 개발자로부터 도구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3) 음주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는 문제음주를 선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10문항의 자가 

보고용 설문도구로서 지난 1년간 경험한 음주의 빈도/양(즉, 알코올 섭취

량), 알코올 의존증상, 음주관련 문제의 세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음주자 진단이 목적이 아닌 평소의 음주 정도를 측

정하고자 하여, 이 중 알코올 섭취량을 묻는 세 개의 문항, 즉 음주빈도를 

묻는 1번 문항과 평소 음주량을 묻는 2번 문항, 그리고 6 단위 이상 폭음하

는 빈도를 묻는 3번 문항만으로 이루어진 AUDIT-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성정환 등, 2009). 점수는 0∼12점 사이에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성정환 등, 2009). 

본 연구에서 음주의 Cronbach's α는 0.80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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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 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

조사 도구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흡연자인 경우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기간, 과거 흡연자인 경우 과거 하루 평균 흡연량과 과거 흡연기간 등

을 조사하였고, 하루에 피는 담배의 개피 수에 흡연기간(년)을 곱하여 

Brinkman 지수를 산출하였다(Hamaguchi. et. al., 2007). 지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흡연은 조사 결과 흡연을 하는 대상자수가 총 16명으

로 전체 대상자수에 비해 매우 작았고,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 8.53, 첨도 

71.57로 구조모형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항목은 구

조모형에서 제외하였다.  

7) 건강상태 

건강상태란 특정 시점의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대한 기술을 말한다

(WHO, 1998).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are와 Sherboune(1992)에 

의해 개발된 RAND developed the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1.0 Questionnaire(SF-36)를 고상백 등(1997)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건강상태(PCS)과 정신건

강상태(MCS)로 구분되어 있다. 

SF-36은 8개의 세부 건강항목 점수를 산출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

구로 개발되었으나 8개의 항목을 각각 계산하여 그 결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 두 영역

의 통합된 점수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

다(Taft, Karlsson & Sullivan, 2001). 본 연구에서의 신체건강상태와 정신

건강상태 점수는 일반 미국인들의 건강상태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

으로 기준하였을 때 산출된 점수(norm based score)이고,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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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SF-36의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의 점수는 다음의 세 단계 과정을 

거쳐 계산되었는데, 첫째, SF-36 8개 세부항목(range=0-100)을 z-score

로 변형하여 표준화하였다. z-score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8개 하부항목 

점수를 미국 일반인 표본의 8개 항목의 점수로 각각 뺀 다음, 미국 일반인 

표본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산출된 z-score에 8개 하부항목의 

계수를 곱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 값에 10을 곱하고 50을 더하여 신체건강

상태와 정신건강상태의 점수를 산출하였다(Taft et al, 2001). 

건강상태의 표준이 되는 z-score는 각 나라의 인구집단의 기준점수를 사

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

고자 할 때는 미국 일반인 표본 점수인 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산정된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 점수사용이 필요하다 하였다(Taft et 

al, 2001).

SF-36은 임상 연구 및 보건정책 평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사

용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비롯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전반

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다양한 임상 결과를 추출해 낼 수 있으며, 대규모 집단과 비교적 동질성을 

갖는 집단 구성원의 건강 수준 측정에도 적절하다 하였다(고상백 등, 1997; 

Eriksson & Lindström, 2007)

본 연구에서 사용한 RAND SF-36은 미국 민간 연구소인 RAND 

Cooperation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였

다(RAND Cooperation, 2011).

본 연구의 SF-36의 Cronbach's α는 0.901 이었고, 신체적 기능(PF)은  

0.759, 신체적 역할제한(RP) 0.578, 통증(BP) 0.859, 일반건강(GH) 

0.823, 활력(VT) 0.772, 사회적 기능(SF) 0.543, 감정적 역할제한(RE) 

0.646, 정신건강(MH) 0.81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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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도구로 측정되지 않은 근무경력, 교대근무, 신체활동 정도의 3개

의 항목은 아래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1. Measurement Scales used for This Study  

Variables Scales
Number 

of items

Score 

range

Reliability

(Cronbach's α)

Sense of 

coherence

13 item version of the 

Sense of Coherence 

(Orientation to Life) 

Questionnaire

13 13-91 .755

Perceived social 

support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12 1-7 .935

Occupational 

stre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26)

26 0-100 .782

Dietary behavior Mini-dietary assessment 

(MDA) index 

10 10-50 .589

Drinking AUDIT Alcohol

Consumption Questions

(AUDIT-C)

3 0-12 .805

Health status RAND developed 

the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1.0

Questionnaire(SF-36) 

36 0-100 .901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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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

며,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 간호본부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중 근무부

서별, 연령별 층화 무작위표출을 통해 선정된 352명을 대상으로 사전 제작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를 봉투에 담아 겉봉에 

선정된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후 각 간호단위에 배부하였으며, 첨부한 

동의서를 먼저 읽도록 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후

에는 봉하여 간호단위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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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Enterprise Guide 4.1(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과 LISREL(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통합력, 스트레스, 건강행위, 건강상태에 대한 

기술적 통계, stu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ANOVA)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명목변수인 ‘교대근무 여부’는 더미변수

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편

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 구조모형

을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6)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7)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자유도(df), 절대적합지수(χ2/df),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to-Fit-Index; AGFI), 증분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to-Fit-Index; PGFI), 근

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등을 이용하였다.

8)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계수(regression weight), 

와 p 값으로 확인하였고,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tiple correlation; SMC)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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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0.3(±4.8)세이었으며, 20세∼29세인 간호사가 

51.3%로 많았고, 40세 이상은 6.3%이었다. 성별은 97.4%가 여성이었으

며, 미혼이 63.6%로 많았다(Table 2). 

4년제 대학졸업자가 80.8%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경력은 6.6(±4.9)

년이었으며, 5년 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다. 

교대형태로는 밤 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낮번 

고정근무자는 15.2%이었다. 근무부서로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53.2%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54.2%가 자택에서 살고 있었으며, 동거

인으로는 56.7%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0.0(±1.9)이었고, 18.5∼22.9 사이가 73.1%로 가장 많았다.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1.9(±6.9)회이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간호사는 34.4% 이었고, 의료기관 방문자 중에는 3회 이상 방문한 간호사

가 25.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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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9)

Variables Categories n %

Age(year)

Mean(SD) (range) 30.3(4.8) (22-47)

20-29 179 51.3

30-39 148 42.4

Above 40 22 6.3

Gender 
Female 340 97.4

Male 9 2.6

Marital status
Married 127 36.4

Single 222 63.6

Education 

Diploma 36 10.3

Bachelor of science 282 80.8

Above master 31 8.9

Total work 

experience(year)

Mean(SD) (range) 6.6(4.9) (0.6-22.8)

0-5 175 50.1

6-10 95 27.2

Above 10 79 22.6

Work shift

Shift work with night shift 260 74.5

Shift work without night shift 36 10.3

Fixed day shift 53 15.2

Working unit

General ward 186 53.2

ICU 70 20.1

OR & PAR 43 12.3

OPD 25 7.2

Others 25 7.2

Residence

Home of one's own 189 54.2

Dormitory 58 16.6

Self-boarding 102 29.2

Cohabitant

Living alone 86 24.7

Living with family 198 56.7

Living with friend 65 18.6

BMI

Mean(SD) (range) 20.0(1.9) (16.0-27.6)

<18.5 66 18.9

18.5∼22.9 255 73.1

≥23 28 8.0

Number of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Mean(SD) (range) 1.9(6.9) (1.0-3.0)

0 120 34.4

1 73 20.9

2 66 18.9

Above 3 90 25.8

ICU; Intensive Care Unit, OPD; Outpatient Department, OR & PAR; Operating Room & Post 

-anesthetic Room, Others; Dialysis room, Intravenous injection team, Home care,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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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건강상태

간호사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신체건강상태는 연령별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30대가 

20대보다 정신건강상태가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3).

성별에 따른 군간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기혼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정신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간호사 군에 비해 10년 초과 간호사 군

의 정신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교대근무유무

에 따라 정신건강상태가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0.5), 사후검정(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건강상태는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자택에서 거주하는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자취하는 간호사

보다 정신건강상태가 높았고(p<.01), 또 가족과 동거하는 간호사가 친구와 

동거하는 간호사에 비해 정신건강상태(p<.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방문횟수와 신체건강상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간호사

군이 2회 방문한 군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간호사군이 3회 방문한 

군보다, 1회 방문한 군이 2회 방문한 군보다, 그리고 1회 방문한 군이 3회 

방문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의료기관 방문횟수와 정신건강상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1번 

방문한 간호사가 3회 방문한 간호사보다 정신건강상태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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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Component Summary(PCS) and Mental 

ComponentSummary(MC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Variables Categories
PCS MCS

  Mean(SD) F/t   Mean(SD) F/t
Mean(SD)   51.9(5.9)   39.7(8.7)

Age

(year)

20-29   51.4(6.0)

 0.13

  38.2(8.6)a

  6.90**30-39   51.1(5.8)   41.4(8.5)b

Above 40   51.5(4.9)   42.8(9.6)ab

Gender 
Female   51.8(5.9)

-1.40
  39.6(8.7)

 -1.12
Male   54.6(6.2)   43.3(7.2)

Marital 

status

Married   51.7(5.8)
-0.32

  41.9(8.5)
  3.71**

Single   51.9(6.0)   38.4(8.5)

Education 

Diploma   53.5(5.2)

 1.80

  38.9(9.3)

  1.79
Bachelor of 

science
  51.8(6.0)   39.5(8.6)

Above master   50.9(5.4)   42.4(8.4)

Total work 

experience 

(year)

0-5   51.4(6.1)

 0.15

  38.6(8.6)a 

  5.10**6-10   51.2(5.7)   39.9(8.8)ab

Above 10   51.0(5.6)   42.4(8.5)b

Work shift

Shift with night shift   51.9(5.9)

 0.36

  38.9(8.4)

  4.35**Shift without night shift   51.3(6.8)   42.1(9.2)

Fixed day shift   52.1(5.0)   41.9(8.9)

Working 

unit

General ward   52.1(5.9)

 0.97

  39.5(8.6)

  2.36

ICU   51.8(6.2)   37.7(8.5)

OR & PAR   52.3(5.0)   41.7(8.1)

OPD   51.7(5.6)   40.1(10.4)

Others   49.7(6.6)   42.9(8.0)

Residence

Home of one's own   52.0(5.7)

0.19

  40.9(8.2)a

  5.64**Dormitory   51.7(6.9)   36.6(8.8)b

Self-boarding   51.6(5.6)   39.2(8.9)b

Cohabitant

Living alone   51.1(6.1)

1.02

  39.7(8.8)ab

  4.90**Living with family   52.2(5.6)   40.7( 8.4)a

Living with friend   51.7(6.5)   36.8( 8.7)b

BMI

<18.5   52.3(5.4)

0.23

  39.6( 8.1)

  0.9018.5-22.9   51.7(6.1)   39.5( 8.7)

≥23   52.0(4.9)   41.8( 8.7)

Number 

of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0   53.7(5.1)a

 11.23**

  41.2(8.7)a

  4.88**1   53.1(5.3)a   40.9(7.5)a

2   50.5(5.5)b   39.3(8.2)ab

3   49.4(6.6)c   37.0(9.3)b

ICU; Intensive Care Unit, OPD; Outpatient Department, OR&PAR; Operating Room &

Postanesthetic Room, Others: Dialysis room, Intravenous injection team, Homecare 
* p<.05, ** p<.01, a,b,c;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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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호사의 건강상태의 하위 영역들을 조사한 결과 신체기능

(88.0±11.7)이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44.1±16.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Table 4. Health Status in Nurses regarding the Short Form-36 

Domains. (N=349)

Variables Mean(SD)    Range

  Physical Functioning(PF) 88.0(11.7) 35.0∼100.0

  Role Physical(RP) 78.3(24.3) 0.0∼100.0

  Bodily Pain(BP) 66.5(21.5) 0.0∼100.0

  General Health(GH) 57.8(17.5) 10.0∼ 97.0

  Vitality(VT) 60.1(15.5) 16.0∼100.0

  Social Functioning(SF) 68.6(19.6) 12.5∼100.0

  Role Emotional(RE) 79.7(29.3) 0.0∼100.0

  Mental Health(MH) 44.1(16.1) 5.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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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본 연구 변수들의 서술적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사의 신체건강상태는 51.9(±5.88)점, 정신건강상태는 39.7(±8.66)

점이었고, 통합력은 56.2(±8.58)점,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5.9(±0.82)점, 

직무 스트레스는 62.5(±6.53)점이었다.

또, 건강행위는 신체활동이 2177.3(±2415.40)Mets 이었고, 식행동 

30.9 (±5.79)점, 음주 3.2(±2.46)점, 그리고 흡연 0.4(±2.92)점이었다. 

구조 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조사한 결과, 흡연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이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 3.0 이하, 첨도의 절대값 10.0 이

하로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흡연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16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에 비해 매우 

작았고,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 8.53, 첨도 71.57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하여 구조모형에서는 이 항목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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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N=349)

Variables Mean(SD) Min Max Skewness Kurtosis

Sense of coherence 56.2(8.58) 32.0 84.0 0.18 0.13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Job career(year) 6.6(4.90) 0.6 22.8 0.91 0.15

Perceived social support 5.9(0.82) 1.9 7.0 -1.07 1.96

Occupational stress 62.5(6.53) 45.0 82.0 0.12 -0.11

Health behavior 

Physical activity 2177.3(2415.40) 0.0 16266.0 2.50 8.26

Dietary behavior 30.9(5.79) 14.0 46.0 0.06 -0.04

Drinking 3.2(2.46) 0.0 12.0 0.67 -0.13

Smoking 0.4(2.92) 0.0 30.0 8.5 71.6

Health status 

PCS 51.9(5.88) 32.3 66.0 -0.72 0.54

MCS 39.7(8.66) 13.7 57.7 -0.49 -0.06

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 Mental Componen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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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적 모형의 검증을 위해 가설적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0.7 이하로 독립변수 간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김계

수, 2010).  

본 연구의 주요 내생변수인 신체건강상태는 통합력이 높을수록(r=.14, 

p<.0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11, p<.05),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r=-.17, p<.01), 식행동이 좋을수록(r=.17, p<.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상태는 통합력이 높을수록(r=.58, p<.01),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r=.14, p<.01), 근무경력이 높을수록(r=.18,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28, p<.01),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r=.-46, 

p<.01), 신체활동이 많을수록(r=.12, p<.05), 식행동이 좋을수록(r=.17, 

p<.01),  음주가 적을수록(r=-.15, p<.01) 정신건강상태가 높았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통합력이 높을수록(r=-.50, p<.01), 또 지각된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30, p<.0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위 중 신체활동은 통합력이 높을수록(r=.14, p<.05), 경력이 낮을

수록(r=-.13, p<.0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행동은 통합성이 높을수록

(r=.27, p<.01),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r=.19, p<.01), 경력이 높을수

록(r=.19, p<.0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22, p<.01),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r=-.11, p<.05)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통합력이 높을수

록(r=-.24, p<.01),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r=-.11, p<.05), 경력이 높

을수록(r=-.25, p<.01), 식행동이 좋을수록(r=-.22, p<.01)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통합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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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among Observed Variables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x1 1.00
x2 -.12* 1.00
x3 .21**  .58** 1.00
x4 .36** -.01 .01 1.00
y1 -.50** -.05 -.08 -.30** 1.00
y2 .14* -.04. -.13* .04 -.03 1.00
y3 .27** .19** .19** .22** -.11* .04 1.00
y4 -.24** -.11* -.25** -.09 .10 -.06 -.22** 1.00
y5 .14* .01 -.02 .11* -.17** .06 .17** -.05 1.00
y6 .58** .14** .18** .28** -.46** .12* .17** -.15** .11* 1.00

* p<.05, ** p<.01

x1 Sense of coherence 

x2 Shift work

x3 Job career

x4 Perceived social support

y1 Occupational stress

y2 Physical activity 

y3 Dietary behavior 

y4 Drinking

y5 Physical component summary

y6 Mental componen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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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재변수의 타당성 평가 

잠재변수의 타당성 평가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일치성 정도를 확

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요인적재량을 측정하였다.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각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이학식과 임지훈, 

2009),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제외한 모든 값들이 0.7 이상의 적재량

을 보였다. 설명된 총 변량은 건강관련 직무특성의 경우 78.92이었으며, 건

강행위는 41.41, 건강상태는 55.66이었다(Table 7).

Table 7. Factors Loading and Total Variance Explained for the 

Convergent Validity of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s

Measurable

variable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otal variance 

explained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Shift work 0.888 78.92

Job career 0.888

Health behavior

Physical activity 0.299 41.41

Dietary behavior 0.752

Drinking 0.767

Health status
PCS 0.746 55.66

MCS 0.746

PCS: Physical Component Summary, MCS; Mental Component Summary



- 57 -

6. 구조모형 분석

1)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일반최소자승법(GLS)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χ2 = 47.308(p=.005), df= 25, χ2/df = 

1.892로 유의수준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으나(p=.005), χ2 값이 47.30으로 

자유도의 2배를 넘지 않았고, χ2/df = 1.892로 1∼2 사이에 있어 제시된 기

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FI=.978, AGFI=.952, 

NFI=.846, PGFI=.445, RMSEA=.046 등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도 권장 

수용수준을 만족하였다(Table 8). 

Table 8.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Model

χ2 df p χ2/df GFI AGFI NFI PGFI RMSEA
47.308 25 .005 1.892 .978 .952 .846 .445 .046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to-Fit-Index, NFI; Normed 

Fit Index, PGFI; Parsimonious Goodness-to-Fit-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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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9개의 경로 중 직무 스트레스와 건

강상태(p<.01), 건강행위와 건강상태(p<.05), 통합력과 직무 스트레스

(p<.01), 통합력과 건강행위(p<.01),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건강행위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직무 스트레스(p<.01)의 6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직무 스트레스(SRW=-.587, p<.001)와 건강행위(SRW=.214, p=.049)는 

건강상태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이들 변수는 건강상태를 82.0%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통합력, 건강관련 직무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건강행위 등이었고, 이들 변수가 직무 스트레스를 62.9%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력(SRW=-.812, p<.001)과 사회적 지지

(SRW=-.197, p=.001)는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건

강관련 직무특성(SRW=-.102, p=.264)과 건강행위(SRW=.283, p=.152)

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행위는 통합력, 건강관련 직무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이 건강행

위를 4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행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은 통합력(SRW=.406, p<.001)과 건강관련 직무특성

(SRW=.371, p<.001)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SRW=.160, p=.075)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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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tandardized Estimat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t SMC

Occupational

stress

Sense of coherence -.812  -6.986**

.629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102 -1.141

Perceived social support -.197  -2.933**

Health behavior  .283 1.475

Health 

behavior

Sense of coherence  .406  4.165**

.457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371  3.726**

Perceived social support  .160 1.875

Health 

status

Occupational stress -.587 -5.915**

.820
Health behavior  .214 2.064*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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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Table 10과 같다. 

통합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812(p<.001)의 직

접효과와 .015(p=.173)의 간접효과로 -.697(p<.001)의 총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력은 건강행위에도 .406(p<.001)의 직접효과가 

있어 통합력은 건강상태에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하여 .496 

(p<.001)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건강행위에 .371(p<.001)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건

강행위를 통해 건강상태에 .078(p=.084)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에 -.197(p=.001)의 직접효과와 

.045(p=.243)의 간접효과로 -.152(p=.023)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건강행위에도 .160(p=.175)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하

여 건강상태에 .124(p=.002)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각각 경로계수 -.587(p<.001), 

.214(p=.049)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 -

Table 10.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Occupational 

stress

Sense of 

coherence 
-.812(<.001) .015( .173) -.697(<.001)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102( .264) -.105( .168) -.207( .051)

Perceived social 

support
-.197( .001) .045( .245) -.152( .023)

Health behavior  .283( .152)  .283( .152)

Health 

behavior

Sense of 

coherence 
 .406(<.001)  .406(<.001)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371(<.001)  .371(<.001)

Perceived social 

support
 .160( .075)  .160( .075)

Health 

status

Sense of 

coherence 
.496(<.001)  .496(<.001)

Health related 

work conditions
.078( .084)  .078( .084)

Perceived social 

support
.124( .002)  .124( .002)

Occupational 

stress
-.587(<.001) -.587(<.001

Health behavior  .214( .049) -.166(.118)  .048(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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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 p<.05, ** p<.01

x1  Sense of coherence y1  Occupational stress

x2  Shift work y2  Physical activity

x3  Job career y3  Dietary behaviors 

x4  Perceived social support y4  Drinking

y5  PCS

y6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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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가설의 검정

1) 건강상태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간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상태에 유의한 부의 직접효과 (SRW=-.58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 되었다.

가설 2. 건강행위가 좋은 간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을 것이다 건강행위는 건

강상태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SRW=.214, p=.049)가 있었으나, 

총 효과(SRW=.048, p=.962)는 유의하지 않아 본 가설은 부분적

으로 지지되었다.

2) 직무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통합력이 높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통합력은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직접효과(SWR=-.812,p<.001)가 

있었고, 총 효과도 유의하여(SWR=-.697, p<.001)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4.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관련 직무특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부의 직접효과 (SWR=-.102, 

p=.264)와 총 효과(SWR=-.207, p=.051)에서 유의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직접효과 

(SWR=-.197, p=.001)가 있었고, 총 효과에서도 유의하여 

(SWR=-.152, p=.023)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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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 건강행위가 좋은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 건강행

위는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효과(SWR=.283, p=.152)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3) 건강행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통합력이 높은 간호사는 건강행위가 좋을 것이다 통합력은 건강

행위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SWR=.406, p<.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8. 건강관련 직무특성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건강관련 

직무특성은 건강행위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 (SWR=.37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간호사는 건강행위가 좋을 것이다. 지

각된 사회적 지지는 건강행위에 직접효과(SWR= .160, p=.075)

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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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간호사의 건강구조 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병원 간호사의 건강모형을 검

증해 보고자 하였다. 

건강생성이론의 핵심개념인 통합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건강관련 직

무특성,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행위 등이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모형에서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직무 스

트레스와 건강행위이었고, 이 두 요인이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정도는 

82.0%이었다. 이 중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고,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대해 직접효과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간접효

과와 총 효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매개로 건강상태

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가 직

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조절하여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inkowska-Bury & Januszewicz, 2010; 

Nasermoaddeli et al., 2002).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은 통합력, 건강관련 직무특성, 지각된 사

회적지지, 건강행위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정도는 62.9%이었다. 이 중 통합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건강행위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

가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고상백, 2010; Antonovsky, 1996; Richardson & Ratner, 2005), 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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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스트레스에 통합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통합

력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함으로써 건강에 이르게 한다는 건강생성이론을 

지지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본 구조모형에서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대해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지만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Norekvål et al., 2010; 김현경 등, 2010)와는 상

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아마도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의 직업

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는데, 특히 설명력이 낮았던 신체활동에 의

한 영향이라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측정한 IPAQ 도구는 직장

과 집에서 하는 모든 신체활동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의 신체활

동에 대한 응답은 ‘운동’으로서의 신체활동 외에 업무량에 의한 신체활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간호사는 업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신체활

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다

른 건강변수와의 관련성을 혼동시켜 설명력을 감소시킨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본 연구 간호사의 신체활동 수준이 IPAQ의 기준으로 ‘중

등도’의 신체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격렬한 신체활동은 14.6%, 중등도 신체활동은 4.9%의 간호사만이 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부록 Table 7), 122개국의 15세 이상 성인 여성의 

격렬한 신체활동 평균 수행비율인 31.4%(Hallal et al., 2012)에 비해 현저

히 낮았던 결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격렬한’ 그리고 ‘중등도’의 신체

활동 정도는 낮았으나 ‘걷기활동’의 수행정도가 높아 신체활동의 부족을 평

가하는 신체적 비활동군(physically inactive)의 비율은 24.9%로 선행 연

구의 성인 여성의 신체적 비활동군인 33.9% 보다 낮았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Hallal et al., 2012). 따라서 향후 간호사의 건강행위 수행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직무로 인한 신체활동과 건강을 위한 자발적이고 의도적

인 신체활동을 구분하여 측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건강



- 67 -

행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직접효과에

서는 유의하였고, 또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구조모형에서는 건강행위와 직무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건

강행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의 경로는 직접효

과에서만 유의하였으나 전반적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통합력이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건강과 스트

레스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는데(고동희 

등, 2005; 전은영 등, 2007) 본 모형에서는 통합력이 이러한 사회적 지지보

다 건강상태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본 연구 결과 SF-36 8개의 하부항목에 따른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경재와 김주자, 2009)와 

비교할 때 8개 항목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신건강(MH)이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F-36을 이용하여 측정한 이탈리아의 보건의료인력 건강측정 조

사에서 간호사의 결과인 신체적 기능(PF) 91.1(±10.6), 신체적 역할제한

(RP) 72.5(±33.1), 통증(BP) 69.5(±24.2), 일반건강(GH) 66.8(±17.7), 

활력(VT) 59.9(±19.5), 사회적 기능(SF) 64.3(±23.8), 감정적 역할제한

(RE) 66.2(±36.6), 정신건강(MH) 70.0(±18.9)(Kheiraoui, Gualano, 

Mannocci, Boccia & La Torre, 2012)과 중국의 2개 지방의 8개 병원 간

호사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결과 신체적 기능(PF) 90.3(±13.1), 신체적 

역할제한(RP) 78.5(±31.8), 통증(BP) 75.6(±18.6), 일반건강(GH) 

66.1(±20.0), 활력(VT) 65.5(±17.3), 사회적 기능(SF) 82.0(±17.8),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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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제한(RE) 71.6(±37.1), 정신건강(MH) 70.1(±17.3)인 것(Wu et. 

al., 2011)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기능

(PF), 통증(BP), 일반건강(GH), 정신건강(MH) 등은 낮았고, 특히 정신건강

(MH)은 두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역할제한

(RP)은 이탈리아 간호사보다는 높고, 중국 간호사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

며, 활력(VT), 사회적 기능(SF)은 중국 간호사보다는 낮고, 이탈리아 간호

사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감정적 역할제한(RE)은 두 간호사 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사의 정신건강상태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 결

과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Wu, Li, Zhu et al., 2010; Wu, Li, Tian et al., 2011). 본 연구 대상인 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62.5(±6.53)점으로 한국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분포 중 고위험군에 속하여(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등, 2005), 높은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업안전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한 일반 근로자

를 대상으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는 남성인 경우 43.4, 여성의 경우 42.0 

이었고(조동란, 2006), 서울, 경기지역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는 46.65(±9.05)이었다(이영미, 2008). 부산 및 경상남도 지역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직무 스트레스는 47.20(±6.80) (윤숙희, 

2004)으로 본 연구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본 연구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높은 것

은 현 국내 의료 환경 속에서의 3차 병원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

다. 대상 병원은 서울 소재 3차 종합병원으로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 비

율이 비교적 높아 간호업무량이 많은 편이고, 환자 안전과 병원 경영에 관련

된 다양한 질 향상 활동 및 환자 서비스 향상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어 환자

와의 접점에 있는 간호사들의 직무 부담감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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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8개 하부 영역 중 물

리환경과 직무요구 2영역이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관계갈등과 직무 불안정 

2영역은 잠재위험군에, 직무 자율성 결여,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4영역은 정상군에 속하였다(부록 4, Table 2). 직무 스트레스 영역 중 

고위험군에 속한 물리환경은‘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의 2문항으로 측정되었

고, 직무요구는‘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업무량이 현저히 증

가되었다’,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의 3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 간호사들이 물리환경 측면에서는 신체적으로 손

상 위험이 높은 업무환경이나 업무 중 자세로 인해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

고, 직무요구 측면에서는 업무량 과중과 업무 중 시간의 압박에 대한 부담

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미국 간호협회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한 설문조

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업무와 관련되어 건강과 안전에 

관해 중요한 문제라 응답한 상위 세 가지가 ‘급/만성 스트레스 및 업무과중’, 

‘허리손상’, 그리고 ‘주사바늘에 찔림에 의해 발생하는 에이즈나 간염의 감염’ 

등 이었고(Killien, 2004), 또, 국내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업무과중’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권미숙 등, 2011; 이경희와 김지영, 2011; Malinauskiene, 

Leisyte & Malinauskas, 2009). 

간호사가 업무 중 경험하는 불편한 자세와 관련해서는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 중 어깨 결림이나 요통을 경험하는 간호사가 76.5%로 높았다는 선

행연구 결과나(권미숙, 최연희와 박금화, 2011), 업무 중 환자이동이나 환

자 체위변경과 같은 간호행위들이 하부 요통의 위험도를 2∼4배 높이고, 교

대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한 휴식의 감소 및 근로시간의 증가로 인해 

허리와 무릎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이 1.7배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홍정연과 구정완, 2010). 

간호사의 식행동에 대해 추가분석한 결과 단백질과 야채의 섭취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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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4, Table 6). 

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의 섭취와 하루 3회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항목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김현경 등, 

2010). 

또, 식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기혼인 경우 점수가 높았고, 야간근

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의 식행동 점수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근무자에 비

해 낮았으며, 기숙자나 자취를 하는 간호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간호사

에 비해 식행동 점수가 낮았다(부록 4, Table 5). 이는 지방 소재 2∼3차 병

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

혼군의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윤현숙과 최윤영, 2003b), 교대근

무자의 식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윤현숙과 최윤영, 

2003a; Wong et al., 2010)와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구 간호사들의 

63.6%가 미혼이고, 74.5%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이며, 45.8%가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Table 2),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하는 미혼의 야간 교대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음주는 추가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군에서, 근무경력

이 낮을수록,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홀로 거주 또는 친구와 거주하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보다, 기

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음주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부록 4, Table 5).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기숙

사에 거주 또는 자취하는 경우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폭음이 

1.40배나 높았고(천성수, 2002), 가족의 지지를 문제성 음주에 유의한 변인

으로 보고하였던 결과(정원철, 2006)와 일치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바

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낮은 경력의 간호사 중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간

호사들이 고위험 음주군에 속할 위험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음주 교육 

또는 폭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흡연의 경우는 과거, 현재 흡연을 포함하여 흡연경험자가 16명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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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흡연유무에 따른 각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에서 흡연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흡연자 

숫자가 너무 적어 본 연구에서는 흡연이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력이 미미하다 판단되어 구조모형에서는 흡연 요인을 제외하였다.  

3. 간호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구조모형 결과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

무 스트레스이었고, 또 직무 스트레스에는 통합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력은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해서 건강상

태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는 통합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잘 조절하고, 이러한 삶에 

대한 지각(orientation)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Antonovsky, 1996). 

또한, 본 연구에서 통합력은 건강행위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ntonovsky(1987)는 통합력이 높은 사람은 통합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건강행위를 잘 수행한다고 하였고, Norfolk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European Investigation into Cancer(EPIC-Norfolk) 연

구에서 통합력과 건강행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한다(Wainwright et al., 2007).

통합력은 단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 저항자원을 정

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그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개인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Antonovsky, 1996; Richardson & Ratner, 2005). 또 통합력이 

낮은 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행위의 실천에서 좋지 않은 성향이 더 강

해지고, 높은 군은 좋은 성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력은 미래의 건

강행동 또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ainwrigh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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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해 완

충작용을 하고, 건강과 건강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

는데(Cohen & Wills, 1985; Krahn, 1993; Marra et al., 2009), 본 연구에

서는 통합력이 사회적 지지보다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력이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를 이

해하고 중재하는데 사회적 지지보다 더 적합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합력은 스트레스가 높고, 교대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 위협

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의 피할 수 없는 직업적 문제들에 보다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인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날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의료 환경과 간호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간

호사들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력과 같은 개

인 내적역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간호사의 건강관련 직무특성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근무경력이 높을

수록,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군에서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적응 전략들을 잘 사용하여 건강증진 생활

습관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Tsai 

S., Tsai C., & Lee, 2011). 

또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가정의 지지 및 휴식의 부족으로 건

강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Lee et al., 2011), 야간 근무가 정상적인 

주간 사회생활,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미쳐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Wong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근무경력과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인 건강관련 직무특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업무에서의 안정감이 증가하여 지각된 스트레

스가 낮아지고(Lee et al., 2011),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군에서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박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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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1)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고위험군에 속하고, 일반 대상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근무경력이나 야간근무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의한 차이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추가분석 결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경력별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또한 교대근무 여

부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부록 4, Table 3). 따라서 근무경력과 

야간근무,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다른 대상자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5.9점으로 사회적 지지 도구가 7점 척

도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가족지지가 높았다(부록 4, Table 1). 

본 구조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스트레스

를 통해 건강상태에도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을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고(Hefner & Eisenberg, 2009; Lerdal et al., 2011; Malinauskiene et 

al., 2009; Wu, Li, H. Zhu, Li, J., & Wang, 2010), 적절한 사회 네트웍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직장 또는 친구와의 네트웍을 통한 조직사회

적 행위들이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Tsang, Chen, Wang, & Tai, 2012). 즉, 직장에서 상사와 동

료,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심리적으로

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인데, 이는 간호사의 건강을 위

해서는 개인적,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이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생성이론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일반적 저항자원의 하나로 설명하면

서(Eriksson & Lindström, 2006),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력이 여러 자원들을 규명하고, 규명된 자원들을 삶의 

단계에 따라 조절하게 될 때,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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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연계된 네트웍을 이용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이러한 건강과정을 잘 

지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Richardson & Ratner, 2005).  

4. 간호사의 건강구조모형 연구결과의 적용 

본 모형의 결과로 간호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은 건강생성이

론(Antonovsky, 1979, 1987)에 근거하여 개인의 건강자산인 통합력과 사

회적 지지와 같은 일반적 저항자원을 증진시키고, 이를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통합력은 간호사의 건강 위협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

는데 필요한 내적역량이라 할 수 있고, 간호사의 건강증진 전략의 주요 핵

심은 이러한 통합력을 개발하고 증대시키는데 있다.   

통합력은 어린시기부터 발달을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 지속되며, 특히 

20∼30대가 통합력 개발에 중요한 시기라 하였는데(Antonovsky, 1987), 

본 연구의 93.7%의 간호사가 20∼30대에 속해 있고, 국내 취업 간호사 중 

20∼30대 간호사의 비율이 85.1%로 보고되어(2002년 대한간호협회 간호

통계연보) 통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과 중재 프로그램이 많은 간호사

들에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통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환경이 중요한데, 주위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배움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여 지식을 소유해 나

가며,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합력의 3영역으로 다시 설명한다면, 주위 환경과의 지속적이고 친근

한 경험을 통해 얻은 안정감과 내·외적 환경을 통해 반복되는 자극의 인지과

정은 이해력을 발달시킨다. 또 배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 가능한 

자원을 알고,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은 관리력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참여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존중이 의미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ntonovsky, 1987; 

Kraus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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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력은 삶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 규범과 가치가 확실할 때와 일

반적 저항자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원이 많을 때 더 발전하게 되고, 반대

로 교육의 부족, 가난, 사회적 관계의 부족, 그리고 주요한 부정적 삶의 사

건 등은 통합력 발달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였다(Antonovsky, 1987). 

캐나다 근로자들 대상의 통합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전문직종일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업적 안정성이 높을수

록 통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4년 후 재조사하였을 때 대상자들

의 통합력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련된 기술이 필

요하지 않은 직무이거나 낮은 수입군의 통합력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보

고되었다(Smith, Breslin, & Beaton, 2003).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 통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개방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대

화기반의 분석적 방법(dialogue-based analytic method)을 적용한 군과 

행동기반의 사이코드라마 방법(action based psychodramatic method)을 

적용한 군 모두에서 통합력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하면서 통합력을 

향상시키는 그룹중재가 가능함을 제안하였다(Kähönen, Näätänen, 

Tolvanen, & Salmela-Aro., 2012)   

Weisebecker 등(2002)은 섬유근육통을 가진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MBSR)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통합력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하였고, Forsberg, Björkman, 

Sandman, & Sandlund(2010)는 DSM-Ⅵ 정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된 식이와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활양식 중재(lifestyle intervention)

를 시행한 군의 통합력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Bengtsson-Tops & Hansson(2001)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

합력이 전문적 지식,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음을 보고하면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구조적인 환경의 제공은 

이해력을 발달시키고, 전문적 지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을 개인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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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력을 향상시키며, 사회활동을 통해 충분한 

도전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부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정신 간호사들이 환

자의 치료계획과 중재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Langeland, Wahl, Kristoffersen, & Hanestad(2007)는 정신건강에 문

제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한 적응 증진 프로그램

인 Talk therapy를 개발하였는데, Talk therapy는 건강연속모델, 참여자 

개인의 이야기, 건강증진 요인들,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이해, 능동적 적응 등의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rnestine 등(2013)은 간호사는 이직이 많고 임상현장에서의 스트레스

가 높은 직종이고, 간호학생도 다른 교육 과정생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다. 많은 간호학

생이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조

기에 이직하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에 통합력 증진을 비롯한 건강

생성이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웍의 구축, 지

지적 상담, 스스로 스트레스원을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전략을 수

립하도록 하는 등의 중재 제공이 필요하다 하였다.

이처럼 건강생성이론의 적용과 그 핵심요인인 통합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질병에서의 회복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는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였던 개념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통합력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현

재 공공건강과 건강증진의 가장 큰 도전은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상태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WHO가 주창했던 신체적, 정서적 안녕 상태

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능동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내적, 외적 자원을 

규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힘을 줄 수 있는 환경(empowering 

environment)을 만들어 감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Eriks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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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ström, 2007).  

결국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간호는 대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각자

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 저항자원이라 하는 다양한 건강자원을 확보하고, 건강생성과정의 

핵심이 되는 통합력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통합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로 대변된 또 다른 요인인 일반적 저항자

원을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5.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건강생성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간호실무로

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Sullivan(1993)은 건강생성이론은 

간호의 전통적인 건강증진 관점에 매우 부합하는 개념이며, 통합력, 스트레

스, 건강과 관련된 건강생성이론 모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간호학에 있

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학에서 건강생성이론적 접근은 기

존의 병인적 접근에서 나아가 대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생에 전반에 걸

쳐 건강을 만들어가는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돕는 것을 말

한다. 또한, 환자인 대상자에게도 통합력에 근거한 건강의 회복은 동기와 방

향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 계획의 수립과 개인의 역량을 사용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회복과정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재구축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Griffiths. 2009). 아

울러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전략으로의 간호중재를 수립하고, 건강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강생성이론을 

간호사의 건강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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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

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와 그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

하여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그 핵심요인인 통합력을 적용한 병원 간호

사의 건강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력, 건강관련 직무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행위 등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수립된 9개의 가설 중 건강관련 직무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건강관련 직

무특성과 건강상태,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설

정한 3개의 가설을 제외한 6개가 지지되었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권장

수준을 만족하였다. 

본 구조모형 결과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또 건

강행위를 잘 수행할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직무 스트레스가 건

강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통합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컸다. 건강행위는 통합력이 높을수록, 근무경

력이 높을수록,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군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합력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해 건강상태에 유의한 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통합력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건강생

성이론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의 건강증진 방향은 그 핵심요인인 통합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며, 또 사회적 지지와 같

은 일반적 저항자원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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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통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생성이론을 근

간으로 하는 간호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2. 다양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생성이론에 근거한 본 모형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3. 사회적 지지 외에 보다 다양한 일반적 저항자원(신체적, 생화학적, 물

질적,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인간관계적, 사회문화적 요소)을 포함한 

건강생성이론의 건강모델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4. 대상자의 통합력과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장기간의 관찰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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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전적으로

부정

대체로

부정

가끔

부정

보통 가끔

긍정

대체로

긍정

전적으로

긍정

1 2 3 4 5 6 7

전혀 그런 적 없다    매우 자주 그렇다

부록 3. 연구 설문지

설   문   지

본 설문은 통합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

는 내용에 ○표 해 주십시요 

 

예제 

1.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2. 과거에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그런 적 없었다     항상 그랬다

3. 당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그런 적 

없었다

   항상 일어났다

4.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1 2 3 4 5 6 7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없다

             매우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



- 102 -

5. 당신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급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랬다      전혀 그런 적 

없었다

7.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은

1 2 3 4 5 6 7

큰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다 

             지루함과 고통의 

원천이다

8. 혼돈스러운 느낌과 생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런 적 없다

10. 아무리 강한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실패자처럼 느낍니

다. 당신은 과거에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6 7

전혀 없었다        매우 자주 그렇다

11.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1 2 3 4  5 6 7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했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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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신이 일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당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까? 

1 2 3 4 5 6 7

매우 자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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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스트레스(직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가장 적합한 점수에 O 표 해 주

십시오 

No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2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1 2 3 4

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1 2 3 4

4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5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1 2 3 4

6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2 3 4

7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1 2 3 4

8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1 2 3 4

9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2 3 4

10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11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12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13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4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15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 3 4

16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 

가공정하고 합리적이다.
1 2 3 4

17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18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1 2 3 4

19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1 2 3 4

20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1 2 3 4

21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1 2 3 4

22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 2 3 4

23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24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1 2 3 4

25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 2 3 4

26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1 2 3 4



- 105 -

3. 다음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가장 적합한 점수에 O 표 해 주십

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 

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나눌 

특별한 사람이 있다.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 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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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설문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은 지난 7일간 귀하가 신체활동에 소모한 시간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귀하 

스스로 활동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더라도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활동,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하는 활동, 여가 시간에 시행

하는 활동, 운동 또는 스포츠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지난 7 일간 하신 모든 격렬한 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신체활동이란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 번에 적어도 10 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1. 지난 7 일간 무거운 물건 나르기,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 일주일에 _____ 일

□ 격렬한 신체활동 없었음 (→ 5-3 번으로 가세요)

4-2. 그런 날 중 하루에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귀하가 지난 7 일간 하신 모든 중간정도 신체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정도 신체활동이란 

중간정도 힘들게 움직이는 활동으로서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한번에 

적어도 10 분 이상 지속한 활동만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3. 지난 7 일간, 가벼운 물건 나르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 테니스 등과

    같은 중간정도 신체 활동을 며칠간 하였습니까? 걷기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일주일에 _____ 일

□ 중간정도 신체활동 없었음 (→ 5-5 번으로 가세요)

4-4. 그런 날 중 하루에 중간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며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지난 7 일간 걸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집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걸은 것 뿐만 

아니라 오락 활동, 스포츠, 운동, 여가 시간에 걸은 것도 포함됩니다

4-5. 지난 7 일간, 한번에 적어도 10 분 이상 걸은 날이 며칠입니까?

□ 일주일에 _____ 일

□ 걷지 않았음 (→ 7 번으로 가세요)

4-6. 그런 날 중 하루에 걸으면서 보낸 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 하루에 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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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가장 적합한 항목에 O 표 해 주십시오

5-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① 5갑(100개비) 미만       ② 5갑(100개비) 이상     ③ 피운 적 없음 

5-2.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 하루 평균 흡연량   개피

   ☞ 현재까지의 흡연기간은   년   개월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과거의 흡연기간은  년   개월 

   ☞ 과거 담배를 피울 때 하루 평균 흡연량은  개피

5-3. 주위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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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음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가장 적합한 항목에 O 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근 1년 동안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6-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번 이하

    ③ 한 달에 2~4번                           ④ 일주일에 2~3번 정도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6-2. 평소 술 마시는 날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기준은 아래 표준음주표의 종류에 따른 양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① 1~2       ② 3~4       ③ 5~6       ④ 7~9       ⑤ 10 이상 

 6-3. 한번에 술을 6 표준음주 이상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위 표준 음주표 참조, 

      6 표준 음주의 예: 소주 6잔 또는 맥주 3병)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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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식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고 가장 적합한 항목에 O 표 해 주십시오 

문항
항상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1 우유나 유제품(요구르트, 유제품 등)을 매일 1병 이상 마신다.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매일 3~4회 

이상 먹는다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4 과일(1개)이나 과일쥬스(1잔)를 매일 먹는다

5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2일에 1회 이상 먹는다  

6
지방이 많은 육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3일에 1회 이상 

먹는다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으려고 한다.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9
아이스크림, 케익, 스낵,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매일 먹는다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다 

8. 다음은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현재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V표 하여 주십시오.

GH01) 평소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아주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HT) 작년과 비교하여 현재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작년보다 

아주 건강하다

작년보다 

건강하다
작년과 비슷하다

작년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작년보다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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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다음은 평상시 당신의 활동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지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활           동
지장이 

많다

지장이 

약간 있다

지장이 

전혀 없다

PF01) 달리기,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1 2 3

PF02) 탁자 옮기기, 집안 청소, 배드민턴 치기 1 2 3

PF03) 시장 보기 1 2 3

PF04) 한꺼번에 두세 계단씩 오르기 1 2 3

PF05) 한 계단씩 오르기  1 2 3

PF06) 구부리기, 무릎꿇기 1 2 3

PF07) 4~5리(1km 정도) 걷기 1 2 3

PF08) 마을 주변 산책, 동네 한바퀴 걷기 1 2 3

PF09) 집주변 걷기 1 2 3

PF10) 혼자서 목욕이나 옷 입기 1 2 3

RP) 지난 한 달간 당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

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            항 그렇다 아니다

RP01)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1 2

RP02)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1 2

RP03)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었다 1 2

RP04) 대부분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1 2
 

RE) 지난 한 달간 당신의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다음과 같

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문            항 그렇다 아니다

RE01)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1 2

RE02)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했다 1 2

RE03) 보통 때만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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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01) 지난 한 달간 신체상의 어려움이 감정상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가족간, 친

구간, 이웃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 2 3 4 5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 있었다 꽤 많이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BP01) 지난 한 달간 당신의 신체적인 아픔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1 2 3 4 5 6

전혀 없었다
아주 약하게 

있었다
약하게 있었다 보통 있었다 심하게 있었다

매우 심하게 

있었다

BP02) 신체적 아픔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까? 

1 2 3 4 5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 있었다 꽤 많이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 

다음의 질문들은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

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가장 가까운 대답을 하나씩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VT01) 나는 의욕이 넘쳤다 1 2 3 4 5

MH01) 나는 신경질적이었다 1 2 3 4 5

MH02) 나는 의기소침했었다 1 2 3 4 5

MH03) 나는 안정되고 평온했다 1 2 3 4 5

VT02) 나는 힘이 넘쳤다 1 2 3 4 5

MH04) 나는 우울하고 상심했었다 1 2 3 4 5

VT03) 나는 지쳤었다 1 2 3 4 5

MH05) 나는 행복했었다 1 2 3 4 5

VT04) 나는 피곤했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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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02) 지난 한 달간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친척이나 친

구 등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 2 3 4 5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GH)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GH0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1 2 3 4 5

GH03)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다  1 2 3 4 5

GH04) 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1 2 3 4 5

GH05) 나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1 2 3 4 5

10.  교대근무를 하십니까? 

① 교대근무: 예(          )   ② 교대근무: 아니오(          )

10-1. 교대근무를 하시는 경우 야간근무를 하십니까? 

① 야간근무: 예(          )   ② 야간근무: 아니오(          )

11.  임 상 경 력 :  (          )년  (          )개월 

 

* 간호사 면허 이후 임상에서 근무한 총 경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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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       령 :  (          ) 세   

2. 성       별 :  ① 여  (       )   ② 남  (       )

3. 결 혼 유 무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이혼(     )  ④  사별(     )

4. 최종학력

① 간호대학(3년)졸업 (    )      ② 간호대학(4년)졸업 (    ) ③ RN BSN (     )

④ 대학원(석사)졸업  (     )   ⑤ 대학원(박사)졸업  (      )

5. 근무간호단위 :   

① 일반병동 (          )   ② 중환자실 (          )   ③ 수술실 (          )

④ 외    래 (          )     ⑤ 기    타 (                     )   

 ※ 기타인 경우 근무부서를 기재요망 

6. 주 거 형 태 :  ① 자택(       )  ② 기숙사(       )  ③ 자취(       )

7. 동 거 여 부 :  ① 동거인 없음 (홀로 거주) (       )  ② 가족 동거 (       )

③ 친구와 동거 

 

8.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음 (         )    있음 (          ) 

8-1. 있다면 방문 횟수는?  (            ) 회 

9. 키                         cm      체중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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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추가분석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N=349)

Variables Mean(SD) Range
Perceived Social Support 5.9(0.8) 1.9∼7.0
   Significant other 5.9(0.9) 1.5∼7.0
   Family 6.0(1.0) 1.3∼7.0
   Friend 5.7(0.9) 2.3∼7.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ccupational Stress           (N=349)

Variables Number 
of Items Mean(SD) Range Normal Latent High Risk

Physical 
environment 2 64.6(18.2) 16.7∼100.0 ≤44.4 44.5∼55.5 ≥55.6

Job demand 4 69.3(14.9) 33.3∼100.0 ≤58.3 58.4∼66.6 ≥66.7

Insufficient 
job control 4 45.6(14.5) 0.0∼91.7 ≤58.3 58.4∼66.6 ≥66.7

Interpersonal 
conflict 3 33.4(13.3) 0.0∼77.8 ≤33.3 33.4∼44.4 ≥44.5

Job insecurity 2 34.5(22.1) 0.0∼100.0 ≤33.3 33.4∼50.0 ≥50.1

Organizational 
conflict 4 43.7(12.9) 0.0∼91.7 ≤50.0 50.1∼66.6 ≥66.7

Lack of 
reward 3 46.1(14.6) 0.0∼88.9 ≤55.5 55.6∼66.6 ≥66.7

Occupational 
climate 4 36.5(15.0) 0.0∼83.3 ≤41.6 41.7∼50.0 ≥50.1

Occupational 
Stress 26 62.5( 6.5) 45.0∼82.0 ≤50.0 50.1∼55.6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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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e of Coherence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Variables Sense of coherence Occupational stress
 Mean(SD)    F/t Mean(SD)    F/t

Mean(SD)    56.2(8.6) 62.5(6.5)
Age

(year)
20-29    54.6(8.3)a

     7.38**
63.1(6.4)

     1.2930-39    57.4(8.7)b 62.0(6.5)
Above 40    60.2(8.2)b 61.7(7.7)

Gender Female    56.0(8.6)     -1.72 62.6(6.5)      1.48Male    61.0(7.5) 59.3(7.8)
Marital 
status

Married    58.6(8.7)      4.04** 61.7(6.8)     -1.87Single    54.8(8.2) 63.0(6.3)
Education 

Diploma    54.8(7.5)
     1.38

61.8(6.2)
     0.81Bachelor of science    56.1(8.9) 62.7(6.6)

Above master    58.2(6.9) 61.4(6.0)
Total work 
experience 

(year)
0-5    55.5(8.7)a

     4.55**
62.7(6.5)

     0.946-10    55.0(8.9)a 62.9(6.6)
Above 10    58.2(7.9)b 61.8(6.5)

Work shift
Shift with night shift    55.6(8.3)

     2.54
62.7(6.6)

     0.51Shift without night shift    56.4(8.0) 62.7(6.3)
Fixed day shift    58.5(9.9) 61.7(6.5)

Working 
unit

General ward    56.5(8.4)
     2.08

62.0(6.9)
     2.27

ICU    53.8(8.3) 64.3(6.1)
OR & PAR    56.3(8.2) 63.0(5.8)
OPD    57.0(12.0) 62.8(6.9)
Others    58.9(6.6) 60.5(5.1)

Residence
Home of one's own    57.5(8.5)a

     5.43**
62.1(6.5)

     0.86Dormitory    53.7(7.1)b 63.2(6.7)
Self-boarding    55.1(9.1)ab 62.9(6.5)

Cohabitant
Living alone    55.2(8.9)ab

     4.81**
62.8(6.2)

     0.70Living with family    57.3(8.7)a 62.2(6.8)
Living with friend    53.9(7.2)b 63.2(6.3)

BMI
<18.5    56.2(10.1)

     0.42
62.3(6.6)

     0.2618-22.9    56.0(8.3) 62.7(6.6)
≥23    57.5(7.0) 61.8(5.8)

Number 
of visits to 
to medical 
facilities

0    56.8(9.3)
     1.22

62.3(6.8)
     1.991    57.2(8.7) 61.2(5.9)

2    55.2(7.1) 63.7(6.4)
3    55.2(8.5) 63.0(6.6)

ICU; Intensive Care Unit, OR & PAR; Operating Room & Postanesthetic Room, OPD; 

Outpatient Department, Others; Dialysis room, Intravenous injection team, Home care

*p<.05, ** p<.01, a,b,c;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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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ive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Variables Perceived social support
Mean(SD) F/t

Mean(SD) 5.9(0.8)
Age

(year)
20-29 5.9(0.8)

0.0430-39 5.9(0.9)
Above 40 5.8(0.8)

Gender Female 5.9(0.8) -0.75Male 6.1(0.7)
Marital status Married 6.0(0.8) 2.12*Single 5.8(0.8)

Education 
Diploma 5.8(0.7)

1.00Bachelor of science 5.9(0.8)
Above master 6.0(0.6)

Total work 
experience (year)

0-5 6.0(0.7)
2.686-10 5.8(0.9)

Above 10 5.8(0.8)
Work shift

Shift with night shift 5.8(0.8)
1.55Shift without night shift 6.1(0.8)

Fixed day shift 5.8(0.9)  

Working unit
General ward 5.9(0.8)

0.89
ICU 5.8(0.9)
OR & PAR 6.0(0.7)
OPD 5.7(1.1)
Others 6.0(0.7)

Residence
Home of one's own 5.9(0.9)

1.97Dormitory 5.9(0.8)
Self-boarding 5.7(0.8)

Cohabitant
Living alone 5.8(0.8)

0.54Living with family 5.9(0.8)
Living with friend 5.9(0.8)

BMI
<18.5 5.9(0.7)

0.9618-22.9 5.9(0.8)
≥23 5.7(0.8)

Number 
of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0 5.9(0.9)
0.131 5.9(0.7)

2 5.8(0.9)
3 5.8(0.8)

ICU; Intensive Care Unit, OR & PAR; Operating Room & Postanesthetic Room, 

OPD; Outpatient Department, Others; Dialysis room, Intravenous injection team, Home 

care,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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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etary behavior and Dr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49)

Variables Dietary behavior Drinking
Mean(SD) F/t  Mean(SD) F/t

Mean(SD)    30.9(5.8)    3.2(2.5)
Age

(year)
20-29    29.6(5.9)a

   9.87**
   3.6(2.5)a

   5.59**30-39    32.1(5.5)b    2.7(2.4)b

Above 40    33.2(4.6)b    2.7(2.0)ab

Gender Female    30.9(5.8)    0.47    3.1(2.5)    4.70*
Male    30.0(5.7)    5.2(1.3)

Marital 
status

Married    32.2(5.4)    3.24**    2.6(2.2)    3.24**
Single    30.1(5.9)    3.5(2.6)

Education 
Diploma    30.6(6.6)

   1.36
   3.7(2.2)a

   3.86*Bachelor of science    30.8(5.7)    3.2(2.5)ab

Above master    32.5(5.7)    2.1(1.9)b

Total work 
experience

(year)
0-5    30.4(6.0)

   1.76
   3.6(2.3)a

   4.80**6-10    30.6(6.0)    3.1(2.6)ab

Above 10    31.8(5.2)    2.7(2.4)b

Work shift
Shift with night shift    30.2(6.0)a

   8.69**
   3.4(2.5)a

   7.02**Shift without night shift    33.6(4.7)b    1.8(2.1)b

Fixed day shift    32.6(4.6)b    2.9(2.5)ab

Working 
unit

General ward    30.4(6.3)
   2.20

   3.2(2.5)
   0.64

ICU    30.2(5.6)    3.3(2.4)
OR & PAR    32.1(4.5)    3.4(2.6)
OPD    32.0(5.2)    3.2(2.3)
Others    33.1(4.5)    2.4(1.9)

Residence
Home of one's own    32.2(5.4)a

   11.3**
   2.8(2.2)a

   5.15**Dormitory    29.3(6.4)b    3.9(2.7)b

Self-boarding    29.4(5.5)b    3.4(2.6)ab

Cohabitant
Living alone    29.3(5.7)a

   12.07**
   3.5(2.6)ab

   4.67**Living with family    32.2(5.4)b    2.8(2.3)a

Living with friend    29.1(6.2)a    3.7(2.6)b

BMI
<18.5    31.8(6.8)

   1.05
   2.7(2.4)

   1.1918-22.9    30.7(5.6)    3.3(2.5)
≥23    30.9(4.6)    3.1(2.2)

Number 
of visits to 

medical 
facilities

0    31.6(5.6)
   1.34

   3.1(2.3)
   0.801    30.7(5.9)    2.9(2.4)

2    29.8(6.1)    3.5(2.7)
3    30.8(5.6)    3.3(2.5)

ICU; Intensive Care Unit, OR & PAR; Operating Room & Postanesthetic Room, OPD; 

Outpatient Department, Others; Dialysis room, Intravenous injection team, Home care, 

* p<.05, ** p<.01, a,b,c;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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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tary behavior in Nurses                                    (N=349)

문항 Mean(SD) Range

1 우유나 유제품(요구르트, 유제품 등)을 매일 
1병 이상 마신다. 2.54(1.48) 1-5

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매일 3∼4회 이상 먹는다 2.27(1.34) 1-5

3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2.39(1.29) 1-5
4 과일(1개)이나 과일쥬스(1잔)를 매일 먹는다 2.50(1.46) 1-5
5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2일에 1회 이상 먹는다  3.76(1.19) 1-5

6 지방이 많은 육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3일에 1회 이상 먹는다 4.04(1.21) 1-5

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으
려고 한다. 4.60( .87) 1-5

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1.55(1.04) 1-5

9 아이스크림, 케익, 스낵,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매일 먹는다 4.27(1.20) 1-5

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다 2.97(1.36) 1-5

Table 7. Distribution of Physical activity in Nurses               (N=349)

낮은 신체활동군†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실천율⁋

n 분율(%) n 분율(%) n 분율(%) n 분율(%)
87 24.9 51 14.6 17 4.9 213 61.0

† 낮은 신체활동군 :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를 포함하여 600 Mets 이하 

‡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시행하고 전체 신체활동이 1,500 Mets 이상이거

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 총 신체활동이 3,000 Mets  이상  

§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 총 신체활동이 600∼3,000 Mets 

⁋ 걷기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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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도구사용 허가서 

1) 직무 스트레스 도구 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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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력 도구 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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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된 사회적 지지 도구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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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행동 도구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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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Health Status in Hospital nurses 

- Based on the theory of Salutogenesis -

Kim, Kyeong Su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Smi, RN, Ph.D.

 

Many nurses experience high levels of occupational stress as a 

result of heavy workloads, time pressure, and occupational 

injuries/illnesses

The health status of nurses’is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stress,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of the salutogenic model - sense of coherence,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statu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hospital in Seoul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A total of 352 nur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349 nurses completed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in May 2012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structural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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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as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behavior were significant factors directly explaining the health 

status of nurses'; occupational stress showed higher effects than 

those of health behavior. Factors explaining occupational stress were 

sense of coher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herence 

showed higher effects than thos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herence and the health-related work conditions of nurse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health behavior, and sense of coherence 

showed higher effects than those of health-related work conditions. 

Regarding the health-related work conditions of nurses, years of 

work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health behavior; the number of night shifts showed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health behavior.

Sense of coher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health status through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Salutogenesis theory is 

adequate to use for develop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nurses. Strategies to enhance sense of coherence and social support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nurses'. 

 

Key words : sense of coherence, stress, occupational,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Student number : 2009-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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