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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간호근무환경,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은 환

자간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간호의 질적 보장과 전문성 확보

를 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소진은 각 간호단위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 차이를 알고 간호사의 내적 동기부

여를 위한 부서별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 병동, 응급실, 정맥주사 팀, 중환자실 근무부서에 따라 전

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은 공감만족 30.86(±

6.50)점, 소진 29.44(±5.22)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4.55(±6.47)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공감만족은 교육 정도(F=6.50, p=0.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 석사학위의 간호사가 

대학교 졸업자보다 공감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부서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공감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소진(F=3.09, p=0.011)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F=2.37, p=0.041)에서 부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 소진은 일반병동간호사가 정맥주사 팀보

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근무환경 총 점수는 2.66(±0.41)점으로 2.5점 이상으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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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서별 점수에서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부서는 2.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위

영역 5개의 경우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3.05(±0.41)점, ‘간

호관리자,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2.80(±0.59)점, ‘간호사와 의

사 협력관계’  2.61(±0.59)점,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2.45(±

0.50)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18(±0.66)점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현부서 경력(F=2.81,p=0.041)과 지위(F=4.47, 

p=0.055)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전문간호사

가 책임간호사보다 근무환경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서는 응급실로 총 근무환경 평

균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병동, 정맥주사 팀보다 

낮게 나타났다(F=8.60, p=0.000). 응급실은 ‘간호사와 의사협력관

계’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간호관리

자,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미흡한 특수부서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부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무환경인지에서는 응

급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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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의료인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의료환경 시스템의 빠

른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부서에 대해 파악하고 부서별로 효

율적인 인력관리, 경력개발과 소진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암 병동, 일반병동, 응급실, 정맥주사팀, 

중환자실, 전문직 삶의 질, 근무환경 인지 

학   번 : 2008-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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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 종사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중 절반가량의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간호사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의 일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료인

이다.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

이므로 효율적인 간호사 인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박은하, 2016; 이태

화, 강경화, 고유경, 조성현, & 김은영, 2014).  

병원을 찾는 고객의 요구, 권리주장 및 기대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봉사나 인내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감수해야만 하는 비판에 노출되는 빈도

도 많아지면서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심지연, 2019; 이승영, 2013). 이는 간호 현장에서의 갈등, 결근, 이직 

등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병원경영의 어려움과 간호 업무의 질 저하를 초

래한다(Luzinski & Lundmark, 2012; 홍상희 & 박경숙, 2002).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건전한 병원조

직 문화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이연복 & 이혜경, 2018). 국가차원의 근

무환경 정책발표로 인력과 자본투입은 긍정적이나 원론적이라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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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듯 임상현장의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까지는 오랜 시

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조직차원에서 간호의 질적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수

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가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소진과 이직의도가 낮고 직무만족과 

업무성과가 높다. 매일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간호를 제공하기에 간

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간호근무환경, 공감피로, 공감만족, 소진은 환자간

호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간호의 질적 향상과 우수인력의 관리

를 위해 공감만족, 공감피로, 근무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

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주이 & 이태화, 2016). 

많은 간호사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을 제공하지만, 

정작 스스로 지각하는 공감피로나 소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경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Todaro-Franceschi, 2013; 이

예솔, 2019). 직업인들이 자신의 일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갖는지 알

아보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었다

(Stamm, 2010). 전문직 삶의 질은 교사, 소방관, 경찰, 종교인, 의료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인이 자신의 직업

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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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삶의 질은 긍정적인 측면인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과 

부정적 측면인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로 구성되고 여기서 공감

피로는 하위개념인 소진(burnout)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를 의미한다(Stamm, 2010).  

근무환경은 속성상 객관적이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이 근무환경을 지각

하는 관점, 즉 개인적인 인지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성원

이 인식하는 근무환경에 따라 직무수준을 향상시켜 만족을 높일 수 있으

며, 더불어 조직에 대한 애착 정도인 조직몰입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구성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이재관, 

2019).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소진은 각 간호단위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삶의 질, 직무 만족과 스트레스, 근무환경 인지 차이를 알고 간호사의 

내적 동기부여를 위한 부서별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외부적 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는 새로운 부서와 업무, 역할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

지만 변화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부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은 부족

한 실정이다.  

2016년에는 병원 전공의 노동시간 준수 법제화로 인해 직종간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변화 속에서 병동 간호사의 직접간호 시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정맥주사팀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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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해가며 종합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증설되고 경력간호사들이 이동을 하고 있으

며 이 수는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들의 공감만족, 공감피로, 근무환

경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특수 지원 부서

인 정맥주사팀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서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

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를 돌보며 긴박한 상황에 노출되고 신속하

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환자실, 과도한 업무와 임종간호를 

하는 암 병동, 환자의 행동문제와 폭력위험성이 있는 응급실 부서 등을 

포함하고, 병원 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일반병동들을 함께 대상 

부서로 선정하여 각 부서별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배진아, 2018; 서지영 & 

이명선, 2017; 홍진영,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형 상급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 업무의 특성이 상이할 것

으로 예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 병동, 응급실, 

정맥주사팀, 중환자실 등 여섯 개의 근무 부서별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

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별 차이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중재 전략을 탐색하고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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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 병동, 응급실, 

정맥주사팀, 중환자실 근무 부서에 따라 간호사가 인지하는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섯 개의 근무부서에 따른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3) 여섯 개의 근무부서별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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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 

· 이론적 정의: 전문직 삶의 질은 교사, 소방관, 경찰, 종교인, 의

료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인

이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질 평가를 말하

며, 하위 내용으로 공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있

다(Stamm, 201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삶의 도구를 이용하여 공감

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측정 점수를 의미한다.  

 

(1)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 

· 이론적 정의: 공감만족은 남을 돕는 즐거움으로, 자신이 남을 도

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즐거운 감정

이다(Stamm, 201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igley(1995)가 개발하고 

Stamm(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측정도구

(ProQoL version 5)를 김 신 외(2010)가 번역한 공감만족 척

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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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공감피로는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로 구성된다(Stamm, 

2010).  

① 소진(Burnout) 

· 이론적 정의: 업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효과적으로 수행

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업무량이 주어지고 지지적 환경을 제공받

지 못할 때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에너지 고갈이나 좌절

상태를 말한다(Stamm, 201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igley(1995)가 개발하고 

Stamm(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측정도구 

6(ProQoL version 5)를 김 신 등(2010)이 번역한 소진 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②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 이론적 정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외상사건을 경험하는 대상

자를 돕는 과정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차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Stamm, 2010).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igley(1995)가 개발하고 

Stamm(2010)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측정도구 

6(ProQoL version 5)를 김 신 등(2010)이 번역한 이차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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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척도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간호근무환경 

(1) 이론적 정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현장의 분위기로서 조직이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방식, 의사결정 참여와 자율성 동기부여를 통한 발전의 기회 

제공,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간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속성을 말

한다(Lake,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Lake(2002)가 개발한 간호업무 환경 측정도구 PES-

NWI(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를 조

은희(2011) 등이 번안해 국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측정한 

점수(K-PES-NWI)를 의미한다.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양질의 간

호를 위한 기반,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 충분

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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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전문직 삶의 질 

 
전문직 삶의 질은 타인을 돕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공감만

족(Compassion Satisfaction), 부정적인 측면은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감피로는 소진(Fatigue)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로 나누어져 있다(Stamm, 

2010). 

공감만족은 업무를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이타심을 근간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했을 때에 

느끼는 만족감을 뜻한다. 공감만족은 전문직 종사가 타인의 문제를 돌보

면서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

하며 공감만족이 높은 사람이 공감 피로의 구성요소인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와 소진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공감피로는 반복적으로 물리

적, 정서적 상해를 당하는 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간접적인 상해를 경험하게 되어 정서가 고갈되는 상태를 말하며,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극심한 사건이나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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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돌보는 전문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경험

하게 되는 현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이차 

외상 스트레스 반응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정서적 

문제에 깊이 공감해야 하는 경우 에 이차 외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Stamm, 2010). 

전문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는 Figley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트라

우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전문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차 외상

성 스트레스와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CFST(Compassion Fatigue 

Self-Test)를 시작으로, 몇 번의 걸쳐 개정되었다. Stamm과 함께 공감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가하면서 CSFT(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test)로 개정되었고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쳐 2005년 

ProQoL(Professional Quality of Life)로 이름이 바뀌었다.  

ProQOL은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를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전문조력

자들의 긍정적인 적응수준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전문가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다. ProQOL은 소진, 공감피로, 공감만족 3영역으로 분류되어 측정

되며, 3개의 하위영역 간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Stamm은 각 

영역의 합산 또는 따로 떼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주혜선, 조

윤화, & 안현의, 2016).  

김현주, 최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ProQOL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11 

결과에서는 삶의 질을 상, 중, 하 세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전

문직 삶의 질이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적고 미혼일 때 전문직 삶의 질이 

낮았으며 직급이 높고 경력이 높은 간호사가 전문직 삶의 질이 높았다. 

또한 전문직 사람의 질이 낮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는 충분한 지지와 격

려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라고 하였다(장진숙, 2018).  

국내 전문직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양은진, 

2016; 유아름, 2019; 이슬, 2016; 허은주, 2014; 홍진영, 2015), 응급

실 간호사(강하나, 2017; 이경주, 2018; 정혜림, 2016), 종양병동 간호

사(김성자, 2017; 김신 et al., 2010; 전미선, 2015), 수술장 간호사(김

가영, 2018), 호스피스 병동간호사(심지연, 2019) 등 특정 부서의 간호 

대상자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병동과 중환자실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박진희, 2017)와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도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비교한 연구(안희영, 2021; 정현선, 

2021)도 있다. 

응급상황,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처치, 환자와 유착의 기회가 

많은 중환자실,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은 일반간호사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다. 종양병동 간호사는 공감만족이 매우 높았으며, 소진

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도 함께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김성자, 

2017; 전미선, 2015; 조호진 & 정면숙, 2014).  

공감만족은 간호사 개인 건강의 결정요소이자 원만한 간호사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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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를 촉진하는 등 환자 만족도의 영향요인이 된다. 또한 공감만족 

정도가 높고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간호역량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다. 간호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감만족을 높이

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유아름, 2019).  

공감만족 영향요인에는 대상자의 상태불안이 낮을수록, 자기관리 능력

이 뛰어날수록, 자기개발을 하는, 경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도 높을수록,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공

감만족이 높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공감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2017; 심지연, 2019; 양은진, 2016). 공감피로 

중 소진 영향요인분석결과 대상자의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자기관리 능

력이 부족할수록, 업무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일상생활 중 스트

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소진이 높았다(심지연, 2019; 양은진, 2016). 

영향요인 공감피로 중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대상자의 외상경험, 폭언·폭행에 노출된 경험과 불안이 나타났다

(양은진, 2016). 언어폭력경험과 전문직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본 응급

실 간호사 연구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의 점수

는 중간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고(이경주, 2018), 수술실 간호사

를 대상의 연구에서도 폭언,폭행 경험이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김가영, 2018). 응급실 간호사들은 매 순간 긴장되고 바쁜 

응급실 상황과 환경에서 공감피로를 경험하지만 간호 대상자인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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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의미

를 부여하고 공감만족을 얻고 있다고 했다(강하나, 2017). 

선행연구에서 전문직 삶의 질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진과 공감피로

는 양의 상관관계로 (r=.585, p<.000) 소진과 공감만족은 음의 상관관

계를 공감피로와 공감만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성불안은 공감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심지연, 2019). 간호근무환경과 공감만족은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공감피로는 소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근무환경은 공감피로, 

공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김주이 & 이태화, 

2016).  

 

2. 간호근무환경인지  
 

Moos(1981)는 근무환경이란 시스템 유지, 목표지향, 관계 등 세 가

지 차원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시스템 유지는 작업환경이 얼

마나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지, 얼마나 통제력을 유지하는지를, 목표지

향은 의사결정과 자율성, 직무 지향성 유지, 직무도전 및 성공과 성취에 

대한 기대제공을 통해 환경이 성장을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측면은 근무환경에서의 의사소통, 관리자와 동료

와의 응집 등 개인적 상호작용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효(2002)는 근무환경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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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물리적 여건, 

대인관계, 직무수행과 연관된 관리, 정책적 요소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근무환경이 정형화된 개념이나 요소를 제시하

지 못하는 이유는 근무환경의 속성이 단순하지 않고, 과업과 책무 또는 

이들간의 상호작용, 보상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영

주, 2019).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간호사 부족문제가 발생하면서 미

국 간호학회(American Academy of Nursing)가 병원들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일하기 좋

은 근무환경을 가진 병원에 마그넷 병원(Magnet Hospital)이라는 인중

을 부여하였다(김순이, 2018; Lake & Friese, 2006). 

간호사 수가 부족함에도 간호사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보유하는데 성

공한 마그넷 인증을 받은 병원의 간호관리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터

뷰를 하였다. 간호인력의 성공적 유지전략으로서, 인력을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탄력적 근무스케줄 활용, 간호사에게 업무를 통

제할 권한 부여 등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를 전폭적으로 지지 또한 지원하

였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우호적이고, 간호사의 

경력향상과 전문성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McClure et al., 

1983). 

간호근무 환경과 관련된 국외 문헌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무환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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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좋을수록 재직의도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진이 감소하고,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나쁠수록 입원환자

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이직률

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os, 1993). 

국외 근무환경관련 연구에서 의료인의 행복(clinician well-being), 간

호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의료인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강조하며 근무환

경(work environment), 직원의 행복(the well-being of staff) 및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Rachwal et al., 2018). 의료 오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간호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IOM(The Institute of Medicine)과 ANCC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도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Wei, 

Sewell, Woody, & Rose, 2018). 

간호에서의 근무환경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을 말한다. Lake(2002)는 간호사

의 전문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간호사의 병원정책 참여

를 격려하는 환경, 간호의 질을 위한 기반이 확립한 환경, 간호 관리자

의 능력과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뛰어난 환경, 적절한 인력과 

자원이 지원되는 환경,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병원 내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직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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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유치하고 보유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간호

사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는 간호사의 업무량, 의사결

정의 자유, 사회적 지지가 있고,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환자안전사고, 

간호사의 건강문제 등은 결과변수로 파악되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간호근무환경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

으나 1981년 미국간호학회가 개발하고, Lake(2002)가 일부 문항을 수

정하여 만든 PES-NWI(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를 한국설정에 맞게 수정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

구(K-PES-NWI)가 개발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간호근무환경을 측정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근무환경을 간호사가 긍정적으로 인식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20(김지영, 

2019).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가 높았으며, 간호

근무환경은 환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간호사 재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현진, 2010; 이한이, 2011). 소진의 예측변수로 간호

근무환경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강조하였다(김종경 

등, 2014).  

선행연구에서 병동근무자가 간호 간병통합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

술실 근무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김지영, 2019).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실태에 대한 배진아(2017의 연구에서 환자의 정보를 모르고 긴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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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돌아가는 응급실의 과중한 업무, 폭언,폭행의 노출위험에 대해 보고

했고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배진아, 2018).  

정맥주사팀의 근무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직무만족도를 측

정한 장미애(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4점 척도 평균 2.58점이고, 스

트레스 경험은 ‘호흡곤란이 있을 만큼 숨이 막힌다’라고 표현하는 업무

량의 많음에 대해 표현하였다(장미애, 2008). 조영순(2018)의 연구에서

는 정맥주사팀 간호사의 직무만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1점(±0.47),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39(± 0.41) 

임상간호사 500명대상으로 한 김부남 등(2011)의 연구에서의 직무 만

족은 3.03(±0.47)유사하게 나왔다(조영순, 2018).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재직의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숙련된 간호사가 환자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

도록 간호근무환경 개선 방안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김순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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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근무부서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 인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 병동, 응급실, 정맥주사 팀, 중환자실에서 근

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나이 선정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 임상경력 2~3년 이상의 간호사들이 이동하

는 정맥주사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어 대상자의 동질성을 

위해 임상경력 3년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4 program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는 .05, 검정력(1-β)을 .90으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71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88명을 모집하여 설문을 배부

하였고 100%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답변이 있는 1명의 설문지는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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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전문직 삶의 질 

전문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Stamm(2010)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전문직 삶의 질 측정도구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ProQOL 

version 5)를 김 신 등(2010)이 번역한 도구를 원작자와 번안자의 동

의를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공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 스트레스 

각 개념마다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각 개념마다 10점

에서 50점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만족, 소진, 이

차 외상 스트레스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tamm(2010)의 매뉴얼에 

따라 각 개념이 나타내는 점수에 대한 해석을 위해 평균 50, 분산 10의 

Z 점수로 표준화하여 표준점수 25% 미만은 하위집단, 25~75% 미만은 

중위집단, 75%이상은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Stamm(2010)의 연구에서는 공

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각각 .88, .75, .81이었고, 김 신 

외(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92, .67, .81 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

각 .89, .69, .8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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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Measurement Scales of ProQOL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Compassion satisfaction 10 0.89 

Burnout 10 0.69 

Secondary traumatic stress 10 0.83 

Total 30 0.79 

 

2) 근무환경 인지  

간호근무환경은 Lake(2002)가 개발한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PES-NWI)의 한국어판 간호근무 환경 

측정도구(조은희 등, 2011)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병원정책결정에 간호사의 참여,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간호사-의사간 

협력관계의 5 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약간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

로 표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도구개발 당시 PES-NWI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 조은희 등(2011)의 연구신뢰도는 Cronbach’s 

α = .93이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2이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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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Measurement Scales of K-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9 0.86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9 0.79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3 0.84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4 0.79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4 0.81 

Total 29 0.92 

 

3)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종교, 학력을 조사하였고, 임상적 특

성으로 총 임상경력과 현 부서의 임상경력, 근무형태, 지위, 현 부서, 부

서이동 경험여부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1) 자료 수집 기간 

연구의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집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해당기간의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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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2021-0088).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

자가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 목적,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

구참여를 권유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면 서면으로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급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정맥주사팀을 제외하고는 경력 3년 

이상의 대상자가 부서별로 8~15명만 있어 자료수집을 위해 중환자실, 

암 병동, 일반병동은 2개 부서를 배정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188

명 중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1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87명의 설문지

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

의 자료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및 직무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

였다.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개념인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의 총점

과 평균, 각 하위 개념 별 평균 및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근

무환경 인지의 하위개념인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의 총점과 평균, 각 하위 

개념 별 평균 및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분석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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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변수의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Chi square 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으

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해당 기간 내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다. 또한, 대상

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

할 경우 서면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 될 것이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렸다.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연구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추후 연구결과를 출판

할 시에도 개인식별정보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구자료, 증례기록

서 등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하였으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가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연

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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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는 총 188명이고 불충분한 답변이 있는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87명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31명, 암 병동(2개 부서) 32명, 일반 병동(2개 부서) 31명, 응급실 32

명, 정맥주사팀 30명, 중환자실(2개 부서) 31명이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84명(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3.37±

6.06세로 25~51세로 다양하였다. 20대가 65명(34.8%), 30대가 90명

(48.1%), 40대가 29명(15.5%), 50세 이상 3명(1.6%)으로 조사되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111명(59.4%), 기혼이 76명(40.6%)이였다. 종교는 

없는 사람이 103명(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41명(21.9%), 

천주교 31명(16.6%), 불교 12명(6.4%) 순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

학교 졸업이 116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65명(34.8%), 박사 

4명(2.1%), 전문대 졸업이 2명(1.1%)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임상 경력은 평균 10.15±5.81년이였고 3~28년으로 다양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가 171명(91.4%)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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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8명(84.5%)로 가장 많았다. 부서 이동

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122명(65.2%)이였고 65명(34.8%)의 

간호사는 부서이동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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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s) 

 

Mean±SD 

33.37±6.06 

~ 29 65 34.8 

30 ~ 39 90 48.1 

40 ~ 49 29 15.5 

50 ~ 3 1.6 

Gender 
Male 3 1.6 

Female 184 98.4 

Marital Status 
Single 111 59.4 

Married 76 40.6 

Religion  
None 103 55.1 

Christianity 41 21.9 

Catholicism 31 16.6 

Buddhism 12 6.4 

Education 
3 years diploma 2 1.1 

Bachelor’ degree 116 62.0 

Master’s degree 65 34.8 

Doctor’s degree 4 2.1 

Clinical career 

(years) 

 

Mean±SD  

10.15±5.81 

 

> 5 39 20.9 

5≤ ~ <10 60 32.1 

10≤ ~ <15 51 27.3 

≤15 3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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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 

(N=187) 

Variables Categories n (%) 

Clinical career in  

current department 

(years)  

 

Mean±SD 5.21±4.063 

≤1 23 12.3 

1< ~ ≤5 94 50.3 

5< ~ ≤10 44 23.5 

>10  26 13.9 

Type of duty 
3 Shift work 171 91.4 

Fixed work 4 2.1 

Others 12 6.4 

Position 
Staff Nurse 158 84.5 

Charge Nurse 18 9.6 

Clinical Nurse specialist 8 4.3 

Others 3 1.6 

Type of 

nursing unit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 31 16.6 

Cancer care Unit 32 17.1 

General nursing care unit 31 16.6 

Emergency Room 32 17.1 

Intravenous Team 30 16.0 

Intensive Care Unit 31 16.6 

Experience of changing  

department  

Yes 122 65.2 

no 65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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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표준점수의 상, 중, 하 

구분은 다음과 같다(Table 4). 세 가지 하위개념의 평균은 공감만족 

30.86±6.50점, 공감피로 중 소진은 29.44± 5.22점, 공감피로 중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24.55±6.47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간만족과 공감피로의 점수를 Stamm(2010)의 매뉴얼에 따라 표준

점수 25%미만 집단은 하위집단, 25~75% 미만은 중위 집단, 75% 이상

은 상위집단으로 나누어 하, 중, 상으로 구분한 결과 전문직 삶의 질이 

긍정적 개념인 공감만족이 높은 집단(상)은 전체의 2.7%이고 중위 집단

이 87.2%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개념인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가 중증도 이상인 집단은 소진의 경우 91.4%,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61.5%로 나타났다.   

 Table 4.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N=187) 

Variables Min Max 
Mean 

(SD) 

High Average Low 

n(%) 

Compassion 

Satisfaction 
 13 44 30.86±6.50 

5 

(2.7) 

163 

(87.2) 

19 

(10.2) 

Compassion 

Fatigue 

Burnout 17 40 29.44±5.22 0 
171 

(91.4) 

16 

(8.6) 

STS** 11 42 24.55±6.47 
2 

(1.1) 

113 

(60.4) 

72 

(38.5) 

* Min 10 - Max 50 

** STS: Secondary traumat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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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근무환경은 총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

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한다.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인지는 다음과 같다(Table 5). 총 점수는 평균 2.66±0.41 

점이고 5개 하부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3.05±0.41점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

지’ 2.80±0.59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2.61±0.59점, ‘병

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2.45±0.50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18±0.6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5.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Min Max M±SD Range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1.95 2.95 2.45±0.50 

1-4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2.64 3.46 3.05±0.41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2.02 3.20 2.61±0.59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1.52 2.84 2.18±0.66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2.21 3.39 2.80±0.59 

Total 2.25 3.07 2.6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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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만족, 공감피로(소진, 이차 외

상성 스트레스)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대상

자의 공감만족은 교육 정도(F=6.50, p= 0.000)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석사학위의 간호사가 대학교 졸업자보다 공감만족이 높게 나타

났다. 공감피로에 해당하는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부서 이동 경험

(t=2.06, p= 0.041)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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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CS* 
x²/F 

(p) 
Burnout 

x²/F 

(p) 
STS** 

x²/F 

(p) 

Age 

(years) 
~ 29 65 30.06±5.66 

0.86 

(.463) 

29.57±4.74 

0.65 

(.583) 

23.62±5.61 

1.38 

(.251) 
30 ~ 39 90 30.91±6.95 29.84±5.46 24.80±6.81 

40 ~ 49 29 32.31±6.91 27.86±5.38 25.34±6.67 

50 ~ 3 32.33±5.51 29.67±6.03 29.67±10.69  

Gender Male 3 
35.67±3.21 

2.55 

(.110) 

23.67±4.73 
-2.13 

(.162) 

23.33±6.66 
-0.32 

(.779) Female 184 
30.78±6.51 29.53±5.18 24.57±6.48 

Marital 

Status 

Single 111 
30.59±6.38 

-0.66 

(.512) 

29.68±5.46 
0.77 

(.444) 

24.32±6.53 
-0.44 

(.662) Married 76 
31.24±6.69 29.09±4.84 24.78±6.55 

Religion  
None 103 30.21±6.46 

0.78 

(.509) 

29.28±5.46 

0.83 

(.480) 

24.50±6.67 

0.66 

(.578) 

Christianity 41 31.68±6.99 28.76±4.78 25.32±6.10 

Catholicism 31 31.42±5.68 30.55±5.25 24.55±6.22 

Buddhism 12 32.08±7.22 30.25±4.33 22.33±6.79 

Education 3years 

Diploma
a
 

2 32.50±2.12 

6.50 

(.000) 

b<c 

27.50±3.54 

1.13 

(.339) 

30.50±7.78 

1.27 

(.288) 

Bachelor
b
 116 29.31±6.11 29.97±4.98 24.12±5.97 

Master
c
 65 33.55±6.39 28.55±5.50 25.22±7.21 

Doctor
d
 4 31.00±7.70 29.25±7.41 21.25±6.65 

Clinical 

career 

(years) 

> 5
a
 39 29.54±5.78 

1.96 

(.122) 

 

29.46±5.28 

0.76 

(.518) 

22.95±6.56 

1.54 

(.207) 

5≤ ~ <10
b
 60 29.95±6.17 30.20±4.82 24.50±5.90 

10≤~<15
c
 51 32.00±7.30 29.06±5.40 24.71±6.58 

15~≥
d
 37 32.14±6.29 28.70±5.56 26.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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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                                     (N=187) 
 

Variables Categories n CS* 
x²/F 

(p) 
Burnout 

x²/F 

(p) 
STS** 

x²/F 

(p) 

Clinical  

career in  

current  

department 

(years) 

≤1 
23 29.22±6.34 

1.39 

(.247) 

31.04±4.80 

1.27 

(.285) 

25.13±4.61 

0.12 

(.947) 

1< ~ ≤ 5 
94 30.76±6.12 29.22±5.75 24.30±6.94 

5< ~ ≤10 
44 30.70±6.32 29.75±4.73 24.75±6.40 

>10  
26 32.92±7.96 28.27±4.07 24.62±6.54 

Type 

of duty 

3Shift work 
171 30.77±6.31 

0.49 

(.614) 

29.27±5.20 

1.36 

(.260) 

24.41±6.32 

1.03 

(.360) 

Fixed work 
4 34.00±10.20 29.25±3.30 29.00±6.48 

Others 
12 31.08±8.07 31.83±5.75 25.08±8.40 

Position Staff Nurse 
158 30.36±6.23 

2.29 

(.079) 

29.43±5.28 

0.35 

(.791) 

24.35±6.26 

0.71 

(.550) 

Charge Nurse 
18 34.00±6.20 30.11±5.68 25.83±7.28 

Advanced  

practice nurse 8 33.75±9.36 27.88±2.42 24.00±8.94 

Others 
3 30.33±10.02 30.00±6.08 28.67±6.43 

Experience  

of changing  

department  

Yes 122 30.99±6.57 
0.40 

(.693) 

29.54±5.32 
-0.37 

(.710) 

25.20±6.70 
2.09 

(.038) 
No 65 30.60±6.39 29.24±5.05 23.22±6.02 

 

*CS: compassion satisfaction ** STS: secondary traumatic stress  

a, b, c, d :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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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근무환경의 총 점수와 5개 하부영역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간호근무환경 인지에서 총 점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는 현부서 경력(F=2.81, p=0.041), 

지위(F=4.47, p=0.005)였다.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지위에서 전문간

호사가 책임간호사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개의 하부영역별로 보면‘병원 운영에 간호사 참여’에서는 유의한 

변수는 지위(F=4.68, p=0.004)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보다 전문간호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에서 유의한 변수는 현부서 임상경력(F=3.09, 

p=0.028)이였고,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 관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에서 현부서 

경력(F=3.61, p=0.014), 이동경험(t=2.05, p=0.042)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영역에서는 

근무형태(F=14.64, p=0.002), 지위(F=7.80, p=0.000)가 유의하게 나

타난 변수였고, Scheffe 사후 검정결과 근무형태는 3교대가 기타 근무형

태보다 점수가 높았고, 지위는 일반, 책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보다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Table 7.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Variables Categories n X1 
x²/F 

(p) 
X2 

x²/F 

(p) 
X3 

x²/F 

(p) 
X4 

x²/F 

(p) 
X5 

x²/F 

(p) 
Total 

x²/F 

(p) 

Age(year) ~ 29 65 2.45±0.44 

0.48 

(.694) 

3.03±0.38 

0.24 

(.868) 

2.64±0.61 

1.83 

(.142) 

2.26±0.64 

1.61 

(.187) 

2.85±0.49 

0.76 

(.516) 

2.68±0.35 

0.60 

(.610) 

30 ~ 39 90 2.45±0.55 3.06±0.41 2.52±0.59 2.09±0.67 2.78±0.67 2.64±0.45 

40 ~ 49 29 2.39±0.51 3.05±0.44 2.79±0.49 2.22±0.65 2.72±0.51 2.66±0.43 

50 ~ 3 2.74±0.28 3.22±0.72 2.88±0.19 2.75±0.43 3.16±0.52 2.96±0.39 

Gender Male 3 2.70±0.46 
0.96 

(.437) 

3.29±0.27 
1.51 

(.262) 

2.77±0.38 
0.74 

(.532) 

2.25±0.50 
0.23 

(.837) 

3.16±0.52 
1.21 

(.347) 

2.90±0.30 
1.33 

(.309) 
Female 184 2.44±0.50 3.04±0.41 2.61±0.59 2.18±0.66 2.80±0.59 2.66±0.41 

Marital Status Single 111 2.45±0.51 
0.30 

(.767) 

3.06±0.40 
0.31 

(.757) 

2.65±0.58 
1.07 

(.286) 

2.17±0.64 
-0.24 

(.812) 

2.84±0.59 
1.08 

(.284) 

2.67±0.49 
0.52 

(.604) 
Married 76 2.43±0.49 3.04±0.41 2.55±0.59 2.19±0.69 2.75±0.59 2.64±0.42 

Religion  None 103 2.44±0.47 

0.12 

(.944) 

3.05±0.41 

0.102 

(959) 

2.63±0.59 

1.215 

(.306) 

2.17±0.68 

2.329 

(.076) 

2.84±0.56 

0.836 

(.476) 

2.67±0.41 

0.141 

(.936) 

Christianity 41 2.49±0.58 3.04±0.39 2.65±0.55 2.29±0.57 2.70±0.70 2.68±0.43 

Catholicism 31 2.41±0.50 3.02±0.42 2.60±0.47 1.95±0.63 2.84±0.57 2.62±0.38 

Buddhism 12 2.44±0.50 3.10±0.41 2.30±0.85 2.45±0.72 2.66±0.44 2.66±0.43 

Education 3yesr Diploma 2 2.33±0.00 

0.75 

(.520) 

2.72±0.23 

0.75 

(.522) 

2.50±0.70 

2.11 

(.100) 

2.37±0.53 

1.02 

(.382) 

2.75±0.35 

0.23 

(.870) 

2.53±0.02 

0.61 

(.607) 

Bachelor’degree 116 2.45±0.52 3.03±0.40 2.54±0.60 2.18±0.65 2.81±0.61 2.65±0.42 

Master’s degree 65 2.46±0.49 3.09±0.43 2.75±0.55 2.20±0.69 2.80±0.56 2.70±0.41 

Doctor’s degree 4 2.08±0.24 3.13±0.31 2.41±0.56 1.62±0.43 2.56±0.37 2.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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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on’t)                                   (N=187) 

Variables Categories n X1 
x²/F 

(p) 
X2 

x²/F 

(p) 
X3 

x²/F 

(p) 
X4 

x²/F 

(p) 
X5 

x²/F 

(p) 
Total 

x²/F 

(p) 

Clinical career 

(years) 
> 5 39 2.46±0.44 

0.77 

(.510) 

3.07±0.30 

0.05 

(.987) 

2.60±0.54 

0.44 

(.724) 

2.15±0.66 

0.08 

(.968) 

2.87±0.48 

0.69 

(.557) 

2.68±0.32 

0.32 

(.809) 

5≤~<10 60 2.46±0.55 3.05±0.47 2.55±0.70 2.18±.072 2.76±0.69 2.66±0.48 

10≤~<15 51 2.51±0.52 3.05±0.41 2.67±0.55 2.22±0.64 2.87±0.62 2.70±0.42 

15~≥ 37 2.34±0.48 3.03±0.42 2.66±0.53 2.17±0.62 2.72±0.49 2.62±0.39 

Clinical career in  

current 

department 

(years) 

~1 23 2.39±0.38 

2.06 

(.107) 

2.92±0.36 

3.09 

(.028) 

2.70±0.55 

0.68 

(.568) 

1.98±0.69 

3.61 

(.014) 

2.76±0.50 

1.50 

(.217) 

2.76±0.50 

2.81 

(.041) 

2~5 94 2.54±0.52 3.14±0.38 2.59±0.61 2.34±0.65 2.89±0.57 2.89±0.57 

5~10 44 2.34±0.52 2.96±0.48 2.56±0.60 2.04±0.69 2.68±0.66 2.68±0.66 

>10  26 2.37±0.51 3.02±0.38 2.73±0.54 2.05±0.51 2.74±0.61 2.74±0.61 

Type of duty 3 Shift worka 171 2.46±0.50 

1.57 

(.209) 

3.06±0.42 

0.91 

(.401) 

2.63±0.58 

1.46 

(.235) 

2.20±0.67 

0.49 

(.616) 

2.83±0.56 
3.17 

(.044) 

a>c 

2.68±0.41 

1.99 

(.140) 
Fixed workb 4 2.61±0.26 3.22±0.16 2.58±0.50 2.19±0.24 2.88±0.52 2.78±0.16 

Othersc 12 2.21±0.59 2.93±0.35 2.33±0.79 2.00±0.66 2.40±0.89 2.44±0.51 

Position Staff Nursea 158 2.45±0.48 

4.68 

(.004) 

a,b>c 

3.05±0.41 

0.91 

(.437) 

2.60±0.56 

2.60 

(.054) 

2.19±0.67 

2.55 

(.057) 

2.84±0.54 

7.80 

(.000) 

a,b>c 

2.67±.039 

4.47 

(.005) 

b>c 

Charge Nurseb 18 2.71±0.58 3.17±0.43 2.85±0.68 2.42±0.68 3.00±0.65 2.87±0.50 

Advanced practice nursec 8 1.93±0.54 2.93±0.41 2.54±0.75 1.75±0.33 1.97±0.51 2.28±0.43 

Others 3 2.33±0.44 2.89±0.38 1.89±0.51 1.67±0.58 2.25±1.09 2.36±0.53 

Experience of 

changing  

department  

Yes 122 2.47±0.54 0.91 

(.363) 

3.05±0.43 0.07 

(.944) 

2.61±0.57 -0.36 

(.972) 

2.25±0.67 
2.05 

(.042) 

2.81±0.61 0.18 

(.861) 

2.68±0.44 0.87 

(.386) no 65 2.40±0.43 3.04±0.35 2.61±0.63 2.05±0.63 2.79±0.54 2.63±0.35 

X1: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X2: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X3: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X4: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X5: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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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부서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 
  

대상자의 근무 부서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은 Table 8, 근무환경점수

는 Table 9와 같다.  

1) 전문직 삶의 질 

근무부서에 따라 공감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진(F=3.09. 

p=0.011)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F=2.40, p=0.039)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일반병동이 정맥주

사팀에 비해 소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N=187) 

Variables n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STS 

M±SD F(p) M±SD F(p) M±SD F(p)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Unita 

31 30.45±5.50 

1.90 

(.096) 

29.94±4.89 

3.09 

(.011) 

c>e 

26.61±6.88 

2.37 

(.041) 

Cancer  

Care Unit
b
 

32 29.69±5.81 30.03±5.57 24.78±7.15 

General 

Nursing  

Care Unit
c
 

31 32.16±5.90 31.19±4.99 25.13±6.59 

Emergency 

Room
d
 

32 28.53±8.81 29.20±5.23 22.38±6.50 

Intravenous 

Team
e
 

30 32.40±6.09 26.40±5.27 22.50±4.67 

Intensive 

Care Unit
f
 

31 32.06±5.72 29.81±4.41 25.90±5.92 

a,b,c,d,e,f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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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환경  

근무환경 총 점수는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

다(F=8.60, p=0.000). Scheffe 사후 검정결과 응급실(2.35±0.40)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83±0.37), 암병동(2.74±0.36), 일반병동

(2.65±0.26), 정맥주사팀(2.81±0.39)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5개의 하부영역에서는 ‘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 (F=6.82, 

p=0.000),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F=5.71, p=0.000) ‘충분한 인

력과 물질적 자원’ (F=17.21, p=0.000)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

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F=10.04, p=0.000)가 근무부서에 따라 유

의하게 다르게 나타났고,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영역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Scheffe 사후 검정결과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영역에서는 응급

실(2.05±0.50)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55±0.46), 암병동(2.54

±0.47), 정맥주사팀(2.60±0.51)보다 점수가 낮았다.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에서는 응급실(2.81±0.49)과 중환자실(2.92±0.36)이 암 

병동(3.21±0.28)보다 점수가 낮았다.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의 경우 응급실(1.83±0.48)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92±0.47)

과 정맥주사팀(2.39±0.52)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암 병동(1.87±0.61)

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92±0.47)과 정맥주사팀(2.39±0.52)보

다 점수가 낮았다. 일반병동(1.93±0.64)과 중환자실(2.09±0.55)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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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92±0.47)보다 점수가 낮았다. ‘간호관리자

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영역에서는 응급실(2.28±0.61)

이 암 병동(3.02±0.58), 정맥주사팀(3.01±0.42), 중환자실(2.85±

0.43)보다 낮았다.  

근무환경 총 점수에서는 응급실(2.35±0.40)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2.83±0.37), 정맥주사팀(2.81±0.39), 암 병동(2.74±0.36)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문항들을 부서별로 차이는 Table 10과 같다.‘병원운영에 간

호사 참여영역’총 9문항 중 5문항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력개

발 및 발전의 기회가 있다(F=4.28, p=0.001)’와‘간호부장은 다른 부

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한 권력과 귄위를 가진다(F=17.21, 

p=0.000)’  문항은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응급실이 정맥주사팀, 암 

병동,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눈

다(F=6.89, p=0.000)’ 문항은 응급실이 정맥주사팀, 암 병동, 일반병

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가 정책결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F=4.15, p=0.001)’항목은 암 병동, 일반

병동보다 낮았고‘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F=10.14, p=0.000)’항목

에서 응급실이 모든 부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영역의 총 9문항 중 5문항이 부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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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

학이 있다(F=2.33, p=0.044)’,‘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

께 일한다(F=2.86, p=0.017)’,‘간호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학에 기

초한다(F=4.50, p=0.001)’,‘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

이 업데이트 된다(F=4.63, p=0.001)’,‘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

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한다(F=11.78, p=0.000)’에 

응급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

원’영역의 4문항은 모두 부서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으며,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병동이 다른 병동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영역은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한다(F=3.01, p=0.012)’문항이 유

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Scheffe 사후검정결과 응급실이 일반병동보다 낮

게 나타났다.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영역도 

4문항 모두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이 응급

실 다른 부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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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N=187) 

Variables n X1 
F 

(p) 
X2 

F 

(p) 
X3 

F 

(p) 
X4 

F 

(p) 
X5 

F 

(p) 
Total 

F 

(p)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Unita 
31 2.55±0.46 

6.83 

(.000) 

d<a,b,c,e 

3.19±0.38 

5.71 

(.000) 

d<a,b,e 

2.64±0.51 

2.07 

(.0.71) 

2.92±0.47 

17.21 

(.000) 

b,d<e 

a>b,c,d,f 

 

2.71±0.64 

10.04 

(.000) 

d<all 

2.83±0.37 

8.60 

(.000) 

d<a,b,c,e 

Cancer  

care Unitb 
32 2.54±0.47 3.21±0.28 2.53±0.63 1.87±0.61 3.02±0.58 2.74±0.36 

General nursing  

care Unitc 
31 2.48±0.38 2.99±0.20 2.94±0.40 1.93±0.64 2.79±0.39 2.65±0.26 

Emergency  

Roomd 
32 2.05±0.50 2.81±0.49 2.48±0.53 1.83±0.48 2.28±0.61 2.35±0.40 

Intravenous  

Teame 
30 2.60±0.51 3.16±0.41 2.64±0.58 2.39±0.52 3.01±0.42 2.81±0.39 

Intensive Care 

Unitf 
31 2.34±0.42 2.92±0.36 2.49±0.74 2.09±0.55 2.85±0.43 2.57±0.35 

 

X1: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X2: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X3: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X4: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X5: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a,b,c,d,e,f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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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rsing Work Environment items by departments                                                       (N=187) 

Dimensions and items 

NCIUa 

(n=31) 

Cancerb 

(n=32) 

Generalc 

(n=31) 

ERd 

(n=32) 

IVe 

(n=30) 

ICUf 

(n=31) 
F 

p 

(Scheffe) 

M±SD M±SD M±SD M±SD M±SD M±SD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Career development/clinical ladder opportunity. 3.10±.60 3.06±.67 3.16±.64 2.50±.72 3.07±.69 2.94±.63 4.28 
.001 

d<a,b,c,e 

Opportunity for staff nurses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2.35±.66 2.50±.92 2.45±.72 1.78±.75 2.40±.62 2.19±.70 4.15 
.001 

d<b,c 

A director of nursing highly visible and accessible to staff. 1.90±.60 1.56±.67 1.71±.59 1.69±.64 1.83±.70 1.68±.75 1.06 .385 

A chief nursing executive equal in power and authority to other top level 

hospital executives 
2.84±.69 2.91±.64 2.81±75 2.00±.84 2.93±.69 2.35±.66 8.81 

.000 
d<a,b,c,e 

Many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of nursing personnel. 2.84±.58 2.91±.53 2.84±.45 1.97±.65 2.73±.74 2.61±.72 10.14 
.000 

d<all 

An administration who listens to and responds to employee concerns. 2.29±.74 2.25±.84 2.48±.63 2.03±.74 2.50±.63 2.19±.83 1.81 .113 

Staff nurses are involved in the internal governance of the hospital. 2.58±.85 2.19±.78 2.55±.62 2.19±.64 2.47±.73 2.26±.73 1.94 .090 

Staff nurses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on hospital and nursing 

department committees. 
2.52±.72 2.22±.79 2.42±.92 1.97±.86 2.17±.79 2.10±.75 1.99 .083 

Nursing administrators consult with staff on daily problems and 

procedures. 
2.94±.77 3.16±.68 3.00±.63 2.34±.87 3.27±.64 2.77±.56 6.89 

.000 
d<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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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rsing Work Environment items by departments (con’t)                                     (N=187) 

Dimensions and items 

NCIUa 

(n=31) 

Cancerb 

(n=32) 

Generalc 

(n=31) 

ERd 

(n=32) 

IVe 

(n=30) 

ICUf 

(n=31) 
F 

p 

M±SD M±SD M±SD M±SD M±SD M±SD (Scheffe)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Active staff development 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nurses. 3.19±.60 3.09±.69 3.23±.56 2.88±.79 3.17±.70 2.87±.72 1.71 .135 

High standards of nursing care are expected by the administration. 3.58±.56 3.53±.67 3.58±.50 3.44±.72 3.30±.70 3.16±.69 2.15 .062 

A clear philosophy of nursing that pervades the patient care environment. 3.00±.58 3.06±.44 2.74±.63 2.56±.91 2.93±.74 2.87±.67 2.33 .044 

Working with nurses who are clinically competent. 3.23±.43 3.28±.46 2.87±.43 3.09±.69 3.30±.60 3.06±.57 2.86 .017 

An active quality assurance program. 2.97±.55 2.78±.61 2.94±.44 2.66±.70 3.00±.69 2.71±.64 1.75 .127 

A preceptor program for newly hired RNs. 3.55±.51 3.84±.37 3.61±.50 3.56±.67 3.77±.43 3.61±.50 1.77 .120 

Nursing care is based on a nursing, rather than a medical model. 3.26±.51 3.16±.77 3.13±.67 2.56±.95 3.00±.59 2.71±.78 4.50 
.001 

a>d 

Written, up-to-date nursing care plans for all patients. 3.16±.64 3.03±.78 2.74±.73 2.53±.80 3.13±.68 2.58±.72 4.63 
.001 

a>d 

Patient care assignments that foster continuity of care. 2.84±.73 2.84±.63 2.81±.54 1.84±.77 2.87±.68 2.68±.54 11.78 
.000 

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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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rsing Work Environment items by departments (con’t)                                              (N=187)       

Dimensions and items 

NCIUa 

(n=31) 

Cancerb 

(n=32) 

Generalc 

(n=31) 

ERd 

(n=32) 

IVe 

(n=30) 

ICUf 

(n=31) 
F 

p 

(Scheffe) 

M±SD M±SD M±SD M±SD M±SD M±SD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Adequate support services allow me to spend time with my patients. 3.23±.76 1.97±.82 2.16±.73 1.88±.75 2.20±.71 2.23±.88 12.07 
.000 

a>all 

Enough time and opportunity to discuss patient care problems with 

other nurses. 
2.71±.46 2.50±.92 2.52±.77 2.09±.78 2.70±.70 2.26±.73 3.42 .006 

Enough registered nurses to provide quality patient care. 2.81±.70 1.44±.62 1.68±.79 1.59±.67 2.37±.93 1.90±.75 15.34 

.000 

a,e>b,c,d 

a>f 

Enough staff to get the work done. 2.90±.70 1.50±.62 1.97±.80 1.66±.75 2.30±.70 1.97±.71 15.51 

.000 

a,e>b,d 

a>c,f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Functional collaboration (joint practice)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2.81±.48 2.66±.70 3.06±.51 2.50±.62 2.63±.49 2.65±.88 3.01 
.012 

c>d 

A lot of teamwork between nurses and doctors. 2.61±.56 2.66±.60 2.84±.52 2.44±.80 2.73±.78 2.42±.81 1.78 .120 

Physicians and nurses have good relationships. 2.55±.62 2.25±.84 2.74±.51 2.53±.62 2.57±.68 2.42±.76 1.8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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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 Nursing Work Environment items by departments (con’t)                                                  (N=187) 

Dimensions and items 

NCIUa 

(n=31) 

Cancerb 

(n=32) 

Generalc 

(n=31) 

ERd 

(n=32) 

IVe 

(n=30) 

ICUf 

(n=31) 
F 

p 

M±SD M±SD M±SD M±SD M±SD M±SD 
(Scheffe

) 

A supervisory staff that is supportive of the nurses. 2.71±.78 3.03±.74 3.03±.55 2.34±.75 3.17±.59 3.06±.57 6.68 
.000 

d<bcef 

A head nurse who is a good manager and leader. 3.06±.68 3.22±.66 2.97±.55 2.03±.86 3.23±.63 2.81±.65 13.85 
.000 

d<all 

Praise and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2.74±.51 2.88±.61 2.87±.50 2.38±.79 2.90±.55 2.71±.46 3.63 
.004 

d<b,c,e 

A head nurse/supervisor who backs up the nursing staff in decision 

making, even if the conflict is with a physician. 
2.58±.81 3.00±.84 2.97±.66 2.19±.78 2.73±.69 2.81±.87 4.70 

.000 

d<b,c 

 

NCIU: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Unit        Cancer: Cancer care Unit 

General: General nursing care unit                ER: Emergency Room 

IV: Intravenous Team                          ICU: Intensive Care Unit 

 

a,b,c,d,e,f :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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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 병동, 응급실, 정맥주사 팀, 중환자실 근무부서에 따

라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부서별 차이를 파악하여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에 주요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전문직 삶의 질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만족은 국내 선행연구 중 상급종합 병원 간

호사 대상으로 한 김주희(2021)의 32.40점, 정현선(2021)의 31.41점, 

동일기관 간호사 대상으로 한 박진희(2017)의 33.07점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소진은 동일기관 상급종합병원 에서 시행한 박진희(2017)

의 연구결과 28.12점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서울시 3개 상급종합병원에

서 시행한 김주이(2016)의 연구결과 29.55점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박진희(2017)의 연구결과 26.95점, 김주이

(2016)의 연구결과 24.84점보다는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가 있는 부서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전문직 삶의 질 점수를 비교해 보

아도 공감만족은 낮아지고 소진은 올라가고,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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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양상을 동일하게 보였다.  

공감만족은 낮아지고 소진은 높아진 결과는 예기치 못한 COVID 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열악한 의료환경과 소진된 의료인의 현 상태가 반영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연구에서도 임상간호사들이 COVID 19와 관

련한 치료지침 부족, 책임감, 건강에 대한 우려, 정서적 어려움, 스트레

스, 불면증 및 우울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chwartz, King, 

& Yen, 2020). 이전 호흡기 중후군 유행 시 간호사들이 경험했던 심리

적 고통과 피로가 COVID 19유행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Dobson et al., 2021). 이런 간호사들의 상태가 피로, 소진으로 이어지

고 있고 결국 전문직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하였

다(McMillan & Perron, 2020). 

국내에서도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에 대한 추가적은 연구를 통해 

공감만족 향상과 소진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나 요인탐색이 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COVID 19 유행과 관련하여 국내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통해 간호사들의 공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

를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 더 높게 경험한다고 한다(배연희, 이태화, 2015). 폭

언, 폭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증가와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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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Employee safety manager 운영, 직원

안전에 가치를 둔 리더십을 발휘하며 각개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다. 기관 

내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과 중재의 영향으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낮

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업무에 적응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업무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을 바탕을 공감만족이 높았고(Kim 

et al., 2010, Park, 2017) 자기개발을 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공

감만족이 높았다(유아름, 2019). 본 연구는 임상경력 3년 미만의 간호

사를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높은 점수를 기대했으나 선행연구와 비교해 

낮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교육수준에서 석사 간호사의 공감만족이 학

사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부분은 기존 연구의 결과가 지지된다. 공

감만족의 향상과 소진의 감소는 직무만족과도 이어지므로 지속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Aiken, Clarke, Sloane, Lake, & Cheney, 2009; 김주이 & 

이태화, 2016). 

외국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병동 간호사의 

공감만족이 40.5, 소진이 23.8, 공감피로가 17.5였고(Karen, Jeremy, 

& Randall, 2008), 다른 연구에서도 병동 간호사의 공감만족은 38.11, 

소진 25.10, 공감피로 25.31로 외국 간호사의 공감만족은 높고, 소진과 

공감 피로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Joana, Jose, & Barbara, 2015). 

본 연구와 국내·외 연구와의 차이가 나는 것은 환자 중증도 차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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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였고, 사후검정에서 일반 병동이 정맥주사팀보다 소진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일반 병동은 선행연구에서 암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

은 특수병동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적은 편으로 공감만족이 높다(김주

희, 2021)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부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소진이 다소 높아진 요인 탐색이 필요하다. 일반 병동

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고 1~2개의 부서로 추정하기

는 어려우나 현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업무를 위해 일반적

으로 병동 경력 간호사가 이동을 하여 수행을 하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인력 현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 시점의 일시적인 소진현상인지 일반병동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을 

위해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를 통해 일반 병동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

과 요인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소진이 발생한 간호사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지원과 함께 3교대 근로여건 향상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병동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겠다. 현 

상황은 이동을 원해도 인력부족과 환자안전이 우려되어 쉽게 이동하지 

못할 만큼 경직되어 있고 계획된 경력개발을 위한 이동도 쉽지 않은 상

태이다. 소진된 간호사들이 회복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연한 이동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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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 소진된 간호사의 선 순환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사의 소진 방지에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2. 근무환경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근무환경 평균 점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

준인 2.5점 이상이었고, 서울 소재 3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김

주이(2016)의 연구결과인 2.61점, 중소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류원 

주(2020)의 연구 2.59점보다는 높지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소연(2019)연구 2.67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근무환경인지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관리하여 조직차원에

서 시기 적절하게 그에 따른 중재와 근무환경개선, 리더십을 통한 관리

가 필요하다(Yoder, 2010). 

일반적 특성에서 근무환경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현부서 

경력과 지위였다. 사후검정결과 전문간호사가 책임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간호사 근무환경 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비교가 어렵다. 전문간호사 의 근무환경인지에 대

한 추가 연구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근무환경 점수는 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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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F=27.15, p=0.0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정맥주사팀, 암 

병동,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순으로 근무환경 점수가 높았다. 응급

실의 평균 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암 병동, 정맥주사팀보다 유

의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이 높은 응급실의 환경이 근무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한 박지

은(2020)의 선행연구에서 2.32점, 본 연구의 응급실 점수 2.35점과 비

슷하게 나왔다. (박지은, 2020) 또한 근무환경 문항분석 결과 간호의 연

속성에 대한 점수가 응급실이 모든 부서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왔는데 입

퇴실이 반복되는 응급실의 업무적인 특성이 낮은 근무환경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일 기관 선행연구보다 감소한 점수는 응급실은 COVID 

19의 감염통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업무, 잦은 지침변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영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암 병동,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점수가 가장 높은 부서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여 업무협조가 원활하

여 직무스트레스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안성희, 정선희, 유정화, 

& 이미애, 2018)도 있으나 간호사의 업무부담, 소진 직무스트레스 등이 

더 높다(이남숙 & 고명숙, 2015)는 결과도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착단계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추가 반복연구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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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필요하겠다.  

간호근무환경의 5개 하부영역의 점수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

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

근무환경을 조사한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간호조직관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김주이 & 이태화, 

2016).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다른 영역의 점수에 비해 낮지만 약간

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간호업무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와 조직차원

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과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 있는 것의 반영

이라 할 수 있겠다. 급진적인 점수상승은 어렵겠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이 

좋은 근무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관리와 국가와 조직의 전사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근무환경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3.05점, 

‘간호사 관리자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2.78점, ‘간호사

와 의사의 협력관계’  2.60점,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2.43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17점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이는 간호사들이 병원 인력과 자원의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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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는 것으로 재확인된다.  

현장의 서비스 요구도와 환자 중증도, 코로나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직차원에서 감염병 대응인력을 마련해서 운영

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장간호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

인다. 추가적인 감염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병동 인력이 이동하므로 일반병동 인력운영의 안정적이지 못

하다. 해외에서도 COVID 19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점수

를 높이기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탑 리더들의 주기적인 

현장 라운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Rosa, Schlak, & Rushton, 2020; 김

주희, 2021).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조직과 정부에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나 여전

히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인지는 높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적극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충분한 인력을 바탕으로 부서별 경력 개발과 리

프레시 차원을 위한 체계적인 이동을 위한 지원과 기반이 필요하다. 이

동과 경력개발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인력으로 인해 효용성

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역별 세부문항에서 연속적이지 않고 특수한 업무환경인 응급실이 대

부분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이며 낮은 점수를 보였다. 충분한 인력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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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자원 영역의 문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국가적인 엄격한 인력기준으로 증설되

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비해 다른 부서는 인력과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인력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겠다.(Aiken, Clarke, Sloane, 

Lake, & Cheney, 2009; 곽윤복 & 김신희, 2021; 김주이 & 이태화, 

2016; 안희영, 2021; 정은 & 정미라, 2021)  

현재의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료환경 내에서 모든 부서의 만족

도 상승과 급진전인 변화는 어려운 현실이다. 낮은 근무환경인지는 간호

사의 심리사회적 건강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지속

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들이 인지

하는 간호업무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주기 위해 기관과 간호조직 차

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병원환경에서 반복연구를 제언하고 일반 병동

을 포함한 다양한 부서를 양적 조사연구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부서별 중재전략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통한 부서 특수한 과

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현재 COVID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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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과 장기화로 접점부서에게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과 근무환경 인지를 파악하고 근무부서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 상급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188명을 대상으로 수

집하였다. 188명이 응답하였고 이중에 불충분한 답변을 한 1명의 설문

을 제외하고 최종 187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전문직 삶

의 질 ProQoL version 5와 K-PES-NWI(Korea version of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도구를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ProQoL version 5의 신뢰도 Cronbach’s 

α  .77이였고 PES-NWI의 신뢰도 Cronbach’s α .92로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은 공감만족 30.86점, 소

진 29.44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4.55점으로 나타났다. 부서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공감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소진과 이차 외

상성 스트레스에서 부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소진에

서는 Scheffe 사후검정에서 일반병동간호사가 정맥주사팀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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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근무환경 총 점수는 2.66점으로 2.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서별 점수에서 응급실을 제외한 모

든 부서는 2.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위영역 5개의 

경우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3.05점, ‘간호관리자, 리더십, 간호사

에 대한 지지’ 2.80점, ‘간호사와 의사 협력관계’ 2.61점, ‘병원운영에 간

호사 참여’ 2.45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18점 순서로 높은 점

수를 보고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현부서 경력과 지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지위의 사후검정 결과 전문간호사가 책임간호사보다 근무

환경인지를 낮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서는 응급실로 총 근무환경 평

균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암 병동, 일반병동, 정맥주사팀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와 의사협력관계’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영

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 간호관리자,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

지’,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가 미흡한 특수부서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무환경에 대해 확인하고 부서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

료환경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생겨나고 부서 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경력개발과 소진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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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소진이 높은 일반 병동간호사들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부서별

로 근무환경인지와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찾아서 간호

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근무환경인지를 높이기 위한 지속

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심이 필요하다.  

2) 간호사의 공감만족이 낮아지고 소진의 증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전문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요인탐색과 향상할 수 있

는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시스템 마련을 제

언한다.  

3) 근무환경개선을 조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부서별로 

어떤 부분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부서별 중재전략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4) 근무환경에서 일반적 특성인 지위에서 전문간호사가 하위 영역인 

‘간호관리자,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와서 

전문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더 많은 표본수로 확인하는 연구나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5)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표본 

집단에서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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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1. Permission to use ProQo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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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2. Permission to use K-PES-N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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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Research questionnaire 
 

연구 대상자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근로환경 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설문은 간호사의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의 정도, 

근로환경인지를 측정하고자 함이며 총 59 문항(전문직 삶의 질 30 문항, 

근로환경인지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작성을 위해서는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설문조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시면 소정의 감사 표시로 상품권 

5000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구대상자의 식별정보는 삭제한 후 임의의 연구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추후 연구결과를 출판할 시에도 개인식별정보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실 내에서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가 다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 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조사자료에 포함된 이름과 개인정보는 본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 연구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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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적 특성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만  _________ 세  

 

3.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대졸     ② 대학교졸     ③ 대학원 재학 중(석사)      ④ 

석사 졸       ⑤ 대학원 재학 중(박사)         ⑥ 박사 졸 

 

6. 귀하의 총 임상경력은 얼마입니까?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7. 귀하의 해당부서의 임상경력은 얼마입니까?   __________년  

_________ 개월 

 

8. 귀하의 현재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3 교대            ② 상근직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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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현재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전문간호사      ④ 기타  

 

10. 귀하의 현재 근무지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불만족인 경우)                                                 

(매우 만족인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귀하의 현재 근무 강도를 평가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낮은 경우)                                          (매우 높은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귀하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하고 싶습니까? 예 아니오 

0 1 2 3 4 5 6 7 8 9 10 

(이동하고 싶다.)                                      (이동하고 싶지 않다.) 

 

 

13. 근무지 순환한 경험은 동기부여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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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문직 삶의 질 도구 

간호사는 간호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간호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의 

문항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와 귀하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현재상태를 포함하여 지난 30 일 이내에 

느꼈던 것을 V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정말 

자주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환자들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환자를 간호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위 사람들과 잘 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환자를 간호하고 나면 

기운(활력)이 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개인적인 삶과 

간호사로서의 삶을 분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간호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밤에 잠을 설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나도 

영향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얽매여 

있는 것(옥죄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간호업무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일에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간호사로서의 내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간호하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우울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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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내가 간호한 환자들의 고통을 

내가 겪는 것과 같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를 지탱해주는 개인적 믿음 

혹은 신념을 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간호기술과 

최신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항상 바래왔던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업무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간호사로서의 업무 때문에 

소진된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가 간호한 환자들과 

그들에게 제공한 간호로 인해 

행복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끝이 없는 간호업무로 인해 

압도당한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간호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가 간호한 환자와의 안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간호하면서 겪은 일 때문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간호사로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위급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게 제공했던 간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돌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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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무환경 설문지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분한 지원서비스(직접 간호 외의 

병동업무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2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3 관리자는 간호사에 지지적이다. ① ② ③ ④ 

4 

간호사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5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일반간호사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동료간호사들과 함께 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8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RN)의 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9 

간호관리자는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10 

일반간호사가 간호부장을 만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 
① ② ③ ④ 

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13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14 

간호부장은 다른 부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한 권력과 귄위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15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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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17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이 있다. 
① ② ③ ④ 

18 

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19 

간호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결정 시에 간호사를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20 

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21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22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3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좋다. 
① ② ③ ④ 

24 

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간호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학에 

기초한다. 
① ② ③ ④ 

26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27 

간호 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8 

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 된다. 
① ② ③ ④ 

29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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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Recognition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by the Department in 

Tertiary General Hospital 
 

Kim, Hyun-l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work environment, empathic fatigue, empathic satisfaction, and burnout 

perceived by nurses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patient ca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nd maintain excellent nursing manpower to ensure the quality and 

professionalism of nursing car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burnout of nurses can be different for each 

nursing unit. It is necessary to know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and the 

perception of working environment, and to develop an intervention strategy for 

each department to motivate nurse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know the difference i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ward, cancer ward, general ward, emergency room, intravenous team, and 

intensive care unit for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was 30.86 

(±6.50) points for empathy satisfaction, 29.44 (±5.22) points for burnout, and 24.55 

(±6.47) points for secondary traumat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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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athy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F=6.50, p=0.000), and in the Scheffe post-test, 

nurses with master's degrees showed higher empathy satisfaction than university 

graduat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partment,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epartment in burnout (F=3.09, p=0.011)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F=2.37, p=0.041). In the Scheffe post-test, it was confirmed that burnout 

was higher in general ward nurses than in the intravenous injection team. 

The total score of the subject's working environment was 2.66 (±0.41), which 

was positively perceived as 2.5 or higher, and all departments except the 

emergency room were positively recognized as 2.5 or higher. In the case of five 

sub-domains,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3.05 (±0.41) points, 'nurse 

managers,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 2.80 (±0.59) points, 'Collegial nurse-

physician relations' 2.61 (±0.59) points ,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with 2.45 (±0.50) points, and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with 2.18 (±0.66) 

points, respectively.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urrent department experience (F=2.81, p=0.041) and position (F=4.47, p=0.055), 

and in the Scheffe post-test, it was found that professional nurses had a lower 

working environment than principal nurses.  

The department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partments showed 

a lower average score of the total working environment in the emergency room 

than the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ward, cancer ward, general ward, and 

intravenous injection team (F=8.60, p=0.000). Except for the 'Collegial nurse -  

physician relations' , the remaining four areas are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 'Nursing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appears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ther department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including special departments where prior research was insufficient, and 

was able to see differences between departments. 



 

 

 

 

 

 

76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departments that 

arise in various ways amid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system, and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career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burnout by department. 

 

Keywords : Nursing care integrated service ward, cancer ward, general ward, 

emergency room, intravenous team , intensive care ,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ursing work environment 

Student Number : 2008-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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