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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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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Job Stress of Pediatric Nurses: Focusing on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Eunyoung Hong1, Yun-Jeong Ya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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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and job stress of pediatric nurses were examined. Fac-
tors affecting job stress of pediatric nurses were also investigated. Methods: The study was done between June and September 2014, with a con-
venience sample of 145 nurses from 3 advanced general hospitals, 5 general hospitals and 2 children’s hospital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sed using SPSS version 18.0. Results: Average levels of self-efficacy,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were similar to other 
general nurses and the average level of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was also similar to other pediatric nurses. Job stress of pediatric 
nurs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labor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 and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job stress in pediatric nurses was emotional labor (β=0.372, p<.001). The combination of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and self-efficacy accounted for 25.4% of job stress in pediatric nurs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management strategies to decrease emotional labor and improve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s and self-efficacy are critical to 
decrease job stress for pediatric nurses. Continued development of nursing management interventions to decrease job stress in pediatric nurse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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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전방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

문인력이며,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이지만[1],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직

률이 높은 직업이다[2,3]. 의료기관은 다양한 종사자로 구성되어 협력

작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직종 간의 갈등에 의

한 스트레스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서비스

직 특유의 스트레스가 존재하며[4], 환자를 직접적으로 간호하고 환자 

보호자를 대면하며, 다른 직종 종사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5,6]. 

특히, 소아과 병동 간호사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의 질병

뿐만 아니라 각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병동에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자가 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되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호사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7,8]. 이러한 이유로 신규간호사는 소아과 병동 근무를 잘 

선택하지 않으려 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동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7]. 

가족중심 아동간호의 정의에서 핵심은 가족과 의료인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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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9],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 관계는 아동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한 토대[10]이다. 아동간호 실무에서 부모는 수동적인 수혜자나 

대리인이 아닌 환아의 선호와 기대를 표현하는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지니며[8], 아동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아동간

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너십은 아동간호실무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8].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의 관리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가족중심 간호와 파트너십의 개념합성 연구[11]에 따르면 이들 개념에

는 부모의 지식과 경험 중시하기, 간호제공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지지

하기와 임상적 심리사회적 간호에 부모의 전문지식을 통합하기와 같

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세 가지 차원별로 나타난 협동

과정은 효과적 부모-전문가 관계 형성하기,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지지

수준에 대해 부모와 협상하기, 참여적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간호에 환아부모의 기여 정도를 문서화하기로 분석되었다[13]. 그러므

로 아동간호실무에서는 아동간호사가 환아 부모와의 협력과정을 능

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환아부모와 

빈번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정노동은 업무수행을 하면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평가하

고 최선의 반응을 결정하고 적절한 감정이 표현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다[12]. 아동간호사는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환

아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빈번히 수

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친

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13],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

는 요인[14]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은 아동간호사의 직무스

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일반적이었고 아동간호사 대상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일반 간호사 대상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자기효능감 및 감성지능이 있었고[15,16],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감정노동이 있었다[17]. 이 중에서 

회귀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

능[16]과 감정노동[17]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간호사 대상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요인과 가족중심간호를 수행하는 

아동간호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 감정노동 및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파트너십을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아동간

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 감정노동 및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이 아동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감소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 감정노동,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

너십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감정노동, 아동간

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 감정노동,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

너십 및 직무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부산, 경남, 대구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및 아동전문병원에서 소

아과 병동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제한한 이유는 6개월 미만 근

무 간호사의 경우 신규간호사이거나 다른 병동에서 근무부서 이동이 

된 경우로 생각되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가 다른 소아과 병동 간호사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었기 때문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시 

검정력 .9,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3개로 설정했을 때 필

요한 최소 표본수 99를 기준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총 145부가 회수되어 이를 최종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자기효능

자기효능은 Lee, Schwarzer와 Jerusalem [18]이 개발한 한국판 일반

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로 측정된 값을 말한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8]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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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ronbach’s α=.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였다.

감정노동

Morris와 Feldman [19]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Kim [20]이 번역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감정노동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감정

노동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정도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87이었다.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Choi와 Bang [8]이 개발한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측정도구

로 측정된 점수이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상호성 9문항, 전문적 

지식과 기술 7문항, 민감성 6문항, 협력 3문항, 의사소통 4문항, 정보공

유 3문항, 조심성 2문항의 7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Choi와 Bang [8]의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9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였다.

직무스트레스

Chang 등[21]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인 24

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

정도구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

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의 총 7개 

하위영역의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Chang 등[21]의 도구개발 당시 하위영역별로 Cron-

bach’s α =.51-.82로 전체 신뢰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전

체 항목의 Cronbach’s α =  .79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Cronbach’s α =  

.51-.72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6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였으며 

부산, 경남, 대구지역의 3개 대학병원과 300병상 이상 5개 종합병원의 

소아과병동 및 2개 아동전문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일반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병원 간호부에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먼

저 구한 후,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간호사들에게 연구목적과 조사항

목, 조사대상자 기준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

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독려하

기 위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WIN 18.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서술통계로 분석하였

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ANOVA,  t-test

를 사용하였다. 이때 빈도가 30 미만인 항목이 있는 경우 비모수 

검정의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Mann 

Whitney U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변수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4)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료수

집 전에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

준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였다(심의번호: P01-201406-SB-05).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

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참여

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

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도

구는 원 개발자로부터 직접 사용허락을 받은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2 ± 6.59세로 20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5.9%, 40대가 10.3%였다. 교육수준은 전문학사 학위 

56.6%, 학사학위 43.4%였다. 미혼이 58.6%였으며, 월수입은 300만원 미

만이 65.5%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이상이 

50.3%, ‘보통’ 이하가 49.7%였다. 간호사경력은 평균 7.2 ± 5.73년으로 7년 

이상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간호사 경력은 평균 3.5 ± 3.10년으

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Table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은 평균 2.8 ± 0.31이었고, 감정노동은 

평균 3.4 ± 0.65였고 감정노동의 하위영역 중 감정노동의 빈도가 3.5 ±

0.71로 가장 높았고, 감정적 부조화가 3.2 ± 0.87로 가장 낮았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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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은 평균 3.8 ± 0.47이었고, 하위영역 

중 민감성과 정보공유가 각각 3.9 ± 0.54, 3.9 ± 0.58로 가장 높았고 협력

과 의사소통이 각각 3.6 ± 0.63, 3.6 ± 0.59로 가장 낮았다. 직무스트레스

는 평균 2.4 ± 0.25였고, 하위영역 중 직무요구가 2.7± 0.47로 가장 높았

고, 관계갈등이2.0 ± 0.33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자기효능은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감정노동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 ‘좋음’ 이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아동간호사-

환아부모 파트너십은 40대 간호사가 20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았

으며(F = 6.695, p=.035), 학사인 경우 전문학사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F =3.068, p =.003). 또한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t =1.986, 

p =.049),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월수입 300만원 미만에 비해

(t=2.623, p =.010)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이 더 유의하게 높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 SD (range)

Age (year) ≤ 29
30-39
≥ 40

78 (53.8)
52 (35.9)
15 (10.3)

30.2 ± 6.59
(21-49)

Education Diploma
Bachelor

82 (56.6)
63 (43.4)

  

Marriage status No
Yes 

85 (58.6)
60 (41.4)

  
  

Monthly income
(10,000won)

< 300
≥ 300

95 (65.5)
50 (34.5)

  

Subjective health ≤ Fair
≥ Good

72 (49.7)
73 (50.3)

  

Length of time working as a nurse 
(years)

< 3
3-7
≥ 7

37 (25.5)
43 (29.7)
65 (44.8)

7.2 ± 5.73
(0.5-28.6)

Length of time working as a 
 pediatric nurse (years)

< 3
3-7
≥ 7

70 (48.3)
60 (41.4)
15 (10.3)

3.5 ± 3.10
(0.5-2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Mean ± SD Response range

Self efficacy
Emotional labor
 Frequency of emotional display
 Attentiveness to required display rules
 Emotional dissonance

2.8 ± 0.31
3.4 ± 0.65
3.5 ± 0.71
3.4 ± 0.65
3.2 ± 0.87

1.7-4.0
1.7-5.0
1.7-5.0
2.0-5.0
1.0-5.0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Reciprocity
 Professional knowledge & skill
 Sensi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Shared information
 Cautiousness

3.8 ± 0.47
3.7 ± 0.59
3.8 ± 0.54
3.9 ± 0.54
3.6 ± 0.63
3.6 ± 0.59
3.9 ± 0.58
3.8 ± 0.77

2.7-5.0
2.4-5.0
2.0-5.0
2.5-5.0
1.7-5.0
1.8-5.0
2.7-5.0
2.0-5.0

Job stress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Job insecurity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2.4 ± 0.25
2.7 ± 0.47
2.5 ± 0.38
2.2 ± 0.57
2.0 ± 0.33
2.5 ± 0.41
2.4 ± 0.46
2.2 ± 0.39

1.7-3.4
1.8-4.0
1.5-3.5
1.0-4.0
1.0-3.3
1.3-3.8
1.0-3.7
1.0-3.0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fficacy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Job stress

mean ± SD t or F or x2 mean ± SD t or F or x2 mean ± SD t or F or x2 mean ± SD t or F or x2

Age (year)*† ≤ 29
30-39
≥ 40

2.7 ± 0.29
2.8 ± 0.35
2.8 ± 0.32

1.372
(.504)

3.3 ± 0.60
3.4 ± 0.72
3.5 ± 0.68

1.814
(.404)

3.7 ± 0.38a

3.8 ± 0.57ab

4.0 ± 0.40b

6.695
(.035)

2.4 ± 0.24
2.4 ± 0.25
2.4 ± 0.28

0.271
(.873)

Education Diploma
Bachelor

2.7 ± 0.36
2.8 ± 0.25

0.947
(.345)

3.3 ± 0.62
3.4 ± 0.70

1.075
(.284)

3.7 ± 0.45
3.9 ± 0.46

3.068
(.003)

2.4 ± 0.23
2.4 ± 0.26

1.07
(.286)

Marriage status No
Yes

2.7 ± 0.30
2.8 ± 0.33

1.492
(.138)

3.4 ± 0.61
3.4 ± 0.72

0.514
(.608)

3.7 ± 0.43
3.9 ± 0.50

1.986
(.049)

2.4 ± 0.26
2.4 ± 0.23

0.317
(.752)

Monthly income (10,000won) < 300
≥ 300

2.7 ± 0.31
2.8 ± 0.31

2.28
(.024)

3.4 ± 0.66
3.4 ± 0.65

0.384
(.701)

3.7 ± 0.44
3.9 ± 0.49

2.623
(.010)

2.4 ± 0.24
2.4 ± 0.25

0.699
(.486)

Subjective health ≤ Fair
≥ Good

2.7 ± 0.31
2.8 ± 0.32

1.13
(.263)

3.5 ± 0.65
3.3 ± 0.64

2.383
(.018)

3.7 ± 0.46
3.8 ± 0.47

0.77
(.443)

2.4 ± 0.27
2.4 ± 0.21

1.275
(.204)

Length of time working 
 as a nurse (years)

< 3
3-7
≥ 7

2.7 ± 0.31
2.8 ± 0.27
2.8 ± 0.34

0.79
(.456)

3.2 ± 0.60
3.3 ± 0.65
3.5 ± 0.67

2.695
(.071)

3.6 ± 0.38
3.8 ± 0.42
3.8 ± 0.52

2.782
(.065)

2.4 ± 0.23
2.4 ± 0.26
2.4 ± 0.25

0.298
(.743)

Length of time working 
 as a pediatric nurse (years)*

< 3
3-7
≥ 7

2.8 ± 0.30
2.8 ± 0.30
2.7 ± 0.42

1.518
(.468)

3.3 ± 0.66
3.4 ± 0.66
3.6 ± 0.61

2.478
(.290)

3.7 ± 0.45
3.8 ± 0.51
3.7 ± 0.39

0.501
(.778)

2.4 ± 0.22
2.4 ± 0.28
2.5 ± 0.20

2.312
(.315)

*Kruskal Wallis Test; †Mann 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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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자기효능은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r=.47, p< .001)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 -.31, p< .001)가 있었다(Table 4).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2, p< .001)가 있었다.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

십은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 -.32, p< .001)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

수는 자기효능, 감정노동,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의 세 변수로, 

일반적 특성 변수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가 없어 

제외되었다.

먼저,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 limit)를 살펴보았는데, 분산

팽창계수는 자기효능 1.298, 감정노동 1.029,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

트너십 1.279로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한계는 자기효능 .770, 감정노동 

.971,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771로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효능, 감정

노동,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을 투입하고 단계적 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β =.372, p< .001), 아동간호사-환아부

모 파트너십(β = -.182, p=.028), 자기효능(β = -.173, p=.037)이 합쳐져 직

무스트레스를 총 25.4% (F =17.344, p< .001)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22]에서의 2.7± 030 (4점 척도로 변환), 서울시 1개 대학병원에서 근무

하는 아동간호사 대상 연구[7]에서의 2.9 ± 0.33 (4점 척도로 변환)과 비

슷한 수준이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월수

입 300만원 이상인 군이 300만원 미만인 군보다 높았는데, Lee와 Song 

[16]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월수입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Lee와 Song [16]의 연구는 1개 대학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아

동전문병원 등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

각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수행 시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에 대해 미리 고려하지 못해 자료수집 시 근무기관을 따로 표기하

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간호사

의 자기효능감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근무기관에 따른 차

이인지 급여수준에 따른 차이인지 구분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대상자들의 감정노동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의 3.5 ± 0.85, 1개 종합병원과 1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4]에서의 3.4 ± 0.39와 비교하여 일반 간호사들과 비

슷한 수준으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아동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의 수준을 최초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에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군은 ‘건강’ 이

상인 군보다 유의하게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관적 건강상태와 감정노동을 함께 파악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워 직

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건강관련 변수와 감정노동을 파

악하는 연구는 일부 있었는데,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우울은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24] 신체화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13], 건강증진행위와 부적 상관관계[2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노동은 간호사들의 건강 및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생각되며, 향후 감정노동이 간호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

리적 지표 측정 등을 통한 객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은 Cho와 Bang [7]의 3.9 ± 0.00, Choi

와 Kim [26]의 3.8 ± 0.4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

령별로 20대의 간호사에 비해 40대 간호사의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45) 

Variables
Emotional labor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Job stress

r (p) r (p) r (p)

Self efficacy -0.15
(.078)

0.47
( < .001)

-0.31
( < .001)

Emotional labor - -0.14
(.086)

0.42
( < .001)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 - -0.32
( <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Job Stress  (N=14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43 .213 - 12.402 < .001
Emotional labor 0.139 .027 .372 5.098 < .001
Nurse parent partnership -0.096 .043 -.182 -2.222 .028
Self efficacy -0.135 .064 -.173 -2.105 .037

R2 = 25.4, F = 17.344,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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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 기혼자, 월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oi와 Kim [26]의 연구에서 연령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17, 

p =.041)가 있었던 결과와 기혼자,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아동간호사-

환아부모 파트너십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아동

간호사는 경력이 높아지면서 임상에 적응하고 결혼과 학업을 지속하

게 됨은 물론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파트너십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26], 현재까지의 국내 파트너십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에 추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로 수도권의 대학에

서 대학원과정에 재학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7]의 2.5

± 0.35, 500병상 이상 4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28]의 2.5 ± 0.38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

서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가 다

소 낮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의 직무 스

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반복 검

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감정노동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아동간호사-

환아부모 파트너십과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

이었다. 감정노동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선행연구[14]와 일치하여 아동간호사에게도 역시 감정노동이 직무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중심간호를 

지향하는 아동간호 실무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감

정노동은 주요한 고려점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가족은 감정의 중요

성을 인지하고 병동 내에서의 감정을 탐색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

는데[29], 소아과 병동에서의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조사된 연구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아동간호사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는

[30] 상황을 고려해볼 때, 소아과 병동 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아동간호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통해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

한 중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 나타난 아

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환아의 부모나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우

리나라의 소아병동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동간호사가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환아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아동간호사 업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향후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아 부모와의 협력과정을 능숙하

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증

진을 위한 중재를 개발 적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환아 부

모와의 파트너로서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간호 

실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효능감 또한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

는데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감안하

면 향후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개발시 자기효능

감 증진 전략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완화 

전략 및 자기효능 증진 전략을 포함하는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직무스트레스 감소의 효과를 측정하

는 중재연구를 적용할 것을 제언하며 추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는 일반 간

호사의 수준과 비슷하였으며 아동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선행 

아동간호사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아동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조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향후 후

속연구들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간호사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감정노동

으로 아동간호사 역시 일반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을 경험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소아과 병동 간호사들이 대상자와 환아부모와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노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며, 조직차원에서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을 완화하고 해소할 중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중심간호를 지향하는 아동간호 

실무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간호사-환아부모 파트너십 증

진을 위한 교육전략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동간호사의 직무스

트레스 감소와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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