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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인들은 건강개념에 

대한 지식의 향상과 함께 건강관리에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이때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환자 간호의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진인 간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고도의 긴장

과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소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1,2]. 간

호사들이 경험하는 소진현상은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 환자의 

죽음, 과다한 업무량, 의사 및 동료와의 갈등, 업무의 수행과정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이러한 간호사 개인의 소진은 동료 간호사의 근무의욕

과 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을 저하시

키고 환자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진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3,4].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는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이 있다. 공감피로는 간호사가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환자 곁에서 환자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발생하는 부정적 정

서인 반면, 공감만족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얻게 되는 

즐거운 감정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의 공감만족은 부정적인 감정

의 공감피로를 완충하거나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진을 줄이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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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입원 아동이 간호의 대상자이며 그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 간호

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간호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

서 어려움을 경험한다[7,8].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살

펴본 선행 연구에서도 입원 아동 어머니의 간호사정, 직접 간호, 상담 

및 교육,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아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이는 어린이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짐을 언급한 바 있다

[9,10]. 일례로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정맥천자와 같이 일상적으로 행해

지는 침습적인 처치에도 성인에 비해 간호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고, 투약 시 몸무게에 따른 약물의 미세한 용량조절에 능숙해야 한

다[11,12]. 이러한 이유들로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성인 병

동이나 중환자실, 인공신장실과 같은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는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9]. 뿐만 

아니라 중증도가 높은 부서에서 입원 아동을 간호하는 어린이병원 간

호사의 경우, 임종과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실감과 허무함, 죄

책감 등 복잡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공감피로나 소진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3].

같은 맥락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감정노동, 직무만족, 업무 스트레스, 정서노동 등으로 밝히

고 있으며, 공감피로가 소진을 증가시키고 공감만족이 소진을 감소시

키는 결과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응급

실 간호사와 혈액종양병동 및 수술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

루어졌으며[14-17], 어린이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공

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

피로, 소진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예

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

피로, 소진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의 차이를 확

인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

로, 소진 간의 관계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

로, 소진의 정도를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업

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상급 종합병원인 S대학교병원의 

어린이병원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 및 

수습 기간 중인 입사 3개월 미만의 신입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산출기준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e�ect size) .20, 유의수준(α) = .05, 검정력(1-β) = .80으로 하였을 

때 최소 191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305명을 연구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 16문항, 업무 스트레스 55문항 및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30문항

으로 총 10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업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는 Kim과 Gu[18]가 개발하고 Park과 Koh[19]에 의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5개의 요인으로 나뉘며 

구성항목은 업무량 과중 9문항,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5문항, 전

문지식과 기술부족 7문항, 대인관계상의 문제 3문항, 의사와의 대인 관

계상의 갈등 3문항,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4문항, 의료한계에 대한 심

리적 부담 5문항, 부적절한 대우 4문항,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 4문

항, 부적절한 보상 2문항,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1문항,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2문항, 업무외의 책임 2문항, 익숙하지 않은 상

황 3문항, 밤 근무 1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느끼

지 않음(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낌(5점)’의 5점 척도로 최저 55점에서 

최고 2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Koh[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이 .95

이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6이었다.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은 Figley[20]가 개발한 돌봄 제공자를 위한 

공감만족/공감피로 자가 측정도구(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를 Stamm[6]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척도 버전 

5(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

scale version 5)의 한국어 버전 중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의 하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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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

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각각 .88, .81, .75이고, Kang과 Bang[21]의 

연구에서는 .77, .72, .65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공감만족 .91, 공감피로 .79와 소진 .75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S대학교병원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H-1605-120-763) 간호부문의 자료 수집 허락을 받아 

2016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원이 직접 어린이병원의 

9개의 병동과 외래 및 수술실에 방문하여 인수 인계시간을 통해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대상자의 익명성, 자료

의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과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

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설문 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작성한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

에 사용하였으며 잠금이 가능한 서랍에 보관하여 연구원만 열람하고 

관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 스트레스,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

진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사

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

감피로, 소진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 간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평균 나이는 31.0세로, 

20-29세가 161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297명(97.4%)이 여

성, 208명(68.6%)이 미혼이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166명(54.4%)이었

다. 교육 정도는 4년제 간호대 졸이 246명(81.2%)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

사의 총 근무 경력과 현재 근무지의 근무 경력의 평균은 91.8개월과 

52.9개월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79명(91.5%)으로 가장 많았으며 

222명(73.0%)의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부서 이동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126명(41.3%)이었고 부서 이동

에 찬성하는 간호사는 227명(73.0%)이었다. 만약 현 부서에서 다른 부

서로 이동을 한다면 똑같을 것 같다고 한 대상자가 126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좋을 것 같다’ 101명(33.4%), ‘나쁠 것 같다’ 75

명(24.8%)이었다. 간호직 종사 예정 기간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 하겠

다’ 141명(46.2%),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다’ 133명(43.6%), ‘가능한 빨리 

그만두었으면 한다’ 31명(10.2%)으로 응답하였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

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 대상자가 133명

(45.7%)으로 가장 많았고 91명(31.3%)의 대상자가 자기 전공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156명(51.1%)의 간

호사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및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평균 3.56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

은 의사와의 대인관계상 갈등이 3.84점이었고, 업무량 과중 3.83점, 부

적절한 보상 3.65점 순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

하는 총 55문항 중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휴일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때(4.32점)’, ‘간호 인력의 결원 상태에서 일해야 할 때

(4.24점)’, ‘근무 중 중환자가 있을 때(4.14점)’, ‘간호업무(투약, 처치 등) 수

행 시 실수나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4.14점)’ 등이다.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의 세 가지 하위척도인 공감만족, 공감피

로, 소진의 점수는 모두 중등도 수준으로, 공감만족은 31.36점(50점 만

점), 공감피로는 27.99점(50점 만점), 소진은 31.41점(50점 만점)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전문직 삶의 질의 긍정적 개념인 공감만족이 높은 집

단(표준 점수 25% 이상)은 전체 대상자의 78.3%이고, 공감피로와 소진

은 각각 75.4%, 81.6%의 대상자에서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및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총 근무 경력과 근무 부서 이동 경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사의 총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F =3.49, p = .008), 60-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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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Max

Age (year) 22~29
30~39
40~56

161 (52.8)
103 (33.8)
 41 (13.4)

31.01±6.96 22~56

Gender Female
Male

297 (97.4)
 8 (2.6)

Marriage (n=303) Unmarried
Married

208 (68.6)
 95 (31.4)

Religion Yes 
No

166 (54.4)
139 (45.6)

Education (n=303)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9 (12.9)
246 (81.2)

18 (5.9)

Length of career (month) 3~11
12~35
36~59
60~83
84~408

 32 (10.5)
 60 (19.7)
 45 (14.8)
30 (9.8)

138 (45.2)

91.63±84.36 1~408

Length of career in present 
department (month)

3~11
12~35
36~59
60~83
84~454

 60 (19.7)
 84 (27.5)
 64 (21.0)
 38 (12.5)
 59 (19.3)

52.92±58.07 1~454

Position Staff nurse
Duty charge nurse

279 (91.5)
26 (8.5)

Night shift (n=304) Yes
No

222 (73.0)
 82 (27.0)

Change in department Yes
No

126 (41.3)
179 (58.7)

Opinion (n=301) Agreement
Disagreement

227 (75.4)
 74 (24.6)

Outcome (n=302) Good
Same
Bad

101 (33.4)
126 (41.7)
 75 (24.8)

Plans to nurse As long as possible
As long as needed
Stop as soon as possible

133 (43.6)
141 (46.2)
 31 (10.2)

Reasons for taking job (n=291) Financial aid 
Self-realization
Life at work
Major and aptitude

133 (45.7)
 33 (11.3)
 34 (11.7)
 91 (31.3)

Job satisfaction Satisfactory 
Average
Unsatisfactory

156 (51.1)
122 (40.0)

2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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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경력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3.57점으로 36~59개월 경력 간호사

의 3.6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 부서 이동 경험이 있는 간호사

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t=2.24, p = .026)(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부서 이동에 대한 의견 및 결과를 제외

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공감만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F =14.14, p < .001), 기혼일 경우

(t= -3.83, p < .001), 종교가 있는 경우(t=2.98, p = .003) 공감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나(F =3.23, p = .041), 4년제 간호대졸 간호사의 공감만족은 30.98점

으로 3년제 간호대졸 간호사의 32.8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

호사로서의 총 근무 경력(F =7.28, p < .001)과 현재 근무지의 근무 경

력이 길수록(F = 6.40, p < .001), 일반간호사보다는 근무조별 책임간호

사 이상의 경우(t= -3.40, p = .001) 공감만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현

재 밤 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t= -3.57, p = .001)와 근무 부서 이동 경

험이 있는 간호사(t=3.92, p < .001)에서 공감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가

능한 오래 간호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간호사와(F =25.35, 

p < .001), 직장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간호사가 공감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F =15.55, p < .001), 간

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았다(F =77.20, 

p < .001)(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

령, 결혼 상태, 간호사의 총 근무 경력,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연령이 낮고(F = 4.41, p = .013), 미혼인 경우(t=2.44, p = .015) 공감피로

가 높게 나타났으며, 총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 =2.54, p = .040). 그러나 3-11개월 신입 간호사의 공감

피로는 27.41점으로 12-35개월 간호사의 29.14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근무조별 책임간호사보다는 일반간호사에서(t =2.38, p = .018), 간호직 

만족도가 낮을수록(F =3.29, p = .039) 공감피로가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종

교와 현재 근무지의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

를 가진 경우(t=3.65, p < .001)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의 현재 근

무지의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소진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F =2.78, p = .027), 60-83개월 경력 간호사의 소진은 30.97점으로 36-59

개월 간호사의 31.7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 정도 간의 관계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며(r= -.07, p = .253),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록 공감피로(r= .40, p < .001) 및 소진(r= .31,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r= -.06, p = .272), 공감만족이 증가할

수록 소진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40, p < .001). 공감피로 

역시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9, 

p < .001)(Table 4).

Table 2. Job Stress and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of the Participants  (N=304)

Variables M±SD Range Min Max Top (%) Medium (%) Low (%)

Job stress (n=305)
Work load 
Role conflict of professional job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discre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with doctors 
Work-related conflict with physicians 
Limit medical care 
Inadequacy of staffing and resources 
Unsatisfactory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Lack of reward 
Unsatisfactory relationship with junior staff 
Inadequacy of work environment
Other responsibilities 
Unfamiliar situation 
Night shift

 3.56±0.50
 3.83±0.55
 3.46±0.65
 3.52±0.62
 3.59±0.78
 3.84±0.76
 3.53±0.65
 3.56±0.72
 3.51±0.83
 3.50±0.83
 3.65±1.15
 3.05±0.93
 3.01±0.83
 3.44±0.95
 3.48±0.71
 3.51±1.17

Compassion satisfaction 31.36±6.00 38 11 49 70 (23.0) 168 (55.3) 66 (21.7)

Compassion fatigue 27.99±5.45 36  7 43 62 (20.4) 167 (55.0) 75 (24.6)

Burnout 31.41±3.77 26 16 42 75 (24.7) 173 (56.9) 5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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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Job Stress and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by the Participants’  (N=3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tress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2~29
30~39
40~56

3.51±0.48
3.64±0.52
3.54±0.54

2.37
(.095)

29.78±5.41
32.64±5.55
34.34±7.36

14.14
(＜.001)

28.58±5.50
27.95±5.24
25.78±5.35

4.41
(.013)

31.25±3.75
31.58±3.65
31.63±4.21

0.32
(.724)

Gender Female
Male

3.56±0.50
3.46±0.65

0.57
(.566)

31.42±6.02
29.38±4.78

0.95
(.343)

28.03±5.41
26.50±6.99

0.78
(.434)

31.47±3.79
29.50±2.56

1.46
(.146)

Marriage 
(n=303)

Unmarried
Married

3.56±0.48
3.56±0.53

-0.02
(.987)

30.44±5.67
33.22±6.25

-3.83
(＜.001)

28.57±5.37
26.97±5.09

2.44
(.015)

31.32±3.65
31.62±4.00

-0.64
(.524)

Religion Yes 
No

3.57±0.50
3.55±0.51

0.37
(.713)

32.28±6.09
30.25±5.70

2.98
(.003)

27.96±5.45
28.02±5.46

-0.09
(.927)

32.12±3.60
30.57±3.81

3.65
(＜.001)

Education
(n=303)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48±0.65
3.56±0.48
3.68±0.35

1.04
(.356)

32.87±5.84
30.98±5.99
33.78±5.77

3.23
(.041)

27.82±6.76
28.13±5.31
26.56±4.44

0.72
(.486)

31.67±3.96
31.30±3.70
32.50±4.40

0.95
(.390)

Length of 
career
(month)

3~11
12~35
36~59
60~83
84~408

3.26±0.41
3.53±0.46
3.61±0.43
3.57±0.45
3.62±0.55

3.49
(.008)

28.75±6.18
29.36±4.63
30.78±5.44
30.47±5.35
33.21±6.26

7.28
(＜.001)

27.41±6.16
29.14±5.45
29.20±5.49
28.83±5.33
27.06±5.16

2.54
(.040)

29.88±4.55
31.51±3.08
31.93±3.77
31.73±3.14
31.49±3.93

1.64
(.164)

Length of career 
in present 
department
(month)

3~11
12~35
36~59
60~83
84~454

3.48±0.50
3.59±0.46
3.60±0.49
3.52±0.54
3.56±0.56

0.59
(.674)

29.32±6.65
30.61±5.17
31.88±5.88
30.71±5.11
34.36±6.00

6.40
(＜.001)

27.55±5.59
28.83±5.21
28.39±5.91
27.55±5.15
27.10±5.28

1.13
(.340)

30.20±4.34
31.59±3.16
31.75±3.61
30.97±3.52
32.32±4.04

2.78
(.027)

Position Staff nurse
Duty charge nurse

3.57±0.49
3.41±0.62

1.56
(.119)

31.01±5.91
35.12±5.76

-3.40
(.001)

28.22±5.30
25.58±6.46

2.38
(.018)

31.32±3.83
32.38±2.97

-1.37
(.170)

Night shift
(n=304)

Yes
No

3.54±0.47
3.61±0.58

-0.96
(.337)

30.58±5.52
33.54±6.69

-3.57
(.001)

28.33±5.49
27.09±5.30

1.76
(.079)

31.35±3.63
31.66±4.13

-0.64
(.525)

Change in
department

Yes
No

3.63±0.54
3.50±0.47

2.24
(.026)

32.93±6.09
30.25±5.69

3.92
(＜.001)

27.37±5.26
28.43±5.55

-1.69
(.092)

31.37±3.77
31.44±3.78

-0.16
(.872)

Opinion
(n=301)

Agreement
Disagreement

3.58±0.48
3.49±0.56

1.40
(.161)

30.96±6.10
32.30±5.34

-1.69
(.092)

28.02±5.56
27.77±5.11

0.34
(.735)

31.15±3.84
32.14±3.42

-1.97
(.050)

Outcome
(n=302)

Good
Same
Bad

3.61±0.54
3.52±0.47
3.55±0.51

0.84
(.443)

30.35±6.26
31.49±5.64
32.51±6.09

2.85
(.059)

28.37±5.99
27.96±5.26
27.32±4.92

0.80
(.449)

31.66±3.77
31.15±3.77
31.45±3.81

0.52
(.596)

Plans to nurse As long as possible
As long as needed
Stop as soon as possible 

3.54±0.50
3.56±0.52
3.63±0.41

0.34
(.713)

33.51±5.70
30.46±5.25
26.07±6.40

25.35
(＜.001)

27.62±5.33
28.15±5.46
28.90±5.96

0.79
(.455)

31.39±4.09
31.51±3.42
31.07±3.95

0.18
(.839)

Reason for 
taking job 
(n=291)

Financial aid 
Self-realization
Life at work
Major and aptitude

3.63±0.50
3.52±0.56
3.63±0.42
3.49±0.49

1.72
(.163)

28.87±6.01
34.58±5.62
32.79±5.44
33.04±5.15

15.55
(＜.001)

28.11±6.09
28.76±5.30
28.76±3.82
27.42±4.89

0.79
(.499)

31.07±3.86
32.45±3.78
30.91±3.86
31.66±3.58

1.54
(.205)

Job
satisfaction

Satisfactory 
Average
Unsatisfactory

3.52±0.50
3.56±0.52
3.75±0.45

2.39
(.093)

34.54±5.03
28.83±4.41
24.44±6.01

77.20
(＜.001)

27.44±5.40
28.20±5.03
30.26±6.93

3.29
(.039)

31.63±3.76
31.09±3.54
31.59±4.76

0.74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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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비교에서 차이가 있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

상자의 연령, 결혼 상태, 종교 유무, 총 근무 경력과 현재 근무지의 근무 

경력 및 직위, 근무 부서 이동 경험, 간호직 만족도의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잔차의 독립성, 선형성, 등분산성, 잔

차의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만족(β = .52), 공감피

로(β = .42), 업무 스트레스(β = .1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병원 간

호사의 소진에 48%의 설명력을 보였다(F =25.74, p < .001). 즉, 본 연구 결

과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을수

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

로, 소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점수는 3.56점(5점 만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

구로 측정한 어린이병원의 병동(4.09점)과 응급실(3.88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11,12]. 또한 

혈액종양병동(3.51점)과 종합병원(3.50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와는 스트레스 정도가 비슷하였고[14,22], 중환자실(3.70점), 응급실

(3.80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17,23]. 하

부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역은 의사와의 대인관계상 갈등, 업무량 과중과 부적절한 보상

의 순이었으며, 이는 Kim과 Suh[24]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어린이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

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것과 마찬가

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병원 간호사들이 의사나 입원 아동의 

부모와 같이 잦은 접촉을 하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주요 스트

레스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이는 혈액종양병동이

나 중환자실과 같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4,17,22,23].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연령 분포가 

20대(161명, 52.8%)에 집중되어 있고 미혼이 208명(68.6%)인 바, 비교적 

어린 나이인 어린이병원 간호사들이 의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며 많은 부서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환자 간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

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총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근무 부서 이동 경험이 있는 간호

사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 경력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어린이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2,24]. 즉, 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Table 4.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N=305)

Variables
Job stress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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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stress 1

Compassion satisfaction -.07 (.253) 1

Compassion fatigue .40 (＜.001)      -.06 (.272) 1

Burnout .31 (＜.001)      .40 (＜.001) .49 (＜.001) 1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in Children’s Hospital Nurses  (N=30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37 2.88 3.26 .001

Job stress 1.22 0.35 .16 3.48 .001

Compassion satisfaction 0.33 0.03 .52 9.93 ＜.001

Compassion fatigue 0.30 0.03 .42 9.02 ＜.001

Adj. R2=.48, F=25.7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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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동에의 참여 및 근무시간 동안 선임 간호사로서 병동을 이끌

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력 간호사들은 새로 입사하여 업무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신입간호사들을 함께 도와야 

하는 역할까지 요구되는데 이 또한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

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질문 중 개방형 문항에 답한 일부 간호사들

은 신입간호사의 증가가 업무 부담으로 느껴짐을 토로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어린이병원은 경력간호사의 부서지 이동이나 신입간호사의 

희망 근무지 선택 시 선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

과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세부 문항을 살

펴보면 ‘휴일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때’, ‘간호 인력의 결원 상태에서 일

해야 할 때’, ‘근무 중 중환자가 있을 때’, ‘간호업무(투약, 처치 등) 수행 

시 실수나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항목들이 4점 이상으로 높

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의 연

구인 Kang 등[25]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아동에게 직접

적으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상황적 특성상 처치 및 

시술에 입원 아동의 부모를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높게 인

식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

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

기 위한 놀이 활동 등의 눈높이 간호를 제공하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만족 점수는 31.4점(50점 만

점)으로 중등도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혈액종양병동, 

응급실, 수술실, 임상 및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서 30.1점에서 33.2점으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15,16,26-28].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부서 이동에 대한 의견 및 결과를 제외한 대부

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Kim 등[26]의 연구에서도 연

령이 높고, 교육 정도가 높으며 총 근무경력이 길수록 공감만족이 높

았다. 또한 Kim과 Choi[15]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길수록, 기혼 상태와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공감만족이 높았고, 종교

가 있는 경우[27], 건강하고 간호직에 대한 태도를 이상적 전문직으로 

인식한 경우와 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28]에 공감만족 정도

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는 만족감인 공감만

족을 통해 어린이병원 간호사들이 간호사 자신에게 보호 매커니즘

(protective mechanism)을 형성하여 공감피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따라서,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피로와 소

진을 줄이고 공감만족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공감피로의 점수는 28.0점(50점 만점)으로 공감만족보다는 낮았으

나 중등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여 26.2점에

서 28.2점의 점수 분포를 보인 기존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15,16,27,28]. Stamm[6]의 분류 기준에 의해 공감피로 정도를 상, 중,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공감피로가 중등도 

이상인 집단은 75.4%로 혈액종양병동, 임상 및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였으나[26-28], 수술실과 응급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공감피로의 정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15,16]. 그러나 특정한 한 부서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어린이병원의 모

든 부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와 단편적으로 비

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는 어린이병원 

간호사가 돌보는 입원 아동의 질병 및 중증도, 예후의 차이와 그러한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간호사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 총 근무 경력이 짧으

며, 일반간호사로 근무하고 간호직 만족도가 낮을수록 공감피로의 점

수가 높았다. 한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피로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만 공감피

로가 높게 나타났다[15,28].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질문

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해 볼 

때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경험하지 않고 근무경력이 짧은 어린이병원 

간호사가 의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많은 부서와 협조적

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율해야 하는 업무특성과 입원 아동의 부모를 

감당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공감피로는 위기상황이나 외상 환자들을 대면하는 직업군에서 

환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

는데[20,29], 특히 아픈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입원 아동 부모를 

함께 간호하는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공감피로를 겪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때문에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피로

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진의 점수는 평균이 31.4점(50점 만점)으로 중등도 정도를 보였는

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임상간호사(31.1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와는 유사하였으나[27], 수술실(27.3점), 응급실(28.3점)

과 중환자실(27.4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보다는 소진의 점

수가 높게 측정되었다[15,16,28]. 또한 Stamm[6]의 분류 기준에 의해 공

감만족 정도를 상, 중, 하위 집단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공감피로가 중등도 이상인 집단은 81.6%로 다양한 다른 부서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유사하였고

[15,16,27,28], 종양간호사[26]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보다는 높게 나

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종교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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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재 근무지의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미혼자와 간호사의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소진이 높았고[15], 

기혼자와 일반간호사에서 소진이 높았으며[16] 다른 연구에서는 미혼

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소진이 높

았다[28]. Lee와 Yom[27]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와 미혼인 그

룹에서 소진 정도가 높았다. 이처럼 소진은 연구 대상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계

층의 건강 요구를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므로 그 어떤 직업인

보다 소진 현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30]. 이러한 소진의 결과는 대상

자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저하시켜 이직의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환자 만족과 환자 안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므로[4]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려는 실무에서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

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피로, 소

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공감피로와 소진 간에 관계 또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11,15,16,27,28]. 한편,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 결과 공

감만족과 소진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어린이병원 간호사로서 근무경력을 쌓

아감에 따라 임상에 적응하고 학업도 병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이 

증가하고 업무에 자신감도 생기면서 공감만족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원 아동 부모와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

는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

고 유지해가는 과정 속에서 소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소진은 모든 일반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업무 스트레스, 공감만족, 공감피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소진은 업무 스트레

스와 공감피로에 의해 증가되고, 공감만족 역시 정적인 개념으로 소진

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로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간호 인력의 확보와 밤번 근무

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담 인력의 배정, 소진을 감소시키

기 위한 임상적 대안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인 제도의 마련 역시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병원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공감만

족, 공감피로와 소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질

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어린이병원 간호사 전수를 조사하여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전문적 

삶의 질 척도인 공감만족, 공감피로와 소진을 포함하여 이들 상호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중등도 이상의 업무 스트

레스를 보이고 공감만족, 공감피로와 소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등도 이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결과들

을 확인하였다.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피로, 소진 간에는 양의 상관관

계, 공감피로와 소진 간, 공감만족과 소진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공감만족이 높

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병원 간호사에

서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

아지고 공감만족 또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 프로그램, 힐링 캠프나 각종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면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그로 인한 파급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반

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업무 스트레스와 공감만족, 공감피로, 

소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어

린이병원 간호사의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를 중재하여 업무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소진을 예방하여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전략 개발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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