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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이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강정미, 김원순, 조헌하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Effects of Social Capital, Labor Intensity and Incivility on Job Burnout in
Pediatric Nurses
Jung Mi Kang, Won Soon Kim, Hun Ha Cho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labor intensity and incivility and effects the job burnout in pediatric nurses. Methods: A survey is conducted with 186 nurses working in pediatric units at 10 hospital in B, Y, K city.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1.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és 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 score of 3.31 out of 5 for the level of social capital, a score of 3.16 out of 5 on the labor intensity, and 2.20 points
on a 5 point on incivility, 4.15 points on a 7 point on job burnout. Job burnout explained 21.7% of the variance in incivility, social capital-shared
values, job satisfaction, and labor intensity.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ajor factors effecting pediatric nurses job burnout are
incivility. Thus, in order to reduce pediatric nurses job burnout are to investigate degree of incivility, it is nes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incivility and labor intensity that reduced organizational level of measures need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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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가 다른 부서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업무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 이러한 상황적 특성들로 인해 아동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일
반 성인병동이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소진과 이

아동간호사는 다양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에게 폭

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서울대학병원[4] 근무지별 간

넓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1]. 아동이 입원하게 되면 아동간호

호사 사직현황을 분석한 연구결과 전체 평균 사직률 6.6%에 비해 아

사는 아동과 보호자의 입원적응을 돕고 입원한 아동을 직접 돌보느

동간호사의 이직률은 7.9%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부서 중 가장 높은

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보호자까지 간호의 대상자이기 때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아동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 인력의

에 어떤 부서보다 소진이 높게 보고되었다[2]. 특히 입원아동 보호자의

부족을 초래하여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강도를 더욱 높여 업무과

입원 초기에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과 직접간호 영역에 대한 간호요구

부하로 인한 직무소진을 초래하고 있으나[5] 간호사의 업무강도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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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6]. 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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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의 복잡한 상호관계로 인한 갈등, 의료사고나 과실에 대한 무거
운 책무,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긴장과 주의집중으로 인해 과도한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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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7].

공하고자 한다.

특히 양질의 아동간호 제공을 위한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
너십은 아동실무영역의 핵심 사안이며[8], 부모와 간호사간의 신뢰를

연구의 목적

통한 적절한 관계 유지는 아동의 치료에 중요한 요인이다[1]. 따라서 부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및 무례함

모와의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줄 수 없다면 팀

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조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동기부여

다음과 같다.

를 높여주고 이직의도 및 소진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9]. 사회적 자

첫째,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본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협력을 촉진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둘째,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및 직무소진 정

수 있는 자본이며, 사회적 자본이 높은 간호사가 일하는 데 있어 더 많
은 행복감을 느끼며 환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무 만
족은 높아지고 소진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10]. 또한 간호사의 사
회적 자본은 조직에 대한 냉소주의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쳐 이직의
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9]. 그러나 한국에서 간호사의 사
회적 자본은 거의 연구되지 않아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 관련요인으

도를 파악한다.
셋째, 아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
례함 및 직무소진의 차이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및 직무소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직원이 상대하는 상사,
동료, 타 직종, 외부 고객 등의 모든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

용어의 정의
직무소진

한 무례한 행동이 나타난다[11]. Hutton[12]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무례

직무소진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근무태도, 업무대상자에 대한 관

함은 만연된 문제라고 주장하였고, 간호사는 선배, 환자, 보호자, 의사

심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의 증후군을

의 무례함에 대해 무조건 사과하거나 잊어버리려 노력하는 소극적인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15]이 개발한 Maslach

대응을 하거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동료간호사의

Burn out Inventory (MBI)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무례함은 간호사의 정신적 긴장을 악화시켜 직무스트레스[12]와 업무
효율성 저하,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병원경영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

사회적 자본

다[9]. 그러나 아동간호사가 환아 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한 사회구조 내에서 맺고 있는

정에서 타 부서에 비해 감정노동을 빈번히 수행하는 과정에서[14] 발생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해 얻을

하는 무례함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 있는 집합체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Lee[17]가 개발한 도구

아동간호사에게 발생하는 무례함 경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을 높여 조직몰입을 높이고 업무강도와 직
무소진을 낮춤으로 아동간호사의 인적관리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소진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이직의도, 업무스
트레스, 근무만족도, 사회적 지지, 언어적 폭력, 근무형태, 직무몰입 등

업무강도

업무강도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에 대한 양이나 세기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ang 등[18]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종합병원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신규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비

무례함

해 높은 소진과 이직의도가 보고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무례함은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한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근무

는 희소하였고, 특히 간호사의 감정적 소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

지의 규범을 위반하는 낮은 강도의 일탈된 행동이며, 타인에 대한 존

회적 자본, 무례함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강도로 인한 직무소진

중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례한 행동을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는

등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Guidroz 등[20]이 개발한 Nursing Incivility Scale (NIS)를 이용하여 측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및 무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례함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아동병동 간호조직의 인
적자원을 조직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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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설계

신뢰 5문항,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협력 5문항, 공동의 관심사에 주목하려는 인지적 측면과 목
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려는 행동적 측면의 참여는 4문항으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및 무례함이 아동간호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의

이다.

미한다. Lee[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93이었
고,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다.

연구대상
B, Y, K시 소재 아동전문병원 및 중소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6개월

업무강도

이상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무

아동간호사의 업무강도 측정도구는 Kang 등[18]이 개발한 도구를

한 간호사로 제한한 이유는 6개월 미만 간호사의 경우 신규 간호사이

Kim[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 3개의 하위영역

거나 다른 병동에서 근무부서 이동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업무시간의 절대적 길이를 연장시

응하는 과정이므로 소아과 병동 간호사만의 직무소진에 대한 생각이

키는 방식의 업무강도를 의미하는 절대적 업무강도 6문항, 업무와 시

기존의 소아과 병동간호사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

간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업무강도 강화를 의미하는 상대적 업

이다.

무강도 6문항, 임금체계와 업무조직, 인력의 유연화를 꾀하기 위한 업

본 연구에서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

무조직의 변화를 통한 업무강도의 강화를 의미하는 유연화 6문항으

여 다중회귀분석 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2, 검정력 .80, 예측변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5문항은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고 각 문항은

수 5개로 설정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200명이었으며 220부를 배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하여 210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10부를 제외한 200부를 대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상으로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71이었다.

연구도구
직무소진

아동간호사가 인식한 무례함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 측정도구는 Maslach & Jackson[15]이 개발

아동간호사의 무례함 측정도구는 Guidroz 등[20]이 개발한 간호사

한 Maslach Burn out Inventory (MBI)를 Choi[21]가 번역한 도구를 사

무례함 측정도구(Nursing Incivility Scale, NIS)를 Kim 등[13]이 번역·수

용하였다. 총 22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정서적 소모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감소 8문항으로 구

으며, 하위영역은 동료의 무례함 10문항, 상사의 무례함 7문항, 의사의

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0점에서 ‘매일’ 6점으로 Likert 7점

무례함 7문항, 환자와 환자가족의 무례함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1]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의 도구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다.

Guidroz 등[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94이었
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다.

사회적 자본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는 Lee[17]가 개발한 도구를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Hans 등[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 6개의 하위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상호관계의 속성, 개인, 부문 간

인을 받은 후(KU IRB 2016-0067) 2016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의 연결망 형태, 행위자 간의 관계 패턴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연결성 2

B, Y, K시 소재 7개 아동전문병원과 5개 종합병원의 소아과병동에서 6

문항,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지체계로 조직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석하

개월 이상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병원 간호부에

는 준거의 틀을 의미하는 공유된 가치 4문항, 개인이나 조직의 테두리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병동을 방문하여 간호사들에

안에서 상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의 틀인 규범 3문항, 상

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항목, 조사 대상자 기준을 설명하고 자발적으

대방이 나의 이익과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의

로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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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와 응답을 독려하기 위해 소정

직무소진의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을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위해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및 직무소진의 상관관계

자료 분석 방법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5) 대상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직무소진의 정도는 평
균,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받은 후 자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및

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익과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20-25
26-30
31-35
≥36
Single
Married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None
College
Bachelor
Master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3 Shifts
2 Shifts
Fixed
<100
100-300
>300
1-3
4-6
7-10
≥11
1-2
3-5
≥6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Yes
No
Economic assistance
Self actualization
Work matching
Majors and aptitude
to revive

Marital status
Religion

Education level

Clinical position

Shift work

Number of bed

Total work
experience (year)

Work experience in
pediatric nurses
(year)
Job satisfaction

Turnover plan
Reason to work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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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55 (29.6)
54 (29.0)
31 (16.7)
46 (24.7)
121 (65.1)
65 (34.9)
32 (17.2)
26 (14.0)
43 (23.1)
85 (45.7)
109 (58.6)
70 (37.6)
7 (3.8)
160 (86.0)
8 (4.3)
18 (9.7)
114 (61.3)
18 (9.7)
54 (29.0)
84 (45.2)
30 (16.1)
72 (38.7)
62 (33.3)
39 (21.0)
43 (23.1)
41 (22.0)
85 (45.2)
56 (30.1)
45 (24.2)
4 (2.2)
44 (23.7)
134 (72.0)
4 (2.2)
56 (30.1)
130 (69.9)
120 (64.5)
12 (6.5)
10 (5.4)
44 (23.7)

(N=186)
Mean± SD

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사람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0.77± 7.28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7±7.28세이고 20-25세가 55%로 많
았고, 미혼이 65.1%,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58.6%, 종교는 없다가 45.7%
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1-3년이 33.3%, 7-10년 23.1%로 많았고, 현 소아과
병동경력은 평균 3.67± 3.22년으로 1-2년이 45.2%로 많았고, 근무형태
는 3교대가 61.3%였다. 병상 수는 100병상 미만 45.2%, 300병상 초과
38.7%로였고, 직무만족은 만족이 72.0%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을 하
는 이유로 경제적인 도움이 64.5%, 전공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가
Table 2. Degree of Social Capital, Labor Intensity, Incivility, Job Burnout  (N=186)
Variables

6.74± 6.25

3.67± 3.22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이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Social capital
Network ties
Shared values
Norm
Trust
Cooperation
Participation
Incivility
Incivility from coworkers
Incivility from supervisors
Incivility from doctors
Incivility from patients or
patients' families
Labor intensity
Absolute work intensity
Relative work intensity
Flexibility
Job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Sense of personal accomplishment

Mean± SD

Minimum

Maximum

3.31± 0.53
3.54± 0.62
3.29± 0.61
3.44± 0.69
3.27± 0.69
3.45± 0.64
3.01± 0.72
2.42± 0.61
2.17± 0.64
2.14± 0.66
2.49± 0.80
2.89± 0.80

1.74
2
2
2
1
1.6
1.25
1
1
1
1
1

4.83
5
5
5
5
5
5
3.79
3.83
4
5
5

3.16± 0.31
3.22± 0.53
3.38± 0.40
2.88± 0.39
4.15± 0.77
4.44± 1.02
3.83± 1.13
4.03± 0.75

2.11
1.83
2
1.33
2.45
2.22
1
2.38

3.94
4.83
4.33
3.67
6.59
11.22
6.6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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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egories

20-25
26-30b
31-35c
≥36d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Religion
Protestanta
Catholicb
Buddhistc
Noned
Education level
Collegea
Bachelorb
MastecC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c
Shift work
3 Shiftsa
2 Shiftsb
Fixedc
Number of bed
<100a
200-300b
>300c
Total work experience (year) 1-3a
4-6b
7-10c
≥11d
Work experience in pediatric 1-2a
nurses (year)
3-5b
≥6c
Job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a
Dissatisfiedb
satisfactionc
Very satisfactiond
Turnover plan
Yes
No
Reason to work life
Economic assistancea
Self actualizationb
Work matchingc
Majors and aptitude to revived

Age

Characteristics
3.52±0.48
3.27±0.50
3.26±0.49
3.14±1.59
3.37±0.52
3.21±0.54
3.22±0.45
3.22±0.55
3.38±0.51
3.31±0.57
3.22±0.54
3.48±0.43
3.06±0.85
3.29±0.52
3.25±0.68
3.49±0.56
3.34±0.52
3.15±0.51
3.31±0.55
3.10±0.52
3.51±0.45
3.47±0.49
3.50±0.48
3.22±0.53
3.19±0.47
3.22±0.60
3.36±0.55
3.27±0.55
3.26±0.47
2.50±0.16
3.03±0.51
3.41±0.48
3.84±0.53
3.12±0.49
3.39±0.53
3.25±0.54
3.61±0.41
3.45±0.52
3.35±0.52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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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4.27 (.006)

2.07 (.105)

-3.31 ( < .001)

11.76 ( < .001) a,b,c< d

0.72 (.486)

a,c< b

a< b

d< a

Scheffé

12.82 ( < .001)

0.98 (.375)

1.09 (.339)

5.93 (.003)

0.56 (.642)

1.91 (.057)

4.78 (.003)

t or F (p)

Social Capital
3.11± 0.30 2.02 (.112)
3.19± 0.29
3.09± 0.36
3.23± 0.30
3.13± 0.31 -1.71 (.088)
3.21± 0.30
3.22± 0.29 0.44(.718)
3.15± 0.30
3.14± 0.34
3.15± 0.31
3.19± 0.32 1.56 (.211)
3.11± 0.31
3.22± 0.14
3.16± 0.31 0.24 (.371)
3.11± 0.27
3.20± 0.30
3.16± 0.31 0.99 (.371)
3.24± 0.29
3.12± 0.32
3.19± 0.32 2.66 (.072)
3.04± 0.29
3.18± 0.30
3.10± 0.32 2.99 (.032)
3.14± 0.29
3.28± 0.29
3.13± 0.31
3.11± 0.33 3.91 (.022)
3.14± 0.28
3.27± 0.29
3.40± 0.24 3.76 (.012)
3.28± 0.29
3.12± 0.31
3.09± 0.13
3.27± 0.31 3.22 ( < .001)
3.11± 0.30
3.19± 0.32 0.92 (.429)
3.17± 0.25
3.10± 0.31
3.10± 0.31

t or F (p)

Labor Intensity
Mean ±SD

Table 3.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Labor Intensity, Incivility, Job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c< a

a< c

a< c

Scheffé
1.91± 0.49
2.21± 0.55
2.37± 0.64
2.43± 0.64
2.12± 0.60
2.36± 0.59
2.27± 0.62
2.26± 0.66
2.21± 0.61
2.16± 0.59
2.23± 0.66
2.15± 0.55
2.37± 0.21
2.18± 0.61
2.18± 0.42
2.39± 0.61
2.17± 0.59
2.36± 0.60
2.23± 0.64
2.37± 0.70
2.06± 0.46
2.07± 0.50
2.00± 0.53
2.12± 0.61
2.46± 0.54
2.33± 0.66
2.10± 0.60
2.29± 0.61
2.30± 0.61
2.95± 0.18
2.55± 0.68
2.08± 0.53
1.65± 0.43
2.44± 0.67
2.10± 0.55
2.31± 0.64
2.04± 0.35
2.08± 0.45
1.98± 0.52

Mean ±SD

3.69 (.013)

3.60 ( <.001)

11.3 ( <.001)

2.50 (.085)

6.31 ( <.001)

5.75 (.004)

0.82 (.440)

0.94 (.392)

0.58 (.557)

0.35 (.789)

-2.57 (.011)

7.99 ( <.001)

t or F (p)

Incivility

d <a

c,d <a

a,d<c

b<a

a,c<d

Scheffé
4.06±0.75
4.07±0.67
4.32±0.89
4.25±0.79
4.12±0.74
4.21±0.82
4.02±0.77
4.29±0.85
4.10±0.81
4.18±0.72
4.16±0.78
4.09±0.69
4.64±1.16
4.15±0.76
4.00±0.66
4.18±0.84
4.16±0.75
4.25±0.79
4.11±0.79
4.20±0.80
4.17±0.89
4.08±0.67
4.14±0.71
4.02±0.77
4.24±0.79
4.23±0.82
4.15±0.78
4.06±0.70
4.29±0.81
4.86±0.63
4.51±0.70
4.01±0.71
4.28±1.63
4.40±0.75
4.04±0.75
4.25±0.80
3.83±0.84
3.98±0.37
4.01±0.69

Mean±SD

2.05 (.108)

3.31 ( <.001)

6.35 ( <.001)

1.13 (.323)

0.71 (.542)

0.48 (.615)

0.24 (.786)

0.18 (.834)

1.60 (.203)

1.07 (.363)

-.78 (.437)

1.18 (.316)

t or F (p)

Job Burnout

c <a

Scheffé

(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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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총 임상경력에서는 7-10년이 1-3년, 11년 이상보다, 직무만족은 매우 불
만족이 만족보다, 이직의도는 있다가 없다보다,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직무소진의 정도

큰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전공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3.31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네트워
크 연결성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다. 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소진은 직무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이 만족보다,
이직의도는 있다가 없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례함의 평균은 2.42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무례함이 2.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사의 무례함이 2.14점으로 가장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직무소진의 상관관계

낮았다. 업무강도의 평균은 3.16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상대

직무소진은 사회적 자본(r= -.16, p =.027), 업무강도(r=.30, p <.001),

적 업무강도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연화가 2.88점으로 가장 낮

무례함(r=.42, p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자본은 업

았다. 직무소진의 평균은 4.15점(7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정서적

무강도(r= -.31, p <.001), 무례함(r= -.54, p <.001)과 업무강도는 무례함

소모가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성취감 저하 4.03점, 비인간화

(r=.46, p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3.83점 순이었다(Table 2).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직무소진의
정도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직
무만족, 이직의도)과 무례함, 업무강도, 사회적 자본 7개의 하위영역을

사회적 자본은 연령, 교육정도, 병상 수, 총 임상경력, 직무만족 및 이

모두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직의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의 사후검정 결과, 연령은

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 다중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

20-25세가 36세 이상보다, 교육정도는 4년제 졸업자가 전문대학졸업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2-3.62로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한

보다, 병상 수 100-300병상이 100병상 이하, 300병상 이상보다 유의하

계(tolerance limit)는 .848-.988로 모두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게 높았다. 총 임상경력은 1-3년이 7-10년보다, 직무 만족은 매우 만족

의 문제는 없었고, Durbin-Watson은 1.964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

이 불만족보다, 이직의도는 있다가 없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업무

족하였다. 그 결과 무례함이 직무소진을 가장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

강도는 총 임상경력, 현 아동병동 근무경력,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

타났으며(β =.362, p <.001), 직무만족(β = -.159, p =.030), 업무강도(β

차이를 보였다. 업무강도의 사후검정 결과, 총 임상경력은 7-10년이 1-3
년보다, 현 아동병동 근무경력은 6년 이상이 1-3년보다, 직무만족은 만

Table 5. Factors Influencing Job Burnout in Pediatric Nurses

족이 매우 불만족보다, 이직의도는 없다가 있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Variables

다. 무례함은 연령, 결혼상태, 병상 수, 총 임상경력, 직무만족, 이직의도

Constant
40.56 16.10
Incivility
0.42
0.09
Social capital-Shared values
1.29
0.49
Job satisfaction
-4.83
2.30
Labor intensity
0.44
0.22
Adj. R² = .22, F= 39.51, p < .001

및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 무례함의 사후 검정 결
과, 연령에서 36세 이상이 20-25세, 31-35세보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미
혼보다, 병상 수는 300병상 이상이 100-300병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B

SE

(N=186)

β

t

p

.362
.188
-.159
.147

15.45
4.53
2.65
-2.10
1.99

<.001
.034
.030
.048

Table 4. Correlations among Social Capital, Labor Intensity, Incivility, Job Burnout 
Job
burnout
r (p)
Job burnout
Social capital- Total
Social capital-Network ties
Social capital-Shared values
Social capital-Norm
Social capital-Trust
Social capital-Cooperation
Social capital-Participation
Incivility
Labor intensity

66 |

1
-.16 (.027)
-.14 (.056)
-.02 (.779)
-.16 (.027)
-.14 (.056)
-.21 (.003)
-.08 (.233)
.42 ( < .001)
.30 ( < .001)

(N=186)

Social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Social
Social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capital-Total Network ties Shared values capital-Norm capital-Trust Cooperation Participation
r (p)

r (p)

r (p)

.
1
.73 ( < .001)
1
.84 ( < .001) .56 ( < .001)
.82 ( < .001) .60 ( < .001)
.89 ( < .001) .64 ( < .001)
.81 ( < .001) .67 ( < .001)
.60 ( < .001) .25 ( < .001)
-.54 ( < .001) -.48 ( < .001)
-.31 ( < .001) -.32 ( < .001)

r (p)

r (p)

r (p)

r (p)

Incivility

Labor
intensity

r (p)

r (p)

-

1
.68 ( < .001)
.66 ( < .001)
.61 ( < .001)
.51 ( < .001)
-.36 ( < .001)
-.24 ( < .001)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이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1
.72 ( < .001)
1
.65 ( < .001) .80 ( < .001)
1
.36 ( < .001) .33 ( < .001) .31 ( < .001)
-.42 ( < .001) -48 (< .001) -.56 ( < .001)
-.24 (.003)
-.32 ( < .001) -.39 ( < .001)

-1
-.28 ( < .001)
1
.30 ( < .001) .46 (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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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p =.048),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인 공유된 가치(β =.188,

측정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13]에서의 2.4점(5점 만점)과 비슷

p =.034)가 합쳐져 직무소진을 총 22.0% (F =39.51, p <.001) 설명하였다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24]에서 2.60점(5점

(Table 5).

만점)보다 낮게 인식되었다. 본 연구에서 무례함의 하위영역을 살펴보
면 환자와 환자가족, 의사, 동료간호사, 상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논

의

Kim 등[13]의 연구에서 의사, 환자와 환자가족, 동료간호사, 상사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나 대상자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간호사가 무례함을 인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업무강도, 무례함 및 직무소

식하는 주 대상자는 환자와 환자가족 및 의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논

아동 병동은 환자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하고 아동의 치료에 부모가

의하고자 한다.

동참해야 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무례함에 노출될 상황이 많

아동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는 3.31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다. 또한 병원관리자들은 환자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자들

도구로 측정한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23]에서의

의 무례함을 간과하며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아 무례함이 배려 없는

3.22점(5점 만점)보다 높았다. 이는 아동간호사들이 조직 내 구성원들

행동, 부정적인 몸짓과 같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는 것으로

이 합의한 규범을 잘 준수하며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고 구성원과 조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간호사들이 직장에서 무례함에 노

직 간의 네트워크가 강한 조직임을 의미한다[21]. 본 연구에서 사회적

출되어 있고, 간호사의 37%가 직접 무례함을 경험하였고, 12%가 무례

자본의 하위영역에서 네트워크 연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an

함을 목격하였으며, 45%는 무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

은 네트워크 연결성이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에 상호협력의 효율을 높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례함에 대한 결과는 아동간호사의 높은 이

여주거나 협력적 행동 등의 관계적 자본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직률과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므로 병원관리자는 무례함에 대한 인식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간호사는

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

아동부모와의 파트너십 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기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한 병원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은 4.15점(7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소진
을 측정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3.68점[2], 신생아 중환자실

아동간호사의 업무강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의 2.72점[26]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Yoo[26]

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24]에서의 3.09점

의 연구 대상자인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중증도가 높

(5점 만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간호사의 경우 아동 및 가족까지

고 간호업무량이 많아 소진이 높으나 간호관리료 1등급으로 인한 간호

돌보아야 하는 상황적 특성과 모든 처치 및 시술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인력의 차이로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들에 비해 소

아동에게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

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간호사의 소진의 정도가 다

로 성인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아

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각기 다른 병원환경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놀이 활동 등의 눈높이 간호를

정서와 상황[2] 및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수반하므로[1]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업무강

다. Im, & Lee[2]는 지방 아동병원이 급성기 질환의 단기입원 아동이 많

도 하위영역 중 상대적, 절대적 업무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종합

아 업무가 많으나 인력부족으로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에 힘들어하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미국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간호가 성인대상자 간호와는 달리 정

캘리포니아주의 급성기 병원 간호사 인력 기준에 의하면 간호사 대 소

맥주사 등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침습적인 처치에도 아동과 부모가 많

아병동 환자 수는 1대 4명이며, 국내에서는 청소년 병동에 대한 정확한

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야하는 차별화된

기준 및 인력현황 파악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임상현장에서는 업무

상황에서 아동간호사의 정서적 소모가 심하여 소진에 이른다고 하였

수행이 보조간호 인력으로 대체되고 간호사의 업무는 전통적 간호업

다[2].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개인적 특성에 따른 스

무 이외에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증대되어 간호 인력의 부족은 더욱

트레스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중재가 필요하며, 아동간

심화되어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상대적 업무강도는 높은 것으로 생각

호사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 등의 생물

된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경력에 맞는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이 선행

학적인 특성과 신체적 증상, 감정 등을 다루는 심리적인 방안도 모색

되고 임상현장에 투입됨으로 업무강도는 줄여주고 근무시간의 탄력

해야 한다고 하였다[27].

적 운영 등의 행정 관리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간호사가 인식한 무례함은 2.42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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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사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례함, 사회적
자본의 하위영역 중 공유된 가치, 직무만족 및 업무강도로 나타났다.
강정미, 김원순, 조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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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례함이었고 Kim 등[12]의 연구에
서 무례함이 소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간호사
가 근무지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낮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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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 관리자는 근무지의 무
례함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서로 전문직으로 인정
하고 존중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무례함에 대해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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