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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족 구성원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의 이

용이 보편화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의료기관 및 환자가족 측면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급성기 병원이 입원과 관련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간병 및 노인 부양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족이 아닌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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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to job involvement of caregivers in general hospital such as job stress, sleep qua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ir workpla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from March 2 to 20, 2015. 
Respondents were 182 caregivers working at four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Job stress, sleep quality, communication compe-
tence and job involvement of caregiver were measured using Likert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Results: Concentration in communica-
tion, recovery after sleep, interpersonal job stress, and health level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to the job involvement of caregivers in general 
hospital. Affective job involvement was explained positively by concentration in communication, recovery after sleep, and health level, and negatively by 
interpersonal job stress. Normative job involvement was explained positively by concentration in communication, and recovery after sleep. Conclu-
sions: Work-based programs and policies for caregivers in hospital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improve the job stress, sleep qua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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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돌봄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환자가족을 대신하여 보

수를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직종이 등장하였다[1].

간병인은 급성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간병 및 돌봄

의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자가족의 측면에서는 

간병인의 환자 간병은 환자가족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주고 그

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2]. 또한 병원 측에서 간병인은 환자 회

복을 돕는 인력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간병인의 활용은 환자가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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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부담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1], 간병인의 환자불편호

소, 불친절, 비밀누설, 비위생, 기초지식부족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3].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또는 환자의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

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족의 측면에서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간

병인이 활동하며, 급성기 병원의 입원환자 중 간병인을 이용하는 비율

은 가족간병을 포함하여 53.1%이었으며, 급성기 병원의 68.8%가 24시

간 상주형태의 개인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1]. 2010년에 전국의 

병원급 이상 1,584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간병인 이용률은 상급종

합병원 14.7%, 종합병원 13.2%, 병원 18.0%이었으며, 기관당 간병인수

는 상급종합병원 115.6명, 종합병원 34.9명, 병원 19.7명이었다[3]. 

치료 및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적정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의 직무몰입은 중요하다[4]. 그러나 간병인은 24시간 근무, 낮은 

직업안정성, 환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 수행 어려움, 숙식과 

휴식을 위한 열악한 근로환경,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

다[1,5]. 간병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직무몰입 등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간병인의 대

인관련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상태를 악화하며[6] 간병인의 질병상

태에 따라 수면 부족, 피로, 졸음, 기억력과 집중력의 감소, 초조, 긴장, 

주의력 장애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7,8].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소

진은 이직의도에 높은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9].

그러나, 간병인은 업무방식과 업무환경으로부터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간병인의 수면부족을 문제점으로 주장

하지만, 수면의 질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관계에 관한 선

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근무방식이 유사한 병원간호사의 주간수면과

다증과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10], 교대근무자의 짧은 잠, 좋지 못한 수

면의 질, 손상된 수면관련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불면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밤교대근무자에게서 더 많다. 작업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근로자의 수면의 질과 양의 개선이 요구된

다[1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24시간 순환근무가 정상적인 작업

유형으로 인식됨에 따라 작업장에서 수면관련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

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함께 인터넷과 메시지 앱

(app)은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작업과 개인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근로시간을 점차 연장시키고, 수면의 부족과 

부적절한 휴식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성과, 안전 등에 영

향을 준다[12].

의사소통은 사람들의 상황관리 능력에 대해 형성된 인상 혹은 판

단이며,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말한다[13,14]. 병원조직에서 의료인

의 의사소통 능력은 동료 직원들과 의료행위 과정에서 그리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15]. 특히 환자와의 의

사소통에서 의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대상자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환자에

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병인의 의사소통 능력 역시 환

자와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변

수가 될 수 있으며, 간병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직무성과에 대한 효과

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병원간호사의 직무몰입(job involvemen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 스트레스, 근무 형태 

등이 있다[17].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노인복지기관 근로자

의 직무스트레스[18], 병원간호사의 근무형태와 주간수면과다증[10],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15]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직무몰입을 

설명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수면의 질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

병서비스의 질 향상, 간병인의 업무 설계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직무몰입의 변이를 파악한다.

②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직무몰입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③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수면의 질 등이 직무몰입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모형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병인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업무관련, 환자관련, 대인관계, 경제

관련 등의 4개 하부요인으로, 수면의 질은 주간기능장애, 수면유지 어

려움, 수면 후 회복, 수면 만족도 등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표현력과 집중력으로 구성하였다. 간병인의 직무몰

입은 규범적 및 감성적 직무몰입으로 구성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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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업무, 근무환경 및 업무조직의 불리하고 유해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19]. 본 연구에서 직무 스

트레스는 간병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환경과 자신과의 상

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대인적, 경제적 불균형 상태로 정의하였

다. 측정도구는 Lee [5]가 간병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17개 문항을 참고

하여 업무관련, 환자관련, 대인관계, 경제관련 등에 대한 총 16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ɑ)는 0.62-0.83이었으며, 

Lee [5]는 0.82 수준이었다. 

수면의 질

수면은 변화된 의식, 비교적 제한된 감각활동, 거의 모든 근육이 의

식적으로 억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 감소 등으로 인하여 마음과 몸

이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상태(recurring state)이며, 깨어있는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활동적이고 동적인 상태[20]이며, 수면의 질(sleep qual-

ity)은 수면 경험, 수면초기의 통합적 측면, 수면유지, 수면의 양(시간), 

깨어나서 심신의 상쾌함 등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된다[21]. 수면의 부

족은 피로, 졸음, 기억력과 집중력의 감소, 초조, 긴장 등을 초래하며 

주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8].

수면의 질 측정도구는 Yi [7]이 주간기능장애, 수면유지 어려움, 수면 

후 회복, 수면 만족도 등 4개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개발한 총 2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주간기능장애, 수면유지 어려움, 수면 후 회복, 수면 만

족도 등의 내적 신뢰도는 각각 0.92, 0.86, 0.77, 0.61 등이었으며, 도구를 

개발한 Yi [7]의 연구결과(0.91, 0.69, 0.85, 0.73)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적합한 신뢰수준이었다. 

의사소통 능력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하여 형성된 판단 또는 표현이다[13]. 본 연구에서는 간

병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의료인, 환자, 환자가족 등과 대인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간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는 Rubin et al. [13]이 개발한 것을 Hur [22]가 수정 및 보완

하여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15, GICC-15)를 활용하였다. 포괄적

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 측도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

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 등 15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집중력(집중력과 역지사지 문항으로 구성)과 표현력(자기노출, 사

회적 긴장 완화, 표현력 등 12개 문항들로 구성)으로 요인화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각각 0.62과 0.80이었으며, Hur [22]에서는 0.72이었다.  

직무몰입

직무몰입은 한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에 인지적으로 열중하여 몰

두하고 관심을 갖는 정도[23] 또는 자신의 작업역할에 개인적으로 몰

입하는 정도[24]로 정의되었다. 간병인의 직무는 단순한 심부름과 의

료진의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며, 환자의 정서적 신

체적 상태를 관찰하고 지지하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서비스 직무이

지만[25], 환자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세심한 관찰과 무균 및 

감염관리 등의 전문적인 간병기술이 필요하다[1]. 본 연구에서는 간병

인의 직무몰입을 의료진, 환자, 환자보호자 등과의 관계 속에서 환자

에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인지적으로 열중하여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몰입의 측정도구는 Job Descriptive Index (JDI)를 기초로 개발

된 Lee [26]의 직무몰입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12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Lee [26]의 연구에서는 1개의 요인으로 신뢰도 계수는 

0.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가치와 보람을 느낌 문항들로 구

성) 및 감성적(즐거운 마음, 애착심, 열성적 자세 등 문항들로 구성) 직

무몰입으로 요인화되어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0.81 및 0.84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대학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

행하였다(No. MTT-2015-17). 조사대상자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조사하였으며, 임의의 연구번호를 부여하였다. 응답자는 자

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볼펜을 제공하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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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시회인구 및 직무 괸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으

며,  60세 이하가 40.0%, 61세 이상이 60%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7.1%이었으며,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가 46.7%, 고졸 이상이 53.3%

이었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하가 41.8%, 좋은 편 이상이 58.2%이었다.

대상자들의 직무특성을 보면, 간병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79.7%, 간병업무 종사경력은 5년 미만이 26.4%, 5-10년 미만이 41.8%, 10

년 이상이 31.9%이었다. 국적으로는 한국 국적인 경우가 70.3%, 조선족

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간병인은 29.7%이었다. 대부분이 개인 간병형

태로 종사하였으며, 간병일은 월평균 20일 이상 업무에 종사자가 71.4%

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3.4%, 150만 원 이상

인 경우가 56.6%이었다(Table 1).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직무몰입의 

기술통계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의 수준을 보면,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간(쉬는 시간 또는 퇴근 직후 시간)에 휴게장소에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로 보호

되어 저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사전 검증(pretest)은 일개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 10명으로부

터 실시하였으며, 용어 및 문장의 구성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도구를 

확정하였다. 조사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소

재 4개의 종합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병인력업체의 담당자의 동의 및 협조를 받아 2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전체적으로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을 설

명하고 자기기입방식(self-administered method)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6문항, 근무 특성 6문항, 직무스트레스 

16문항, 직무몰입 12문항, 수면의 질 28문항, 의사소통 능력 15문항으

로 총 83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 의사소통 능력은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척도점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

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이었으며, 수면의 질

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⓪그렇지 않다’, ‘①가끔 그렇다’, ‘②자

주 그렇다’, ‘③항상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간병인의 직무

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직무몰입 등 다항목으로 측정한 

개념변수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축소하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크론

바하 알파로(Cronbach’s alpha)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근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셋째,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변량 분산분석(one-way ANO-

VA),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통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독립변수들(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과 간병

인의 직무몰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간병인의 직무

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은 검정하였다. 

집단 간 관련성 및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정하는 유의수준은 α 

는 0.05 이하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

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ic and job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

Sex Female 182 100.0
Male 0 0.0

Age (y) ≤60 73 40.1
≥61 109 59.9

Marital status Married 104 57.1
Unmarried 78 42.9

Education ≤Middle school 85 46.7
≥High school 97 53.3

Religion Yes 100 54.9
No 82 45.1

Self rated health status Not good 76 41.8
Well 106 58.2

Education of caregiving Yes 145 79.7
No 37 20.3

Caregiver experience (y) <5 48 26.4
5-9 76 41.8
≥10 58 31.9

Nationality Korean 128 70.3
Korean-Chinese 54 29.7

Type of caregiving Individual 179 98.4
Group 3 1.6

Working days (mon) <20 52 28.6
≥20 130 71.4

Income (mon) (1,000 won) <1,500 79 43.4
≥1,500 103 56.6

Total 1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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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점, 환자관련 스트레스는 2.37점, 경제관련 스트레스는 2.50점, 대

인관계 스트레스는 1.96점 등이었다. 수면의 질의 하위 변수는 수면 만

족도 2.29점, 수면유지 어려움 1.68점, 수면 후 회복요인 1.50점이었으

며, 주간 기능장애가 0.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능력은 표현력

이 3.69점, 집중력이 4.24점이었다. 직무몰입에서는 규범적 직무몰입이 

4.58점, 감성적 직무몰입이 4.56점으로 높았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별 직무몰입의 차이

표본의 일반적 특성별로 간병인의 직무몰입 수준 차이를 분산분석

(one-way ANOVA) 또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표본에서 간병

형태에서 공동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소수(전체의 1.6%)이어서 집단

의 구분에 따른 분석이 적합하지 않아서 간병형태별 차이분석은 제외

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감성적 직무몰입의 수준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건강상태 ‘좋은편 이상’(4.74점)이 건강상태 ‘보통 

이하’(4.31점)보다 감성적 직무몰입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그러나, 연령, 배우자 유무, 교정정도, 종교 유무, 월평균 간병일수 

및 간병수입, 간병수료증 유무, 국적, 간병업무 종사기간 등의 집단별로

는 직무몰입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몰입 사이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 요인은 감성적 직무몰입과 역방향의 상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ean SD

Job stress
Job related 2.48 0.87
Patient related 2.37 0.93
Inter personal 1.96 0.70
Economic related 2.50 0.89

Sleep quality
Functional disorder in the daytime 0.56 0.53
Hard to keep sleep 1.68 0.70
Recovery after sleep 1.50 0.83
Sleep satisfaction 2.29 0.82

Communication competence
Expression 3.69 0.69
Concentration 4.24 0.72

Job involvement
Normative 4.58 0.72
Emotional 4.56 0.64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of job involvement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rmative involvement Emotional involvement

M±SD T/F value M±SD T/F value

Age (y) ≤60 4.58±0.71 0.06 4.57±0.61 0.16
≥61 4.58±0.66 4.55±0.66

Marital status Unmarried 4.59±0.63 0.55 4.56±0.63 0.45
Married 4.57±0.75 4.23±0.65

Education ≤Middle school 4.56±0.75 -0.36 4.56±0.62 0.05
≥High school 4.60±0.69 4.56±0.66

Religion Yes 4.59±0.63 0.20 4.58±0.63 0.40
No 4.57±0.82 4.54±0.65

Self rated health status Not good 4.48±0.73 -1.67 4.31±0.74 -4.77***
Well 4.66±0.70 4.74±0.48

Working days (mon) <20 4.52±0.70 -0.66 4.58±0.62 0.23
≥20 4.55±0.65 4.55±0.65

Income (mon) (1,000 won) <1,500 4.53±0.69 -0.77 4.56±0.60 -0.01
≥1,500 4.62±0.74 4.56±0.67

Education of caregiving Yes 4.59±0.67 0.42 4.57±0.64 0.46
No 4.54±0.90 4.52±0.66

Nationality Korean 4.54±0.66 -1.22 4.54±0.66 -0.70
Korean-Chinese 4.68±0.80 4.61±0.60

Caregiver career (y) <5 4.56±0.84 0.16 4.54±0.67 2.04
5-9 4.56±0.71 4.47±0.71
≥10 4.62±0.61 4.56±0.64

M±SD, mean±standard deviat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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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있었으며(r= -0.20, p< 0.01), 이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감성적 직무몰입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수면의 질에서 수면 후 회복 요인은 감성적 직무몰입과 정방향의 상

관성이 있었으며(r= 0.16, p< 0.05), 수면 만족도 요인도 규범적 직무몰

입과 감성적 직무몰입에 정방향의 상관성이 있었다(r= 0.21, p < 0.01, 

r= 0.19, p< 0.05). 이는 수면 후 회복 및 수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

적 직무몰입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집중력 요인은 감성적 직무몰입과 유의한 정방향

의 상관성이 있었다(r= 0.31, p< 0.001)(Table 4).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의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관계

간병인의 직무몰입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직무 

특성 중에서 직무몰입에 유의하게 관련된 주관적 건강상태 요인을 통

제하고,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

가하여 각 요인들의 유의성과 추가적인 설명력을 검정하였다.

규범적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관계

주관적 건강상태(모형 1)와 직무스트레스(모형 2)는 규범적 직무몰

입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었다(p> 0.05). 수면의 질(모형 3)의 ‘수면 후 

회복’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나(β = 0.24, p< 0.01), 회귀모형이 적

합하지 않았다(F =1.61, p> 0.05).

의사소통 능력을 추가한 모형(모형 4)은 적합하였으며(F =2.10, 

p< 0.05). 의사소통 능력의 집중력 요인(β = 0.22, p< 0.01)과 수면의 질의 

수면 후 회복요인(β = 0.21, p< 0.05)이 규범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때 모형의 설명력(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은 0.07이

었으며, 추가적인 설명력은 0.04로서 그 수준은 낮았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job stress, sleep qua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job involvement     

1.1 1.2 1.3 2.1 2.2 2.3 2.4 3.1 3.2

1. Job stress
1.1
1.2 0.53***
1.3 0.35** 0.34**
1.4 0.33** 0.43*** 0.37***

2. Sleep quality
2.1 0.29*** 0.39*** 0.44*** 0.38***
2.2 0.19** 0.28*** 0.13 0.24*** 0.36***
2.3 -0.08 -0.07 0.04 0.04 0.14 0.26***
2.4 -0.12 -0.03 0.03 -0.02 -0.02 0.23** 0.45***

3. Communication skill
3.1 0.05 0.10 0.04 0.02 0.04 0.12 -0.11 -0.08
3.2 0.02 0.06 -0.11 -0.05 -0.05 0.02 -0.16* -0.05 0.42***

4. Job involvement
4.1 0.07 0.11 -0.13 0.04 -0.03 0.06 0.21** -0.02 0.13
4.2 0.01 0.08 -0.20** -0.02 -0.07 0.16* 0.19* 0.04 0.31***

1.1 Job related; 1.2 Patient related; 1.3 Inter personal; 1.4 Economic related; 2.1 Functional disorder in the daytime; 2.2 Hard to keep sleep; 2.3 Recovery af-
ter sleep; 2.4 Sleep satisfaction; 3.1 Expression; 3.2 Concentration; 4.1 Normative; 4.2 Emotional.       
*p <0.05, **p <0.01, ***p <0.001.          

Table 5. Factors to normative job involvement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 (β)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elf-rated health status 0.12 0.01 0.06 0.01
Job Stress

Job related - 0.11 0.15 0.11
Patient related - 0.18 0.01 0.01

Inter personal - -0.08 -0.04 -0.03
Economic related - 0.03 -0.09 -0.05

Sleep quality
Functional disorder (daytime) - - 0.00 -0.01
Hard to keep sleep - - 0.12 0.11
Recovery after sleep - - 0.24** 0.21*
Sleep satisfaction - - 0.06 0.06

Communication competence
Expression - - - -0.00
Concentration - - - 0.22**

Adj R2 0.01 0.01 0.03 0.07
∆Adj R2 - 0.000 0.02 0.04
F-value 2.78 1.36 1.61 2.10*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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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직무몰입에 대한 영향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등은 감

성적 직무몰입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다(모형 4 기준) (수정

된 R2 = 0.24, F =5.79, p< 0.001). 각 단계별 회귀분석에서도 직무스트레

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등은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었다(각각의 

R2 변화량: 0.04, 0.02, 0.07). 모형 4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 요인

(β = -0.21, p< 0.01), 의사소통 능력의 집중력 요인(β = 0.21, p< 0.01), 주관

적 건강상태(β = 0.20, p< 0.01), 수면의 질의 수면 후 회복 요인(β = 0.17, 

p< 0.05) 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

고, 이들 요인이 직무몰입(규범적 직무몰입과 감성적 직무몰입)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검정하였다. 통제요인으로서 간병인의 주관적 건강상

태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건강이 입

원환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는 간병인에게 필

요한 기본요소임을 입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직무스트레

스는 경제관련 스트레스(2.50점), 업무관련 스트레스(2.48점), 환자관

련 스트레스(2.37점), 대인관계 스트레스(1.96점) 순으로 보통 이하 수

준이었다. 수면의 질은 수면 만족도(2.29점)는 보통 이상이었으며, 수면

유지 어려움(1.68점), 수면 후 회복(1.50점), 주간 기능장애(0.56점) 등은 

보통 이하로 낮았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은 표현력(3.69점), 집중력

(4.24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간호사와 간병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27]. 직무몰입 역시 규범적 직무몰

입(4.58점) 및 감성적 직무몰입(4.56점)의 수준이 높았다.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 요인은 감성적 직무몰입과 역방향의 상

관성이 있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직무몰입에 대하여 유의한 영

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와 병원종사자에 대한 선행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 요인

이 조직몰입에 역방향의 영향관계가 있었으며[28], 또한 병원 종사인력

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역방향의 영향을 주었다[2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 다른 인력들과 같이 병원의 간병인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도 직무몰입에 역방향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정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면의 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수면 후 회복요인은 규범적 및 감성적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주야

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고정근무자에 비

해 직무몰입 수준에 역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17]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간병인의 교대근

무 또는 야간근무의 과정에서 사물인터넷과 메시지 앱과 같은 정보통

신환경[12]이 간병인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몰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은 야간의 간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수면시간의 조절, 건강관리,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노출관리 등에 

의한 수면 회복력 확보방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간병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집중력 요인은 규범적 및 감성적 직무몰

입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었다. 간병인의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환자

의 간병서비스 요구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간병인은 환자

와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병서비스업무 몰입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 및 간호사의 환자 또는 다른 인력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과도 일치한다[15,16].

이상에서 간병인들의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 등은 그들의 직무몰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검정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종합병원에서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간병인

들의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인관계관리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 수면의 질을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방안 등의 포함여부 및 내용

을 검토하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활용하여

야 할 것이다. 첫째, 일부 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추출

된 임의표본을 활용하였다. 둘째, 많은 조사문항 수와 단어의 수준이 

연구대상자들에게(특히 다른 국적자) 적절한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였

Table 6. Factors to emotional job involvement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 (β)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Self-rated health status 0.34*** 0.30*** 0.27*** 0.20**
Job Stress

Job related 0.24 0.18 0.13
Patient related 0.03** 0.01 0.01

Inter personal -0.26** -0.23** -0.21**
Economic related -0.05 -0.08 -0.03

Sleep quality
Functional disorder (daytime) 0.01 -0.00
Hard to keep sleep 0.15 0.13
Recovery after sleep 0.21** 0.17*
Sleep satisfaction -0.09 -0.09

Communication competence
Expression 0.14
Concentration 0.21**

Adj R2 0.11 0.15 0.17 0.24
∆Adj R2 - 0.04 0.02 0.01
F-value 22.74*** 7.28*** 4.77*** 5.79***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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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간병인은 환자, 가족, 의료진 등과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직무스트레스의 대인관계는 

이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활용에

서 어려움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병인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수면의 질,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

정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서울과 경기지역 4개 종합병원의 간병인 182

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간병인의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대

인관계직무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의 집중력, 수면 후 회복요인 등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병인의 직무몰입 향상에 의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활용 가능하다. 이에 간병인의 환자에 대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간병인에 해당하는 근무조건을 마련

하고,  건강검진과 간병인 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제도적 관리

를 통하여 간병인 건강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의 완화 및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방법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의

사소통 능력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병인의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 간병제도 또는 12

시간, 8시간 교대근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면환경 개선을 위해 

매트리스, 베게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간에 햇빛의 노출과 야간의 

소음이나 빛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노력 등의 수면위생교육과 의료진

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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