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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Methods: 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nurses who workjng at the university hospital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clinical length of career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explained of 42%
of compassion satisfaction, and 35% of burnout i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nurses. This indicates that developing a counseling and caring program that promote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would be beneficial to enhance their profession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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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와 접촉함으로
서 공감피로를 경험하거나 소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인을 돕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이란 특정 대상자에게 도

는 과정에서 공감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감만족은 근무

움을 주는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지각하는 삶의 질을

상황이나 환경이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더라도 계속 일을 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1]. 전문직 삶의 질은 긍정적인 측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공감피로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1-3]. 간

면인 공감만족과 부정적인 측면의 공감피로와 소진의 개념을 포함하

호사가 경험하는 공감피로는 소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공감만족은

며 세 가지 하위개념을 각각 독립적인 요소로 평가한다. 가장 바람직한

소진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공감피로, 공감만족 및 대상자의 개인

조합은 공감만족이 높고 공감피로와 소진이 낮은 것이다[1]. 간호사는

적 환경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4,5], 폭력경험[6]과 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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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현대 사회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변화

Sun Hee Song, et al.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습득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

어 다양한 환자에 대한 질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고

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도의 긴장감과 주의력은 병원내 의료진과의 협업과 불규칙한 근무 형

목적은 다음과 같다.

태 등으로 인해 타 직종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8,9].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상황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부정적인 근무
태도, 환자에 대한 대응 소실 등의 정서적인 손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0]. 간호사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곤, 우울, 불안, 이직의도 등을 측정하여 왔다
[11]. 이러한 개념들은 간호사가 간호업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을 평가하고는 있으나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주
관적인 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어 전문직 삶의 질이라는 개

첫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전문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및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전문직 삶의 질과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념이 부각하게 되었다[1].

연구 방법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려면 부정적인 요소인 소진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 중 하나로 자기
효능감이 연구되었다[12].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

연구 설계

으로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이 변화할 수

본 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

있다. 개인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소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

강증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안 중 하나이며[13],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진경험의 정도가

조사연구이다.

낮아졌으며[12}, 간호전문직 수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또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간

본 연구 대상자는 일 광역시 3개, 일 도시 1개의 대학병원에서 근무

호사의 소진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8]. 간호사의 건강증

하는 간호사이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

진행위는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하여 회귀분석의 적정 표본수는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8], 자신의 건강과 건강 역할 모델로서 환자들

0.15, 예측변수 10일 경우 최소 17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자료수집

의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과 환자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은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KNU 2016-0048)

있다[10]. 이러한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는 병원조직에도 영향을 미치

를 거쳐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

고[15], 간호사의 삶의 질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8].

여 서면으로 연구에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수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응급실[2,3,5], 중환
자실[3,16], 종양병동[11]과 보건소[17] 등 근무부서 특성에 따른 연구들

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316부였으나 불충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있었으며, 전문직 삶의 질의 하위개념 즉, 공감피로, 공감만족이 소
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다[3,4,8,10]. 전문직 삶의

연구도구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10]과 성격유형[4]을 포함한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18], 감정노동[11], 공감역량[19]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있었으나 개

자기효능감 도구는 Chen et al. [20]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

인 영향변수인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

도(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NGSE)를 Suh and Lee [21]가 번역한

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도구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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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및 전문직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하고, 총점수범위는 8-40점

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직

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7이었고,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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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0.92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
Characteristics
Gender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도구는 Walker [22]가 개발한 설문지를 Kang [23]이
새롭게 개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 대인관계

Age (y)

요인, 영양 요인, 건강책임 요인, 신체활동 요인, 스트레스 관리요인과 영
적성장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총점수범위는 24-120점이

Religion
Clinical career (y)

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전문직 삶의 질

전문직 삶의 질 도구는 Figley [24]가 개발한 도구를 Stamm [25]이

Working unit

수정 보완한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ProQoL) Version 5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이며, 공감만족 10문항, 공감피로 10문
항과 소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삶의 질은 이 세 가지의
하위개념의 점수를 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 개념

Type of working

Categories
Male
Female
< 30
30-39
40-49
≥ 50
Yes
No
<1
1-5
6-10
11-15
≥ 16
General
Special
Outpatient
Others
Shift
Non-shift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되며 부정적인 5개 문항은 역환산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하였다. 각 영역마다 총 10-50점의 점수 분포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

SD, standard deviation.

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한다[6].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2

n (%) or Mean± SD
8 (2.7)
292 (97.3)
93 (31.0)
78 (26.0 )
80 (26.7)
49 (16.3)
141 (47.0)
159 (53.0)
22 (7.3)
58 (19.3)
52 (17.3)
35 (11.7)
133 (44.3)
97 (32.3)
61 (20.3)
53 (17.7)
89 (29.7)
150 (50.0)
150 (50.0)
27.96 ± 4.44
75.56 ± 10.03
32.44 ± 5.12
26.46 ± 4.29
27.57 ± 4.17

수록 공감만족, 소진과 공감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
시 도구의 영역별 신뢰도는 공감만족이 0.88, 공감피로는 0.81과 소진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가 각각 26.7%와 26.0%를 차지하였

이 0.7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만족이 0.90, 공감피로는 0.78, 그리

다. 종교는 없음이 53.0%, 경력은 16년 이상이 44.3%로 가장 많았고, 근

고 소진이 0.73이었다.

무부서는 일반병동이 32.3%,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와 비교대근무가 각
각 50.0%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27.96점, 건강증진행

자료분석

위는 75.56점, 전문직 삶의 질의 공감만족은 32.44점, 공감피로는 26.46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

점 그리고 소진은 27. 57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정도, 건강증진행위 정도 및 삶의 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전문직 삶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질의 차이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은 t-검정 및 분산분석과 사후 검정은 Scheffé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나이(p < 0.001), 종교유무(p < 0.001), 경

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전문직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피어

력(p < 0.001), 근무부서(p = 0.041)와 근무형태(p < 0.001)에 따라 유의한

슨 상관분석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는 나이(p < 0.001), 종교유무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 < 0.001), 경력(p < 0.001), 근무부서(p = 0.038)와 근무형태(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중 공감

연구 결과

만족은 나이(p = 0.001), 종교유무(p = 0.002), 경력(p = 0.003)과 근무형
태(p = 0.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공감피로의 경우에는 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97.3%, 나이는 30세 미만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진은
종교유무(p = 0.002)와 근무형태(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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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
Self-efficacy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Gender
Age (y)

Religion
Clinical
career (y)

Working unit

Type of
working

Male
Female
<30a
30-39b
40-49c
≥50d
Yes
No
<1a
1-5b
6-10c
11-15d
≥16e
General
Special
Outpatient
Others
Shift
Non-shift

27.63±6.67
27.97±4.38
26.43±4.17
27.79±4.43
28.70±4.52
29.92±3.90
28.94±4.28
27.09±4.42
25.95±4.86
25.83±3.63
27.62±4.63
28.29±4.19
29.27±4.25
27.02±4.36
28.33±3.88
29.09±4.17
28.06±4.91
27.05±4.14
28.87±4.57

t/F (p)
Scheffé
0.05
(0.829)
8.16
( <0.001)
a<c,d
13.55
( <0.001)
8.18
( <0.001)
a<d,e,
b<e
2.79
(0.041)

13.17
( <0.001)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Health promoting
behaviors
Mean±SD
68.75±6.34
75.74±10.05
71.51±8.83
74.01±8.37
77.75±10.39
82.12±9.95
78.16±10.19
73.25±9.32
69.91±7.95
71.03±7.71
74.17±8.65
73.77±9.77
79.47±10.36
73.58±9.67
74.89±9.07
77.98±9.81
76.73±10.83
73.48±9.01
77.63±10.58

Compassion satisfaction

t/F (p)
Scheffé

Mean ± SD

3.82
(0.052)
16.05
( < 0.001)
a < c,d,
b<d
18.94
( < 0.001)
11.77
( < 0.001)
a,b,c,d < e

2.84
(0.038)

13.39
( < 0.001)

31.88 ± 6.81
32.46 ± 5.08
31.95 ± 5.16
31.01 ± 4.83
33.11 ± 5.20
34.57 ± 4.60
33.42 ± 5.27
31.58 ± 4.84
32.23 ± 5.42
31.60 ± 4.71
31.29 ± 4.83
30.89 ± 5.35
33.71 ± 5.07
31.76 ± 5.27
32.28 ± 5.71
33.53 ± 5.39
32.65 ± 5.02
31.63 ± 4.90
33.26 ± 5.21

t/F (p)
Scheffé
0.10
(0.751)
5.86
(0.001)
a,b< d
9.92
(0.002)
4.05
(0.003)

1.44
(0.232)

-2.79
(0.006)

Compassion fatigue
Mean ± SD
27.50 ± 6.78
26.43 ± 4.21
26.03 ± 4.77
26.81 ± 4.95
26.48 ± 3.47
26.69 ± 3.34
26.33 ± 4.09
26.57 ± 4.46
27.32 ± 4.33
25.72 ± 5.25
25.92 ± 4.68
27.74 ± 4.32
26.51 ± 3.54
26.51 ± 4.58
27.21 ± 4.31
26.74 ± 4.30
25.73 ± 3.87
26.77 ± 4.54
26.15 ± 4.02

t/F (p)
Scheffé
0.48
(0.488)
0.53
(0.665)

0.23
(0.631)
1.65
(0.162)

1.57
(0.197)

1.23
(0.216)

Burnout
Mean ± SD
27.15 ± 6.71
27.56 ± 4.09
28.47 ± 4.16
28.24 ± 4.34
27.06 ± 3.73
25.59 ± 3.89
26.66 ± 4.19
28.37 ± 3.99
29.00 ± 3.69
28.41 ± 3.91
27.83 ± 4.69
28.80 ± 3.73
26.53 ± 4.04
27.92 ± 3.79
28.92 ± 4.22
26.81 ± 4.74
26.71 ± 3.92
28.49 ± 3.85
26.64 ± 4.27

t/F (p)
Scheffé
1.08
(0.300)
0.53
(0.665)

9.73
(0.002)
1.65
(0.162)

1.57
(0.197)

3.94
(0.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n=300)
Variable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r (p)

r (p)

r (p)

r (p)

0.56 ( < 0.001)
0.03 (0.577)
-0.50 ( < 0.001)

0.07 (0.216)
-0.70 ( < 0.001)

0.38 ( <0.001)

0.55 ( <0.001)
0.59 ( <0.001)
-0.04 (0.536)
-0.54 ( <0.001)

이가 나타났다(Table 2).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학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측정변수인 공감만족, 소진, 공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 및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감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r= 0.55)와 공감만족(r= 0.59)

였다(Table 4). 1단계 모형에는 일반적 특성 중에 전문직 삶의 질과 유

과는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소진(r=-0.54)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

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입력하였고, 2단계 모형에는 자기효능감과

었다(p < 0.001).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공감만족(r= 0.56)과는 정상

건강증진행위를 영향변수로 추가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관관계가, 소진(r=-0.50)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p <0.001). 공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형 1에서 종교(β = -0.14)만 영향

감만족은 소진(r=-0.70)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p <0.001), 공감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 (F = 0.95, p = 0.008)이었다. 모형 2

피로는 소진(r= 0.38)과 유의한 정상관관계(p < 0.001)가 있었다(Table 3).

에서는 자기효능감(β = 0.41), 건강증진행위(β = 0.36), 근무경력(β =-0.18)
순으로 공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150

| http://www.e-jhis.or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Table 4.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n=300)
Model 1
Compassion
satisfaction

Variables

(Constant)
Age
Religion
Clinical career
Working unit
Type of working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R2 (adjusted R2)
F (p)

Compassion
fatigue

Model 2
Burnout

β

p

β

p

β

p

0.13
-0.14
-0.04
-0.02
0.09

<0.001
0.253
0.022
0.738
0.778
0.302

0.12
0.04
0.03
-0.04
-0.12

< 0.001
0.305
0.472
0.827
0.625
0.201

-0.18
0.15
0.07
-0.02
-0.11

< 0.001
0.111
0.010
0.529
0.785
0.209

0.06 (0.04)
0.95 (0.008)

0.02 ( <0.01)
1.07 (0.381)

은 42% (F =28.45, p < 0.001)이었다. 공감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0.09 (0.07)
4.77 ( < 0.001)

Compassion
satisfaction
β

p

0.030
0.05
0.559
-0.03
0.491
-0.18
0.041
-0.01
0.850
0.07
0.343
0.41 < 0.001
0.36 < 0.001
0.44 (0.42)
28.45 ( < 0.001)

Compassion
fatigue
β

p

0.12
0.04
0.03
-0.04
-0.12

< 0.001
0.305
0.472
0.827
0.625
0.201

0.02 ( < 0.01)
1.07 (0.381)

Burnout
β

p

< 0.001
-0.12
0.205
0.06
0.210
0.20
0.036
-0.03
0.605
-0.09
0.258
-0.38 < 0.001
-0.28 < 0.001
0.04 (0.35)
21.32 ( < 0.001)

한 연구에서도 근무부서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진에 영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행위와 전문직 삶의 질 간의 관

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형 1에서 종교(β = 0.1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r= 0.55)와 공감만족(r= 0.59)

고 설명력은 7% (F = 4.77, p < 0.001)이었다. 모형 2에서는 자기효능감(β =

과는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

-0.38), 건강증진행위(β = -0.28)와 근무경력(β = 0.26)이 소진에 유의한

진행위와 공감만족은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설명력은 35% (F =21.32, p < 0.001)이

향을 미친다는[12,13,26]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

었다.

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나이가 40대와 50대에서, 경력은 16년 이상에서,
근무부서는 외래, 종교는 있는 경우 그리고 비교대근무자에서 자기효

고 찰

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도 나이가 많을수록, 병동보다는 외래인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으로 나타났다.

행위가 전문직 삶의 질을 구성하는 공감만족, 공감피로와 소진에 미치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공감만족(r= 0.56)과는 정상관관계가 있

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었다.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24], 임상간호사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의 건강증진행위가 공감만족과 정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도[28] 본

대학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50세 이

귀모형을 살펴보면,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상, 근무경력 16년 이상, 종교가 있는 경우, 비교대근무자와 외래근무

(β = 0.41), 건강증진행위(β = 0.36)와 근무경력(β = -0.18)으로 확인되었으

자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가 자신을 위한 건강

며 설명력은 42%이었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가 공감만족에 미

증진행위를 수행한다면 공감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의 특성상 24시간 연속적으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확인할 수

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간호를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교대근무가

없었다. 전문직 삶의 질의 하위영역 간의 회귀분석에서 공감피로가 소

불가피하고, 근무부서 이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인 자기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8,10,14,21], 자기효능감과 건

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를 증진함으로써 공감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증진행위가 공감피로에 미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반적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 해석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만족은 나이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는 또한 나이, 근무부서나 근무형태 등 일반적

가 50세 이상, 종교가 있는 경우, 비교대근무자와 근무경력에서는 16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부서에 따른 공감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피로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16,26]이 많으나 중환자실인 경우에 공

나지 않았으며 임상간호사[26]와 중환자실 간호사[3,16,27]를 대상을

감피로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10]도 있어서 공감피로가 개인영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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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중환자실의 직무특성과 환경이 외상스트레스 사건으로 작용

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간호사에 일반

하게 되어 공감피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자기효능감(β = -0.38), 건강증진행위(β = -0.28) 그리고 근무

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를 증진시키는 중재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력(β = 0.2)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5%이었다.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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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이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대근무[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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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유사하였다. 따라서 향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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