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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장기이식은 첨단과학기술과 더불어 윤리적 종교적 가치, 복

잡한 법과 제도 그리고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매우 복합

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의 중심에 있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업무를 맡고 있다(Son, Koh, Kim, & Yi, 2006). 이처럼 장

기이식코디네이터는 장기이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기증자와 수혜자 및 가족에게 정보와 직접적인 

간호 및 교육 상담, 지지를 제공하고 이식에 관한 제반적인 

절차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간호사를 말한다(Lee, 2003).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31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16개의 

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었지

만, 2000년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보건

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법률제정 및 전문기

관 설립으로 생체 및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절차 및 장기 배분을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서 장기이식의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를 법적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ONOS에서 인준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기관(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의 업무와 관련

된 사항에 의하면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장기이식전담자를 2인 이상(전임은 1인 이상으로 간호사이어

야 함)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이식코디

네이터를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필수인력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

문직 간호사로서 업무가 더욱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Kim, 2000). 아직은 다른 분야의 전문 간호사에 비해 

적은 수이기는 하나, 1999년에 대한이식학회 산하 대한장기이

식코디네이터회가 발족되어, 2010년 현재에는 75개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한국장기기증원(Korean Organ Donation of 

Association: KODA)에서 활동하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100

여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KONOS, 2010).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장기기증자와 수혜자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의 장기기증 및 이식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에 따른 가족과 의료팀과의 상호조정, 장기이식과정

의 임상수행 업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식과 기

증의 사전, 사후, 행정 업무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

무를 담당하게 된다(Son et al., 2006). 따라서 장기이식코디네

이터들은 업무 중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감정표현을 위한 감정

노동을 접하게 된다. 

감정노동은 대인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어조, 표정, 몸짓 등을 조절하는 노

력으로 정의(Morris & Feldman, 1996)된다. 이러한 감정노동

은 감정관리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서 조직

목적에 부합된 상품화된 노동력의 일부로서, 바람직한 직무수

행을 위해 병원 혹은 근무하는 현장이 요구하는 감정표현의 

규범에 맞추어 실제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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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느끼게 된다(Kim, 2009). 장기이식코디네이터에서 감

정노동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실제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

이 더 많아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해내야 하는 부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책임감, 극적인 

죽음의 상황을 다루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 퇴근 후에도 뇌사

자가 생길 때마다 대기상태(on call)인 업무특성으로(Son et 

al., 2006) 인하여 심화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으

로 소진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소진은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으나 기대했던 성과는 없

게 되고 인간적인 회의와 좌절을 겪게 되면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탈진을 말하며(Freudenberger, 1974), 이는 일에 

대한 자기 자신, 일반사회 또는 개인과 사회 양자로부터 기대 

수준은 높은데 반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자원이 못 미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Kim, 2004),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외적으로 표현해야하는 감정

과 실제 경험하는 감정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라 감정적 부

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정서적 고갈과 같은 소진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더 많은 책임감과 업무 요구에 대해 장기이식코디네

이터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으로서(Choi & Kim, 2000), 

긍정적 전문직 자아개념의 확립이 요구된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

사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Authur, 1990). 더불어 긍정적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

의 역할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고 전문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줌으로써 간호사의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은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Cho, 2007). 따라서 장기이식코

디네이터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고하면 할수록 스스로에 대

해 긍정적이 되고, 자존심과 자신감이 높아져(Lee, 2002), 결

과적으로 소진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서 역

할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과 소진, 소진과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

(Yi, 2004; Kim, 2009)들이 보고되었으나, 대부분이 각 변수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거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로 감정

노동과 소진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Seo (2010)의 연

구에서 변인 A와 변인 B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존재

하고 또한 변인 B와 변인 C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가 존

재한다면, 세 변인 간에 A → B → C라는 논리적 연계를 설

정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Lee (2010)의 연구에서 감정

노동이 높으면 소진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으면 소진이 낮다는 Cho (200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높

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감정노동과 소진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개변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지, 조절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

면, 매개변인은 예측변인이 어떻게 준거변인을 예측 또는 야

기시키는 지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며, 조절변인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Baron & Kenny, 1986), 구조방정식 모델 접근법을 이용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이 어떻게 감정노동인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인 

소진간에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직 자아개

념이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칠 때 소진이 낮아지는 지를 규명

함으로써 감정노동과 소진을 낮추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과 소진 간에 전문직 

자아개념에 따라 감정노동이 어떻게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전문직 자아개념이 영향을 미칠 때 감정노동에 따라 소진

이 달라지는 가에 대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장

기이식코디네이터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킴으로써 감정

노동과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

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전문적 자아개념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을 파

악한다.  

•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파악 

한다.

•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에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

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소진간의 관계

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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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등록되어 ID

를 부여 받고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회에 등록되어 있는 

105명 중, 퇴직과 부서이동을 한 자를 제외한 실제 장기구득 

및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 97명에

게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응답의 비밀보장과 

참여의 자발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자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후 다시 회송 받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전자우편의 경우 특성상 서면동의가 어려워 구두

로 동의를 구하고 질문지를 작성하여 보낸 대상자의 경우 서

면 동의로 인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총 87

명으로(회수율 90%), 답변이 불충분한 1명을 제외한 최종 86

명이였다. 적절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version 3.2.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68명이 필요하여 대상자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도구

 감정노동(Emotional labor)

대인간 상호작용 동안 조직적으로 적절한 감정들을 표현하

는데 요구되는 노력, 계획 및 통제를 의미한다(Morris & 

Feldman, 1996).

본 연구에서 Morris & Feldma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Kim (1998)이 번안하여 호텔종업원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

로, 감정노동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 정도 3문

항, 감정의 부조화의 3문항 등 총 3개 하위영역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

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Morris & Feldman (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 이었으며, Kim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2 

이었다.  

 소진(Burnout)

직업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

한 부정적인 자아개념, 부정적 업무태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상태

의 경험정도를 의미한다(Maslach, 1979).

본 연구에서는 Pines, Aroson과 Kafry (1981)가 개발한 도구

를 Pick (1983)이 번안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신체적 소진 6문항, 정서적 소진 7문항, 정신적 소진 7문항 

등 총 3개 하위영역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ick (198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의

미한다(Geiger & Davit, 1988). Arthur (1990)가 개발한 도구를 

Sohng과 Noh (1996)가 번안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등 총 3개 하위영역 27문항으로 “그런 편이다” 1점에서 “그

렇지 않은 편이다” 4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의 평균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Sohng과 Noh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전문적 자아개념의 차

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 감정노동, 소진, 전문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감정노동이 소진과 전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

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AMOS 20.0 으로 분석하였다. 

•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 미치는 전문적 자아개념의 조

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30대가 50%, 40대가 

34.9%, 20대가 15.1%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69.8%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69.8%였다. 교육정도는 대학원을 졸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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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Emotional labor, Burnou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6)

Variables Categories N %
Emotional labor Burnout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F p M±SD F p M±SD F p

Age (years)
22∼29 13 15.1 2.92±0.63 0.98 .382 2.57±0.72 2.04 .136 3.03±0.43 7.11 .001
30∼39 43 50.0 2.96±0.44 2.71±0.46 2.97±0.36 c>b
≥ 40 30 34.9 2.80±0.54 2.61±0.51 3.28±0.27

Marital status
Married 60 69.8 2.84±0.51 1.64 .106 2.54±0.51 2.86 .094 3.14±0.37 0.67 .415

Unmarried 26 30.2 3.03±0.49 2.74±0.57 3.07±0.37

Religion
Yes 60 69.8 2.97±0.49 1.90 .061 2.46±0.51 0.13 .719 3.02±0.40 1.48 .227
No 26 30.2 2.74±0.54 2.57±0.58 3.12±0.35

Education 
level

College  9 10.5 2.65±0.79 1.34 .267 2.50±0.68 0.94 .393 3.28±0.49 1.79 .174
University 26 30.2 2.97±0.48 2.72±0.55 3.01±0.41

Graduate school or 
above 51 59.3 2.90±0.47 2.56±0.49 3.09±0.31

Total length 
of career

(years)

≤ 5  7  8.1 2.79±0.27 2.26 .069 2.41±0.43 2.12 .086 3.17±0.25 6.01 <.001
6∼10 29 33.7 3.05±0.54 2.80±0.62 2.86±0.42 e>b

11∼15  7  8.1 2.97±0.48 2.59±0.21 3.10±0.28
16∼20 22 25.6 2.95±0.44 2.60±0.35 3.16±0.24
≥ 21 21 24.4 2.65±0.54 2.40±0.59 3.30±0.31

Type of work
Exclusive duty 58 67.4 2.95±0.49 1.34 .183 2.62±0.56 0.19 .661 3.07±0.39 0.34 .717
Combine duty 28 32.6 2.79±0.53 2.56±0.46 3.13±0.41

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가 59.3%, 4년제 대학졸

업이 30.2%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6∼10년 33.7%, 16∼20

년 25.6%, 21년 이상이 24.4% 이었다. 업무형태는 전임이 

67.4%였고, 장기이식코디네이터 경력은 5년 이하가 58.1%이

었고, 6∼10년이 30.2이었다. 담당업무는 구득과 이식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48.8%, 이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36%, 구득

은 15.1%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62.8%이었고, 수간호사 

및 간호과장이상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23.3%였다. 소

속은 간호부 소속이 54.7%였고 진료부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는 경우가 45.4%이였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를 맡게 된 

동기로는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이 52.3%, 기타 36%, 개인

적 사유가 11.6%이었으며, 향후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하겠다’가 32.6%, ‘잘 모르겠다’ 29.1%, ‘가능

한 오래하겠다’ 24.4%, ‘가능한 빨리 그만 두고 싶다’ 14%로 

나타났다(Table 1).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감정노동의 

점수범위는 1.90-4.00점, 평균 2.90± 0.51점이였고, 소진의 점수 

범위는 2.00-4.00점, 평균 2.60±0.53점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의 점수범위는 2.10-3.90점, 평균 3.09±0.37이였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소진에서는 현 직위(F=5.37, p=.006), 소속(F=7.16, 

p=.001), 향후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F=3.85, p=.013) 이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현 직위가 관리자보다 일반간호사일 때, 소속이 

진료부일 때 기타 보다 소진점수가 높았고, 향후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은 ‘가능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코

디네이터에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코디네이터들보

다 소진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연령(F=7.11, p=.001), 총 근무경력(F=6.01, p<.001), 코디네이

터 경력(F=8.29, p=.001), 현 직위(F=5.91, p=.004), 향후 업무

에 대한 근무기간(F=3.33, p=.024)에서 이였다.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은 40대가 30대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총 근무경력에서는 21년 이상일 때가 6∼10년보다 높았다. 코

디네이터 경력은 6년 이상이 5년 미만보다, 현 직위는 기타가 

일반간호사보다, 향후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은 ‘가능한 오랫

동안 근무하고 싶다’가 ‘빨리 그만 두고 싶다’보다 전문직 자

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감정노동과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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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in Emotional labor, Burnou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6)

Variables Categories N %
Emotional labor Burnout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F p M±SD F p M±SD F p

Present career 
services

(yrs)

≤5 50 58.1 3.00±0.46 2.60 .081 2.43±0.41 0.94 .397 2.96±0.37 8.29 .001
6∼10 26 30.2 2.77±0.57 2.58±0.61 3.25±0.29 b,c>a
≥11 10 11.6 2.71±0.47 2.66±0.50 3.30±0.31

Business
charges

Procurements 13 15.1 2.79±0.48 0.65 .523 2.73±0.50 4.10 .065 3.13±0.41 0.34 .717
Transplants 32 36.0 2.97±0.49 2.45±0.50 3.05±0.36

All 42 48.8 2.88±0.53 2.34±0.59 3.11±0.37

Present 
position

Staff nurse 54 62.8 2.99±0.50 2.47 .091 2.74±0.55 5.37 .006 2.99±0.37 5.91 .004
Manger 20 23.3 2.70±0.50 2.38±0.37 a>b 3.24±0.26 c>a
Other 12 14.0 2.84±0.50 2.35±0.49 3.28±0.36

Affiliation
Nursing department 47 54.7 2.85±0.49 0.54 .584 2.53±0.49 7.16 .001 3.10±0.29 1.16 .317
Medical department 28 32.6 2.98±0.59 2.86±0.50 b>c 3.02±0.48

Other 11 12.8 2.89±0.34 2.25±0.49 3.21±0.36

Motive to be 
a coordinator

Personal reason 10 11.6 3.14±0.38 1.33 .271 2.76±0.49 1.06 .352 2.97±0.36 1.35 .266
Professional work 45 52.3 2.87±0.45 2.53±0.54 3.15±0.38

Others 31 36.0 2.86±0.60 2.65±0.53 3.04±0.37

Prospective
duty term

As long as
possible 21 24.4 2.76±0.48 1.36 .253 2.31±0.45 3.85 .013 3.26±0.32 3.33 .024

Required
term 28 32.6 2.89±0.50 2.61±0.44 c>a 3.12±0.35

Leaving
immediately 12 14.0 2.84±0.65 2.87±0.54 2.91±0.43

Don't know 25 29.1 3.05±0.46 2.71±0.60 2.99±0.3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86)

Variables Range Minimum Maximum Mean±SD

Emotional labor 1∼5 1.90 4.00 2.90±0.51
Burnout 1∼5 2.00 4.00 2.60±0.53
Professional self-concept 1∼4 2.10 3.90 3.09±0.37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Emotional Labor Burnout
Professional

Self-Concept

Emotional labor

Burnout .630
(p<.001)

Professional self-concept -.570
(p<.001)

-.687
(p<.001)

결과, 감정노동과 소진간이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고(r=.630, p<.001), 전문직 자아개념과 감정노동(r=-.570, 

p<.001), 소진(r=-.687, p<.001)의 관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감정노동과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간에 관계를 검정하기 위

해 연구모형을 각각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1982)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IFI, 

CFI가 0.9이상이면 적당한 모형이라 볼 수 있는데(Kim, 

2007),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χ²=103.7, 

p=0.000, GFI=1.000, RMR=0.000, NFI=1.000, IFI=1.000, 

CFI=1.000 로 나타나 이상적 기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모형에서 각 경로가 어떻게 유의한지를 규명한 결과는 

보면 첫째, 감정노동→전문직 자아개념의 경우,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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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N=86)

Variables β SE CR p

Emotional Labor → Professional Self-Concept -.570 0.089 -6.391 <.001
Emotional Labor → Burnout .353 0.088 4.016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 Burnout -.486 0.088 -5.533 <.0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N=86)

Independent variety
Step1 Step2 Step3

β t p β t p β t p

Emotional
Labor (A) .630 7.435 .000 .353 3.969 .000 .365 4.178 <.001

Professional Self-Concept(B) -.486 -5.468 .000 .-469 -5.354 <.001
A×B -.149 -2.070 .042
Adjusted R² 0.390 0.546 0.563
F 55.279 52.095 37.534
p <.001 <.001 <.001

β = .630(p<.001)
                     Emotional Labor                            Burnout

(c)

Professional Self-Concept
                             

(a)                                                 (b)
β = -.570(p<.001)                                       β = -.486(p<.001)

                  Emotional Labor                                      Burnout
β = .353(p<.001)

(c')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570, CR=-6.391, p<.001). 둘째, 감정노동→소진의 경우에서

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β=.353, CR=4.016, p<.001). 셋째, 전문직 자아개념→소진

의 경우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486, CR=-5.533, p<.001). 다음으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나타내는 β값(.630)보다 매개변인

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한 상태에서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인 β값(.353)이 작았다(c'<c)(Figure 1).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조절효과

감정노동과 종속변수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적 자아개념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상호작용의 다

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정확한 표준

화 회귀계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진, 감정노동, 전문적 자아

개념 변인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값으로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였고, 표준화한 감정노동과 전문적 자아개념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

용 변인의 표준오차는 0.062, 다중공선성 진단방법 중 분산팽

창계수는 1.00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감정노동을 투입한 결과이고, 2단

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전문적 자아개념을 첫 번째 단계에 추

가하여 투입한 결과이며, 3단계는 감정노동과 조절변수인 전

문적 자아개념을 결합하여 이전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모

두 함께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며 1,2,3단계 모두 유의확

률이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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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소진에 대한 변수별 설명정도는 감정노동만 투

입된 1단계에서는 39% (F=55.28), 전문적 자아개념이 투입된 

2단계에서는 54.6% (F=52.10), 상호작용 변인이 추가된 3단계

에서는 56.3% (37.53)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가 추가됨

으로써 조금씩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단계별 분석을 보면 

2단계는 조절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투입한 결과 감정노

동에서 유의하였으며(p<.001), 3단계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서 유의하였고(p<.001),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을 투

입한 결과는 조절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전문직 자아개념

이 감정노동과 소진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전문직 자아개념의 감정노동에 의해 야기되

는 소진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장기이

식코디네이터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켜 감정노동과 소진

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2.90점(5점 만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a 등(2009)과 Lee (2010)의 연구에서 

감정노동 평균점수인 3.90점(5점 만점)과 3.29점(5점 만점) 보

다 낮았다. 그러나 노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Yi, 

2004)의 2.72점(5점 만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를 기증하는 가족들의 베푸는 마음가짐과 수혜자의 경우 

선택받았다는 마음과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하고 지켜보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대상자의 감정적 측면을 배려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인지하는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각 직종별 또는 업무분야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대상자 측면과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결과변수 중 하나인 소진은 평균 2.60점(5점 만점)으로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10)와 Park (2009)의 3.04점, 2.94

점 보다는 낮았으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005)

의 1.68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 대상자가 모두 환자를 

간호한다는 맥락에서는 같지만 소진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다른 병원환경에서의 분야별 특성 및 다른 정서와 

상황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 중 현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에서 간호 관리자보다 

소진점수가 높게 나타나 Yu (2011)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

(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간호 

관리자보다 업무가 미숙하고 많은 경험이 부족한 것에서 오

는 인간관계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함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

정으로 인한 소진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간호사 중에 소속

이 진료부인 경우에 기타에서 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진료부 소속인 경우, 의사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행정적 업무처리방법의 

협조체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갈등이 많지만, 반면에 기

타에서는 주로 행정부에 소속이 되는 경우로 직종이 다른 부

분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적 업무처리에서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원활한 업무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진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에 대한 향후 근무기간은 

가능한 오랫동안 근무할 계획인 코디네이터들에서 빨리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코디네이터들보다 소진 점수가 낮게 나

타나 Kim 등(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적응이 잘 되어 소신을 갖고 평생직으로 생각하기 때문

에 소진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3.09점(4점 만점)

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8)의 2.71점, 신장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Kim 

(2000)의 2.73점,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Chung (2008)의 2.6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규모와 

분야별 전문직 간호현장에서의 차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에서의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

에 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

정하는 부분이 많고 이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에서 오는 보람

과 만족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

문직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

적인 간호계의 정책적 방안이나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 중 연령, 총 근무경력, 코디네이터 경력이 증가할수

록 현 직위가 간호관리자에 해당하는 군에서 전문직 자아개

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8)와 Cho (2007)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이와 같이 연령과 근무경력이 쌓이고 현 직위가 간호 관

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익숙하

고 전문적 실무 지식이 축적되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함으

로써 스스로가 업무에 자부심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업무에 대한 근무기간에서 가능

한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빨리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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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Leddy와 Pepper (1985)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적

응력이 좋고 능동적이며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이루어 매

사에 적극적이며 성취가능성이 높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적응

이 어렵고 불확실감과 자신감이 없고 목표설정이 낮다고 하

였는데,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고 한 경우에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고, 반면에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에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개념

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부

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업무 환경적 지원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본다.

감정노동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감정노동과 소진

이 양의 상관관계(r=.630)를 나타냄으로서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Kim 

(2009)와 Lee (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소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r=-.521)를 나타내어, 전문직 자아

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은 것으로 Cho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감정노동과의 관계에서도 음의 상

관관계(r=-.553)를 보여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감정노동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감정노동과 소진간의 관계에

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검정

에서는 첫째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β(0.630)값보다 매개변인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한 상태에서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

인 β(0.353)값이 적게 나타나 전문직 자아개념이 부분매개효

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 정

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문직 자아개념을 매개로 했

을 때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장

기이식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 정도를 완화시켜 소진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에 따라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절효과 검정에서는 감정노동

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의 R²값

을 비교해 보면 감정노동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

(A×B)이 추가됨으로써 R²값이 56.3%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5).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과 소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

나 Kim, Hwang, Jeon과 Jang (1997)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이 

건강서비스의 전문화에 따른 대상자들의 간호요구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전

문직 자아개념이 중요한 변수임을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긍

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 실무에서 

환경 변화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각 분야의 임상간호사와 전문직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 (2010)의 간

호사에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유사 선행연구를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의 감정노동과 소진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으

로 작용함을 가정하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 매개모델과 조절

모델을 상호배타적이기 보다 통합적인 모델로 보는 관점

(Baron & Kenny, 1986)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변수의 매개변

수와 조절변수로의 개입을 확인하여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기이식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감정노

동의 부정적 영향인 소진과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갖는지, 조절변수로서 효과를 갖는지

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소진은 

임상간호사를 대상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낮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은 임상간호사 및 신장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높게 평가되어 전문직으로써 지속적으로 

자긍심을 유지하고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이 개발

되고 반영되어져야 한다. 각각의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감

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문

직 자아개념과 감정노동, 소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는 전문

직 자아개념이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매개효과에

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

문직 자아개념을 매개로 했을 때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전문직 자아개념

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의 조절효과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양 야 기  외

166 기본간호학회지 19(2), 2012년 5월

낮은 경우 감정노동이 높을 때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경우

에서보다 소진이 더 높아 전문직 자아개념이 감정노동과 상

호작용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감정노동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매개로 감

정노동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

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함으로써 감정

노동을 완화시키고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감정노동과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중재전략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환경조성과 긍정적인 사고와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중재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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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i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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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termine the mediating as well as moderating effect on both th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perspective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OTC)'. Method: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86 OTCs nationwid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S 20.0,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or effect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o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higher emotional labor was related to higher burnout. When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mediated, emotional labor had a greater effect on burnout however, a partial mediating effect was detect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emotional labor (A)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 adding relation of both variables (A×B) increased the explained variance to 56.3% (p<.05).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ional self-concept had a moderating effect o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en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mediated emotional labor of an OTC decreased, and 
burnout decreased when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high. Also, by controlling professional self-concept, 
emotional labor and burnout decreased. Therefore, it’s necessary to map out the environment and develop strategies 
to reduce emotional labor and burnout in organ transplantation coordi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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