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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Sleep Disorder, Organization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Burn-out

장 진 숙*, 김 미 영**

Jang Jin Suk*, Kim Mi Yo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수면장애, 조직 내지지, 건강증진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

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B와 G시에 소재한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25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소진은 평균 28.90±4.00점이며, 소진은 수면장애(r=-.321, p＜.001), 조직 내 지지(r=-.321, p＜.001),

건강증진행위(r=-.519, p＜.001),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조직 내 지지(β=-.113, p=.045), 수면장애(β=-.129, p

＜.040), 성별(β=-.131, p=.024), 건강증진행위(β=-.423, p＜.001)이며, 설명력은 32.2%이었다. 간호사의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수면장애, 조직 내지지, 건강증진행위, 소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sleep disorder, 
organization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were 256 
nurses working in hospitals in more than 200 and less than 300 beds hospital in B and G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4, 2017 to September 11,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0.0. Burnout rate was 28.90± 4.00, burnout was associated with sleep disorder(r=-.321, p<.001), 
organizational support(r=-.321, p<.001), health promoting behavior(r=-,519 p<.001) showing a negative correlation. 
The factors affecting burnout were organizational support(β=-.113, p=.045), sleep disorder(β=-.129, p＜.040), 
gender(β=-.131, p=.024), health promotion behaviors(β=-.423,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2.2%. 
Based on these results, we aim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grams that can control 
burnout of nurses.

Key words :  Sleep disorder, Organization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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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기관 경영전략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상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대상자

의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만족도 및 질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질 높은 전문 인력에 대
한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강조하면서 병원 조직의 핵심구성원인 간호사의 부

담감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간호사의 정서적인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2]. 간호학에서는 간호업무와 관

련된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직무 자체나 직무에 대한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
움을 주지 않았다[3]. 이로 인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질

적인 의료서비스와 병원 환경에서의 다양한 변화로 인

한 직무 등에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소진은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겪게

되는 심리적 경험으로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능률

을 저하시킴으로써 업무중단[4] 및 간호사 자신뿐만 아
니라 환자와 가족, 병원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5]. 즉, 소진의 증가는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저하

시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6].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

서적 압박의 결과인 소진은 간호사의 이직으로 이어지

게 될 수 있음으로 소진에 대한 요인 파악 및 중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면장애는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

사는 교대 근무함으로써 불규칙한 수면으로 수면과 관
련된 각종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7]. 이런 수면장애는

간호사 개인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

결되는 문제이다[7]. 간호사의 수면장애는 신체적 심리
적 증상을 나타내어 소진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한 징

후[8]가 되므로 조기발견이 소진 예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 문화 속에 조직 내 지지는 괴롭힘 등의 대인

간 요인이 될 수 있다[9]. 병원 내 가장 가까이에서 대

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지속적인 조직 내 지지가 필요
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소진이 감소한다

[10]. 조직 내 지지는 개인의 애착, 사회적 소속, 돌봄의

기회, 신뢰, 조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자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

며, 간호사에게는 만족감을 증대시켜 소진[11]을 조절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증진행위는 인간이 그들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관리하는 방법이므로 간호대상자인 환자들에

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

한 과제이다[12]. 그러나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들과 환
자 그리고 보호자 간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갈등과, 환

자와 보호자들의 간호요구 증가, 계속적인 새로운 지식

의 습득, 불규칙한 근무형태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
스로 자신의 건강증진행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13]. 소진을 피하고 높은 수준의 동기유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간호사 자신에 대한 자가 간호의
한부분인 건강증진행위이다[14].

선행 연구결과는 수면장애가 낮을수록, 건강증진행

위인 대처행동이 긍정적일수록[8, 11] 소진이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내 지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며 간호사의 조직 및 직무특성상 수간호사뿐

만 아니라 동료간호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조
직 내 지지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

지, 건강증진행위 및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들의 소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
진행위, 소진의 수준을 확인하고, 수면장애와 조직 내

지지 및 건강증진행위가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면장애, 조직 내 지

지, 건강증진행위 및 소진 정도를 확인하고, 소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와 G시 소재한 3개의 200병상 이상 3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60명을 비확
률적 표출법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22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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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대상자 수는 230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9
월 4일에서 9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260부를 배부하

여 26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256부(98.5%)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연구 승인(IRB No. 184)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
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

구자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

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 사용은 저자에게 E-mail을 통하

여 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았다.
1) 수면장애

수면장애 측정도구는 Oh, Shong과 Kim [15]이 개발

한 수면측정도구(Sleep Scale A)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수면양상(sleep patten) 8문항, 수면평가(sleep

evaluation) 4문항, 수면결과(sleep result) 1문항, 수면저

해(cause of sleep disturbance) 2문항으로 4개 하위영
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이다. 본 도구는 Likert 4점 척

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4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15] Cronbach’s ⍺= .75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 .83이었다.

2) 조직 내지지

조직 내 지지 측정도구는 Park [9]이 개발한 조직 내

지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사의 지지 4
문항, 동료의 지지 4문항으로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내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내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9]

Cronbach’s ⍺= .88이었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
.89이었다.

3)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Walker, Sechrist and

Pender의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

Ⅱ)를 Seo와 Hah [1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책임 9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 9문항,

영적 성장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으로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52문항이다. 본 도구
는 4점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Seo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2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93이었다.

4) 소진

전문직 삶의 질(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

ProQol) 측정도구는 원도구 개발자인 Stamm [17]이 제
작한 전문직 삶의 질 공식 홈페이지인 www.proqol.org

에 공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ProQol 도구는 긍정적

인 개념의 공감만족과 부정적인 개념의 공감피로로 구
성된다. 이 도구는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

10문항,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10문항, 소진

(Burnout) 10문항으로 이 중 소진에 해당하는 10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 5점까

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인 5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Stamm [1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7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
=.61이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수면장애, 조직내지
지, 건강증진행위, 소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은 29.19(±6.92)세

이며, 25세에서 35세 미만이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
가 242명(94.5%)으로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

가 113명(44.1%), 기혼이 181명(70.7%)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부서는 병동이 206명(80.5%)로 가장 많았고, 총
임상경력은 평균 5년 3개월이었으며 이 중 2년에서 5년

미만이 83명(32.4%)을 차지했고, 일반 간호사가 216명

(84.4%)으로 대부분이었다. 교대근무가 168명(65.6%)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http://www.proqo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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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54.7%)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스트레스 강
도는 ‘많다’가 131명(51.2%)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75, p=.006), 결혼 여부(t=3.24, p＜.001),
근무 형태(t=-3.30,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14.35,

p＜.001), 스트레스 강도(F=12.50, p＜.001)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test 한 결
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 집단이 ‘보통이

다’ 집단과 ‘건강하다’ 집단 보다 소진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스트레스 강도는 스트레스‘매우 많다’ 집단이
스트레스 ‘많다’ 집단과 스트레스 ‘보통이다’ 집단과 ‘적

편이다’ 집단 보다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

소진 정도

대상자의 수면장애 정도는 2.60±.42점, 조직 내 지지

3.71±.55점, 건강증진행위 2.17±.37점, 소진은 28.90±4.0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

소진과의 관계

대상자의 소진은 수면장애(r=-.321, p＜.001), 조직

내 지지(r=-.321, p＜.001), 건강증진행위(r=-.519, p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4. 대상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낸 수면장애, 조직 내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결혼여부,

근무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강도를 예측변수

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독립성 검

증에서 Durbin-Watson값은 2.13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ok의 거리가 1보다 작아 극단 값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를 통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진의 차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of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Characte
ristics

Categorie
s n %

Academic stress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242
14

94.5
5.5

28.05±3.91
25.07±4.73

-2.75
(.006)

Age
(year)

<25
25-30
30-35
>35

81
87
32
56

31.6
34.0
12.5
21.9

28.58±.3.45
28.00±.3.78
27.90±.3.86
26.70±.4.87

2.54
(.057)

Marital
status

Unmarrie
d

Married

181
75

70.7
29.3

28.40±3.57
26.65±4.77

3.24
（＜.001
）

Religion No
Yes

143
113

55.9
44.1

28.24±3.91
27.44±4.10

1.59
(.114)

Departm
ent

General
ward
Special
Unit
Out
patient
departme
nt

206
39
11

80.5
15.2
4.3

28.10±3.91
27.28±4.24
26.00±4.58

1.99
(.139)

Total
clinical
career
(year)

<1
2-5
5-7
>7

81
83
29
63

31.6
32.4
11.3
24.7

28.03±4.47
28.13±3.32
28.38±3.22
27.14±4.44

1.02
(.385)

Position
≥Charge
nurse
Nurse

40
216

15.6
84.4

27.45±5.13
27.97±3.75

-0.75
(.453)

Type of
duty

Fixed
duty
3-Shift
duty

88
168

34.4
65.6

26.78±4.08
28.46±3.84

-3.30
(＜.001
）

Perceive
d health
status

Poor
Fair
Good

62
140
54

24.2
54.7
21.1

29.58±3.35
27.94±3.55
25.80±4.80

14.35
（＜.001
）
a>b,c

Perceive
d stress

Bad
Bad-Fair
Fair
Healthy

23
131
86
16

9.0
51.2
33.6
6.2

30.22±3.49
28.63±3.50
26.84±3.67
24.06±5.95

12.50
(＜.001)
a>b,c.d

표 2. 대상자의수면장애, 조직 내지지, 건강증진행위와소
진의 정도

Table 2. Degree of Sleep disorder, Organization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Burn-out (N=256)
Variable M±SD Min Max

Sleep disorder 2.60±.42 1.73 4.00
Organizational
Support 3.71±.55 1.75 5.00

Health promotion
behaviors 2.17±.37 1.40 3.73

Burnout 28.90±.4.00 12.00 38.00

표 3. 대상자의 수면장애, 조직내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소진
과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leep disorder, Organization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Burn-out
(N=256)

Characteristics

Sleep
disorder

Organiz
ational
Support

Health
promotion
behaviors

Burn
out

r
(p)

Sleep disorder 1
Organizational
Support

-.321
(＜.001) 1

Health
promotion
behaviors

-.321
(＜.001) 1

Burn
out

-.519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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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하였는데, 공차한계는 .595∼.900으로 0.1이상,

VIF지수는 1.111∼1.680로 10미만으로 나타났다. 다중

공선성 역시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

형은 유의하였고(F=14.5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2.2%로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중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조직 내 지지(β=-.113, p=.045), 수면장애

(β=-.129, p＜.040), 성별(β=-.131, p=.024), 건강증진행

위(β=-.423, p＜.001)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면장애, 조직 내 지

지, 건강증진행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소

진을 중재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소진은 28.90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양간호사[18]의 소진 31.36점, 상

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간호사[19]의 소진 29.4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종양간호사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

병원 간호사보다는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은 낮게 나타

났다. Yang의 연구[20]에 의하면 종양간호사와 상급 종

합병원 간호사보다는 중증 질환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빈번하지 않고 첨단 장비 사용이 적은 편이며 이로 인

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도 종합병원 간호사로 선행연구

의 대상자와 다른 특성의 업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

후 연구에서는 기관의 규모를 구분 및 분류하여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간호사의 성별, 조직 내

지지, 수면장애, 건강증진행위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는 남성인 경우, 조직 내

지지를 좋게 지각할수록, 수면장애가 없을수록, 건강증

진행위를 실천하는 경우 소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진정도가 달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24]에서 직종에 상관

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소진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와 비슷하였으며,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 주요 변

수로 나타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5]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진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자의 비율이 5.5%로 적은

편이라 확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간호사는 동료지지가 관련 변수로 보고 된 Lee[11]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또한, 조직 내 지지가 한 부서

에서 개인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충족을 시켜주며

부적응을 도와 소진을 감소[10]시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조직 내 지지는 간호현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호

사 간의 지지적 문화를 조성하고, 간호업무는 협업 및

분업을 통해 간호가 진행되기에 병원의 간호사의 지지

적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간호사

구성원간의 신뢰와 이해를 중시하는 문화조성 및 워크

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하다.

수면장애가 없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간호사는 병상 수, 나이트 근무, 업무 특성에 따라 수면

장애가 나타나 소진의 차이를 초래하며[8], 3교대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생체리듬

을 깨는 수면장애[22]는 소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

이 확인되어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의 업무는 기본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진다. 수면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교대 근무 외에 고정 근무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수면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

표 4. 대상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Table 4. Affected Factors of Burnout (N=256)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5.66 2.10 　 21.85 ＜.001
Gender -2.15 .95 -.131 -2.27 .024

Marital status -.69 .61 -.077 -1.13 .258

Type of duty .14 .63 .015 .22 .829

Perceived
health status

-.23 .57 -.025 -.40 .693

Perceived
stress

-1.39 .84 -.099 -1.65 .101

Sleep disorder -.01 .040 -.129 -2.06 .040
Organizational
Support

-.10 .05 -.113 -1.94 .045

Health
promotion
behaviors

-.09 .01 -.423 -7.11 ＜.001

Dubin-Wason 2.132, AdjR2=.322, F=14.54, p＜.001
*dummy :Gender(Female=0,Male=1), Marital status
(Unmarried=0, Married=1), Type of duty (3-Shift duty=0,
Fixed duty=1), Perceived health status(Poor=0, Others=1),
Perceived stress(Bad=0, Oth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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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무부서에서는 고정근무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면장애 개선 및 소진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수록 소진의 정도가 낮게 나

타나 특수 병동 간호사[11], 중환자실 간호사[20]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증가할수록 소진이 감소된다는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실천은 효과

적인 환자교육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

의 긍정적인 건강 결과[23]를 초래하여 업무의 활력을

불어넣어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건강증진행위 실천은 간호사들이 교대근무 속에

서도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장 내 건강증진 프

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건

강증진행위는 간호사 스스로의 자발적 행위이나, 영양,

운동 등 간호사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병원 내

에서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사의

성별, 조직 내지지, 수면장애, 건강증진행위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건강증진행위실천

이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병원 조직 문화 확산이 필요하며, 건강증진행

위와 소진 간의 관련성을 심도있게 탐색할 수 있는 매

개효과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실무측면에서 간호 부서장은 간호사의 업무를

3교대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발

휘한 업무의 효율성 평가함으로써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진과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교대근무 간의 유의한 관련성 및 어떤 변인이

선행요인이고 결과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족

하다. 이에 대해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다양한 근무형태로 간

호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성별,

조직 내지지, 수면장애, 건강증진행위이 간호사의 소진

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

수는 소진을 32.2%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간호사의 수

면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근무형태의 마련, 조직 내 지

지를 확산할 수 있는 간호조직 문화 개선, 건강증진행

위를 실천할 수 있는 병원 환경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B와 G시 소재한 3개의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근무형태에 따라 비교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소진 영향요인인 수면장

애, 조직 내지지, 건강증진행위 개선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는 매개효과나 조절효

과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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