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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5,01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하여 인구 10명 

 1명이 노인인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으며, 2018년에 14.3%로 고령사

회, 2026년에는 20.8%로 (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

로 망되고 있다(통계청, 2008). 이 게 세계에서 유례

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상으로 노인의 건강문제가 사회 으로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수의 증인데 2000년에 1.1%에서 2030년에는 

7.23%로 증가할 망이다(통계청, 2007). 후기고령자의 

경우는 체 노인의 87%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활의존도가 매

우 높고, 이들  62만명인 14.8%의 노인이 만성 노인성

질환인 뇌졸 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 다(공

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 원회, 2004).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증도가 높은 

노인부터 큰 경제 인 부담 없이 노인요양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으며, 차 그 범 를 확 해 나감으

로써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재 국에는 900여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다기능시설을 비롯하여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확

충될 것이므로, 고령의 허약한 노인들의 시설 내 리가 

증가될 것이다(보건복지부, 2007). 이러한 노인요양시설

의 양  증 와 노인장기요양보호에 한 사회  욕구증가

에 히 응하기 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노인요

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노인요양시설 직원 배치기

에서 간호사 는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입소자 25인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간호사 신 간호조무사를 배치하

되 3인이상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경우 1명은 간호사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2007). 따라서 직무 특

성상 간호사 1명당 입소자 수가 많은 시설일수록 업무량

이 많을 것으로 상되고 간호사로서의 문  혹은 질  

서비스의 하를 래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장의 문 인력이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도 과 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수행상의 자

율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사기 하의 상태가 된다면 서비

스의 질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서남순, 2002). 그러나 지

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실태나 

황 등 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병원과는 다른 임상환경이며 간호

사의 업무 특성상 야간  교 근무가 필수 이어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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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우울증의 발생 험이 높고 병원보다 상 으로 

은 보수, 보호자들의 과다한 기 , 의료분쟁의 잠재성으로 

인해 직무스트 스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박

은숙, 박 주와 임지 , 2002).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

설은 치매로 인한 인지지각력이 떨어지거나 뇌졸 이나 기

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력과 신체 기능수 이 하된 

상자가 많으며, 낙상 등으로 인한 골 이나 음식으로 인한 

질식과 같은 안 사고의 문제, 갑작스런 의식상실 등의 응

상황이 많은 반면, 의사가 상주해 있는 의료기 이 아니

라는 에서 간호사의 문  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요

구되어 심리  부담이 큰 실정이다(한국노인복지시설 회, 

2007).

이러한 직무스트 스와 함께 간호사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 한 우와 보상,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과 , 낮은 직무만족도, 직장을 떠나려는 높은 

성향 등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5). 그 외에도 이직의

도와 련된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 근무

경력, 직 와 같은 간호사의 특성과 밤근무 여부, 의사와

의 갈등, 근무부서 이동, 직무특성, 작업환경, 업무부담, 

직무만족, 승진기회, 보수등과 같은 직무  기 의 특성

이 연구되었다 (박인숙, 2002; 윤미숙, 2002; 박상례, 

2005; 윤정아와 이혜정, 2007; 김미란, 2007). 그러나 

모두 병원의 임상환경에서 간호사의 이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으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

직의도를 악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호사

의 이직은 시설 차원에서 신규직원의 교육  훈련에 소요

되는 추가 경비의 부담과 시간  낭비를 래하고, 정부차

원에서는 문 인력의 비효율  활용에 따른 경제  손실

이라는 부정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계속 효

과 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만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해서 요한 일

이다(임지 , 박은숙과 박 주, 2004).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직무만

족, 이직의도의 정도를 악하고,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장기 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반

 특성을 악하고,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이직의

도의 정도와 이직의도 향요인을 악함으로써 노인요양

시설 간호사의 효율 인 인력 리를 한 기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하 다.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 정도

를 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이직의도 향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

만족, 이직의도의 정도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탐색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입소자 수를 기 으로 100명 이상의 노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 문)시설  시설에서 근무하는 국

의 간호사 수를 상으로 하 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배치인원 조사표에 의하면 100명 이상의 노

인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국에 84개소며 재직 

인 간호사수는 338명이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한국사회복지간호사회를 통

해 간호사들에게 연구에 한 설명과 함께 조를 부탁하

으며, 연구 상 간호사가 소속된 각 시설(기 )장과 각

각의 간호사에게 화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324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

와 회수 투를 동 한 후 우편 발송하 다. 280명이 설문

에 응답하 고(회수율 86.4%) 이  응답치가 정확하지 

않은 22부를 제외한 258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다. 본 연구는 일 학의 IRB의 승인을 받았고, 연구의 

윤리  기 에 따라 수행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12명에게 비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된 후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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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Lawler(1983)의 이직의도 4개 문항을 수

정하여 간호사에게 사용한 박 숙(2002)의 도구를 복

문항을 제외하고 어휘를 수정한 총 3문항으로 측정하 다. 

도구의 내용은 「이직할 생각이 있으나 여건이 안 되어 실

행하지 못한다」,「보다 나은 조건이면 이직할 의사가 있

다」,「실제로 이직을 한 노력을 한 이 있다」 으며, 

각 문항에 하여 ‘  아니다(1 ), 아니다(2 ), 보통

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으로 응답하도

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값은 

.86 이었다.

2) 직무스트 스

직무스트 스는 김매자와 구미옥(1984)이 개발한 간호

사가 근무 에 경험하는 스트 스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노인간호학 공교수 1명과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1명, 

간호 장 2명, 간호사 2명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

은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업무량과 (3문항), 

문지식과 기술의 부족(3문항), 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5문항), 인 계상의 문제(3문항), 부 한 보상  

우(2문항), 상사와 계(2문항), 업무상의 갈등(5문

항), 익숙치 않은 상황(2문항)으로 총 8개 요인의 2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  못 느낀다(1 ), 약간 느낀다(2

), 보통이다(3 ), 심하게 느낀다(4 ), 아주 심하게 느

낀다(5 )’ 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

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값은 개발당시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 이었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Slavitt, Stamps, Piedmont와 

Hasse(1978)가 개발한 건강요원의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박성애와 윤순녕(1992)이 42개의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문헌고찰과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사회복지 간호사

회 소속 간호사 4명의 자문을 통해 6가지 역의 15문항

으로 구성하 다. 이 도구는 보수(2문항), 행정(3문항), 

자율성(3문항), 문직업  수 (3문항), 상호작용(2문

항), 업무요구(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1 )”에 1 부터 “매우 그 다(5 )”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 다.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이직의도,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

도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 으

며,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다 선형회귀분

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  0.05를 용하 다. 

Ⅲ. 연구 결과

1. 간호사와 노인요양시설의 특성

1) 간호사의 특성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40.59세이고 40~49세가 40.7%

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204명(79.07%)이었

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125명(48.83%)으로 가장 많았

다. 교육정도는 3년제 간호 학 졸업이 183명(70.93%)

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간호 학졸업이 45명(17.44%), 

학원 재학이상이 18명(6.98%)이었으며, 직 는 일반간

호사가 186명(72.66%), 리자  이상이 70명(27.34%)

이었고, 연 수 은 2000～2700만원 미만이 162명

(6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 는 1400만원부터 

4200만원 이었다.

간호사로서 임상경력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5명

(33.73%)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경

력은 3년 이상 7년 미만이 110명(43.82%)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근무형태는 상근근무가 133명(51.75%)이었고, 

교 근무는 124명(48.25%)이었다. 고용형태에서는 242

명(93.8%)이 정규직이었고 노인요양시설의 근무동기는 

가족, 친지, 지인의 권유가 82명(31.78%)이었으며, 싱

홈이나 노인요양시설 운 에 심이 있어서가 80명

(31.01%)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의 근무에 만족하는 경우

는 166명(64.34%)이었으며, 불만족이 65명(25.19%)이

며, 매우 만족이 23명(8.91%) 순이었다. 246명(95.30%)

이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직횟수의 평균은 

2.12회 이었다<표 1>.

2) 노인요양시설의 특성

노인요양시설 소재지가 군(읍,면)단 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가 99명(38.3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형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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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간호사의 일반 인 특성과 이직의도 차이                                                            (N=258)

변수 범 주 빈도 백분율(%) M ± SD t or F p

연령 20~29  29 11.24 10.14±2.96

13.25 0.000
30~39  81 31.40 10.19±2.93

40~49 105 40.70  9.51±2.91

50~60  43 16.67  6.95±2.47

결혼

상태

미혼  52 20.16  9.61±3.52
 0.67 0.500

기혼 204 79.07  9.29±2.93

종교 기독교 125 48.83  9.43±3.08

 0.12 0.435
불교  33 12.89  9.58±2.92

천주교  46 17.97  9.43±2.97

무교  52 20.31  9.19±3.11

교육

수

3년제 간호 학 183 70.93  9.21±3.07

 0.83 0.6494년제 간호 학졸업 이상   57 17.44  9.79±3.14

학원 재학이상  18 11.63  9.61±2.54

직 일반간호사 186 72.66  9.46±2.93
 0.83 0.406

리자  이상  70 27.34  9.10±3.37

연

수

＜2,000  22  9.13  9.22±2.99

 1.13 0.331
≥2,000~＜2,700 162 67.22  9.67±3.11

≥2,700~＜3,500  52 21.58  8.84±2.87

≤3,500   5  2.07  8.60±3.50

체 

임상

경력

＜5년  35 13.89  9.14±2.60

 0.62 0.649

≥5년~<10년  70 27.78  9.61±3.39

≥10년~<15년  85 33.73  9.18±3.04

≥15년~<20년  37 14.68  9.81±2.92

≥20년  25  9.92  8.84±3.00

노인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37 14.74  8.76±2.89

 0.85 0.469
≥1년~＜3년  76 30.28  9.72±3.14

≥3년~＜7년 110 43.82  9.31±3.11

≥7년  28 11.16  9.35±2.75

근무

형태

교 근무 124 48.25  9.16±2.94
-1.05  0.291

상근직 134 51.94  9.56±3.15 

노인요양시설의 

만족정도

매우불만족   4  8.91 11.50±1.73

17.84 0.000
불만족  65 64.34 11.07±2.85

만족 166 25.19  9.04±2.79

매우만족  23  1.55  6.47±2.71

* 무응답 제외

<표 2>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이직의도 차이                                                               (N=258)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M ± SD t or F p

시설의

소재지

서울  72 27.91  8.34±3.06

7.04 0.000
역시  38 14.73 10.36±2.67

군(읍, 면)단  99 38.37  9.15±2.85

시(구) 단  49 18.99 10.53±3.16

시설형태
무료노인( 문)요양시설 206 79.84  9.73±2.99

8.31 0.000실비노인( 문)요양시설  39 15.12  7.64±2.87

유료노인( 문)요양시설  13  5.04  8.84±3.02

시설규모

(입소자수)

≥150명 182 70.54  9.85±2.91
4.00 0.000

≥151명  76 29.46  8.22±4.10

간호사수
≤5명 177 68.60  9.76±2.88

3.17 0.001
≥6명  81 31.40  8.4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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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이직의도 차이(계속)                                                         (N=258)

변수 범주 빈도 백분율(%) M ± SD t or F p

간호사

입소자 

비율

＜10  11  4.26  8.18±3.31

2.29 0.060

11-19  37 14.34  8.21±3.02

20-29 105 40.70  9.33±3.03

30-39  66 25.58  9.69±3.10

≥40  39 15.12 10.15±2.78

료노인( 문)요양시설이 206명(79.84%)이었으며, 시설

의 규모로 100명에서 150명 이하의 입소자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182명(70.54%)이었고, 

151명 이상 규모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76명

(29.46%)이었다. 재직간호사 수가 5명 이하인 경우가 

177명(68.60%)으로 부분 이었으며, 간호사수의 범

는 1명에서 18명이었다. 한 간호사 1명당 입소자 수가 

20-29인 인 경우가 105명(40.70%)으로 가장 많았고, 

40인 미만은 66명(25.58%)이었다<표 2>.

2.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3.46 이었다. 직무

만족 정도는 5  만 에 평균은 3.11 이었고, 이직의도

는 평균 3.12  이었다<표 3>. 한 복기재를 허용한 

상태에서 상자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요인은 보수 때문이 

61명(23.64%)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육

아문제 등을 포함한 기타의 이유가 각각 53명(20.54%)

이었으며, 업무 부담이 46명(17.82%)이었고, 자기개발의 

기회가 없음이 31명(12.01%), 직장 내 인간 계가 21명

(8.39%) 순 이었다<표 4>.

<표 3>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 정도 (N=258)

변    수 M ± SD

직무스트 스 3.46 ± 0.56 

직무만족 3.11 ± 0.39

이직의도 3.12 ± 1.02

<표 4> 이직의도 요인분포                    (N=258)

요   인 실  수 백분율(%)

보수 61 23.64

업무부담 46 17.82

불규칙한 근무시간 53 20.54

직장 내 인간 계 21  8.39

승진 등 자기발  기회가 없어서 31 12.01

기타 53 20.54
 

* 복응답허용

3. 간호사와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50세 

미만이 50세 이상보다 높았다(p=.0001). 한 재 근

무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이직의도

가 높았으며(p=.0001), 시설의 소재지가 역시와 시

(구)단 지역에 치한 시설의 간호사들이 군(읍,면)단

에 치한 시설의 간호사보다 이직의도가 높았다(p= 

.0001). 무료노인( 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유

료노인( 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p=.0003), 

입소자수가 150명 이하인 시설의 간호사가 150명 이상인 

시설의 간호사(p=.0001), 시설의 간호사 수가 5명 이하

인 경우가 6명이상인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p=.0001), 간호사  입소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이직

의도가 높았다<표 1, 2>.

4. 이직의도의 향요인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기 한 다 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

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독립변수를 표 5와 같이 선정

하 고, 명목변수인 결혼상태(미혼=0, 기혼=1), 종교 

(기독교=0, 불교, 천주교, 무교=더미처리), 교육수 (3

년제간호 학=0, 4년제간호 학졸업 이상, 학원 재학

이상=더미처리), 직 (일반간호사=0, 리자  이상=1), 

근무형태(상근직=0, 교 근무=1), 노인요양시설의 만족

정도(불만족=0, 만족=1), 시설의 소재지(서울시=0, 

역시, 군단 (읍․면), 시(구)단 =더미처리), 시설형태

(무료노인요양시설=0, 유료/실비노인요양시설=1)는 가

변수로 처리하 다. 한, 연령, 연 수 , 체임상경력, 

노인요양시설 경력, 시설규모(입소자수), 간호사수, 이직

횟수, 직무스트 스 총 , 직무만족 총 은 연속변수 형태

로 분석되었다. 다 회귀분석 시 상되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이하 VIF)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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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직의도 향요인의 회귀분석

변인 β SE p

연령 -0.16 0.04    0.001***

결혼상태 (미혼=0) 기혼  1.01 0.51  0.047*

종교 (기독교=0) 불교 -0.37 0.53 0.487

천주교 -0.26 0.50 0.601

무교 -0.52 0.44 0.237

교육수  (3년제 간호 학=0) 4년제 간호 학졸업 이상  0.37 0.42 0.387

학원 재학이상  0.14 0.70 0.840

직  (일반간호사=0) 리자  이상 -0.42 0.48 0.385

연 수 ＜0.001    ＜0.001 0.725

체임상경력  0.09 0.04    0.018***

노인요양시설 경력  0.01 0.06 0.779

근무형태 (상근직=0) 교 근무 -0.14 0.43 0.741

노인요양시설의 만족정도 (불만족=0) 만족 -1.62 0.62    0.010***

시설의 소재지 (서울시=0) 역시  0.12 0.72 0.864

군(읍․면)단 -0.83 0.63 0.187

시(구)단  0.13 0.67 0.842

시설형태 (무료노인요양시설=0) 유료/실비노인요양시설 -1.90 0.61    0.001***

시설규모(입소자수)     ＜-0.01    ＜0.01 0.804

간호사수 -0.05 0.08 0.523

이직횟수  0.24 0.11  0.041*

직무스트 스총  0.03 0.01   0.010**

직무만족총 -0.12 0.03    0.001***

R²=0.443,  F=6.64,  p=0.0001

*p<.05,  **p<.01,  ***p<.001

주: 가변수 (dummy variable)처리: 결혼상태 (미혼=0, 기혼=1), 종교 (기독교=0, 불교, 천주교, 무교=더미처리), 교육수  

(3년제간호 학=0, 4년제간호 학졸업 이상, 학원 재학이상=더미처리), 직  (일반간호사=0, 리자  이상=1), 

근무형태 (상근직=0, 교 근무=1), 노인요양시설의 만족정도 (불만족=0, 만족=1), 시설의 소재지 (서울시=0, 역시, 

군단 (읍․면), 시(구)단 =더미처리), 시설형태 (무료노인요양시설=0, 유료/실비노인요양시설=1)

만한 다 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간호사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측모형 R
2 값은 

0.443으로 측정변수들의 간호사 이직의도에 한 설명력

은 44.3%이었다. 다 선형회귀분석의 결과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의 연령

(β=-0.16, p=0.001), 결혼상태(β=1.01, p=0.04), 

체임상경력(β=0.09, p=0.01), 노인요양시설의 만족

도(β=-1.62, p=0.01), 시설형태(β=-1.90, p=0.001), 

이직횟수(β=0.24, p=0.04), 직무스트 스(β=0.03, p= 

0.01), 직무만족(β=-0.12 p=0.001)이었다. 즉 낮은 

연령일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체임상경력이 많

을수록, 노인요양시설에 만족하는 간호사보다는 불만족한 

경우, 유료나 실비노인요양시설보다 무료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직횟수가 많은 경우, 직무스트 스가 높

을 때와 직무만족수 이 낮을수록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

았다.

Ⅳ. 논    의

장기요양보호에 한 사회  요구 증가로 노인요양시설

이 양 으로 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안 과 

생명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정도를 악하고,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 정도는 5  만 에 3.46 으로 보통보다 높았

다. 이는 박진주(2006)의 연구에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암병동 간호사의 3.48 인 것과 비슷한 수 이었다. 박진

주(2006)의 연구에서는 암병동 간호사가 업무수행시 의

사와의 업무상 갈등(3.88 )과 의사와의 인 계 갈등

(3.67 )에서 스트 스가 가장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3.67 )이 가장 높았다. 문

직으로서의 역할갈등의 세부 사항으로서 낙상이나 안 사

고 등을 이유로 법 인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타부서와의 

계가 비 조 이거나 비합리  일 때, 간병 수발자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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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시  충고를 따르지 않을 때, 의

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상태에 한 즉각  단을 내려

야 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인력은 탁의 제도 하에서 의사

가 상주하지 않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간병수발  일

상생활수행보조를 하는 요양보호사로 구성되어있다. 그 에 

간호사는 안 사고와 련된 법 소송 문제나 긴 한 응

상황에서 문  단을 내려야하는 등의 역할로 스트 스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기 해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무만족 정도는 5  만 에 평균 3.11 이었으며, 이

는 임지  등(2004)이 보고한 사회복지시설 간호사의 

3.05  보다 높았고, 서남순(2002)이 보고한 노인의료복

지시설 간호사의 3.20  보다 낮았으나, 직무에 하여 

보통 이상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의 세부 

역별 순 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역(3.84 )이 가장 높

고, 문직업  수 (3.60 ), 자율성(3.24 ), 행정

(3.18 ), 업무요구(2.25 ), 보수(2.15 ) 순으로 보수

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임지  등(2004)의 연구

에서도 보수에 한 만족도가 2.11 으로 가장 낮아서 사

회복지시설의 간호사들이 업무에 비해 보수 수 이 낮거나 

공정한 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직 종사자를 상으로 한 서남

순(2002)의 연구에서는 동료에 한 만족도가 3.97 으

로 가장 높았고 승진에 한 만족도가 2.30으로 가장 낮

았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사 1명을 단독으로 고

용하여 직  상의 승진이 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체 응답자  70명(27.34%)만

이 수간호사 이상의 리자 이었으며, 사무국장 6명, 시

설(기 )장이 2명에 불과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승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직의도는 5  만 에 평균이 3.12 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 이는 임지  등(2004)의 연구결과 

평균 4.01  보다 낮았으며,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3.25 (김 란, 2006) 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보다 

나은 조건이면 이직할 의사가 있다⌟의 이직의도는 3.52

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간호

사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하여 한간호 회에 바라고 있

는 요구사항  가장 우선순 가 높았던 부분이 임 , 

열악한 근무 여건, 임상경력 불인정, 승진 기회의 결여 등 

이었던 에 근거해 볼 때(박은숙 등, 2002), 근무환경 

요인이 이직의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므로 유능한 간호 인력의 이직을 조기에 방하기 해 

각 시설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한 

제도장치 마련 등의 구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태, 체임상경

력, 시설형태,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만족정도, 이직횟

수,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정도이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았던 것은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결과(김 미와 박성애, 1995; 허혜경, 1982)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30-39세의 간호사가 다

른 연령 군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W시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30～35세에 이직의

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 것(김경숙, 2005; 박명순, 2004; 

어 숙 등, 2004)과 유사하 다. 이 연령군은 가장 왕성

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조직의 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이 이직의도를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은 조

직 효과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이직의도를 

변화시키기 한 리 략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결과

에서는 직무스트 스가 클수록, 직무만족 수 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컸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이들

의 이직을 래하는 요인은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부족, 과

도한 업무부담과 높은 직무스트 스, 낮은 직무만족 수

이었다(Hayes et al. 2006). 병원간호사들도 직무스트

스가 높고 직무만족이 낮을 때 이직의도가 높았는데(이

상미, 1995), 이직의도가 높은 간호사들이 많을 경우 간

호조직 내의 기술이 축 되기 어렵고 하며 간호서비스의 

질이 하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이기 해 직무스트 스를 낮추고 직무만족

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Hassen & Arnetz, 2007). 이를 

한 략으로 첫째는 임상경력을 인정하고 보수를 조정하

는 것이다. 재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는 동일 노인요양시

설 경력을 제외한 다른 경력은 80%만 인정받고 있거나 연

제로 경력에 상 없이 일정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력인정과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시

설의 간호사 는 간호조무사  입소자 수를 행 1:25의 

비율을 용하기 보다는 각 시설별로 노인 문간호사를 포

함해서 간호사 고용인원에 따라 장기요양 여 비용의 차등

화를 두는 것으로 병원의 간호 리료 차등제와 같은 제도

의 도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 2008). 셋째, 간호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고, 지속 인 성장을 자극하는 의미의 보상제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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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확인하 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본 연

구 결과가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한 바람직한 근

무환경의 조성과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이직 감소를 한 

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 직무

만족, 이직의도 정도와 이직의도 향요인을 조사하기 

한 탐색  조사 연구이다. 연구 상은 국의 입소자 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258명 이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다.

직무스트 스는 김매자와 구미옥(1984)의 도구, 직무

만족은 Stamp 등(1978)이 개발하고 박성애와 윤순녕

(1992)이 수정한 도구, 이직의도는 Lawler(1983)가 개

발하고 박 숙(2002)이 수정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 회귀분석 방

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입소자가 100인 이상인 노인

요양시설의 간호사를 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체로 확  해석하는 데는 신 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는 5  만 에 평

균 3.46이었으며, 직무만족 정도는 5  만 에 평균 

3.11 , 이직의도는 5  만 에 평균 3.12  이었다.

2.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50세 미만,  근무지에 만족하

지 못할 때, 시설의 소재지가 역시와 시(구)단 지역

일 때, 무료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할 때, 입소자수가 150

명 이하 시, 시설의 간호사가 5명 이하일 때 높았다.

3. 이직의도의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체임상경력,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만족정도, 시설형태, 

이직횟수,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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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Park, Young Ok* ․ Lee, Kyung Ja**

Cho, Eunhee** ․ Park, Hye J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nd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38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 

more than 100 elders admitted across the nation.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24 nurses 

who agreed to participate. Of these, 280 nurses 

respond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 degree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s were 3.46 (±0.56), 3.11 

(±0.39), and 3.12 (±1.02), respectively, with a 

possible range of 1 to 5.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were age of the nurse, marital 

status, clinical experience (years), facility type, 

satisfaction with current facility, turnover experienc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Conclusi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s was high, and the degree 

of turnover intention was higher with more job 

stress and les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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