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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를 파

악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

선하기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

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가보고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 11부를 제외한 16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건강

증진 행위는 HPLP-II, 건강상태는 SF-36 v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병원에

서 2010년 시행된 정기직원검진과 신규직원검진 결과를 객관적 건강상태 지표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80점 만점에서 152.78(±26.25)점, 평균

평점 2.73(±0.45)/5점이었다. 하위척도의 평균은 직무환경이 2.85(±0.54)점으로 가

장 높았고 병동 및 행정관리, 대인관계, 간호직무의 순으로 높았다. 직무스트    

레스는 초과근무 시간(F= 6.76, p= .002), 직무만족(t= 2.85, p= .005), 피로(F= 2.25, 

p= .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건강증진 행위는 208점 만점에서 107.31(±17.75)점, 2.06(±0.33)/4점 이었다. 

건강증진 행위 하위척도의 평균은 대인관계가 2.53(±0.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

적 성장,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신체활동의 순으로 높았다. 건강증진 행

위는 종교(t= -2.15, p= .03), 직무만족(t= -4.30,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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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 신체건강상태는 46.89(±7.33점), 정신건강상태는 36.63(±7.59) 점이었다. 8개

의 하위척도 중 신체기능이 49.03(±7.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역할제한, 정서역

할제한, 신체통증, 활력, 전반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높았다. 신

체건강상태는 연령(t= 2.65, p= .01), 종교(t= -2.24, p= .027), 치료질병 유무(t= 2.82, 

p= .007),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t= 2.43, p= .016), 초과근무 시간(F= 4.84, p=. 

009), 직무만족(t= -2.01, p= .046), 피로(F= 16.18,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상태는 근무부서(t= -2.02, p= .045), 초과근무 시간(F= 3.52, p= 

.032), 그리고 직무만족(t= -3.76,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그리고 각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직무만족을 포함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 행

위와(r= -0.173, p= .024), 신체건강상태(r= -.286,  p< .001), 정신건강상태 (r= 

-.249,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 건강증진 행위는 정신건강상태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423, p< .001) 신체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어, 건강증진 행위가 높을 때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369, p< .001) 건강증진 행위(r= .359, p< 

.001), 신체건강상태(r= .161, p= .036), 정신건강상태(r= .501, p< .001)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낮고 건강증진 행위가 높고 건

강상태가 양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

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초과근

무시간을 줄이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되는 말 : 중환자실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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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의학 기술의 발전은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병상 가동률을 높이며 간호

업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간호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Kirchheimer, 2001). 게다가 간호사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다른 의료인과 환자 

및 보호자 사이에서의 직무 수행,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 증가, 다양한 여

러 직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독자적인 간호수행에 대한 열망, 열악한 근

무조건과 환경, 간호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인간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 등

으로 인해 심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미선, 2001).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위급한 환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데, 환자 상태의 불안정성 및 위기 상황에서 요청되는 

의사결정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 간호 상황으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다. 

또한 계속되는 소음과 밝은 조명,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의료기기 조작 등의 환경

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쉽게 좌절감을 맛보거나 소진을 경험할 

위기에 처해 있어(Lewis & Robinson, 1992) 이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의 저하, 의사결정의 곤란, 신경증 등의 심

리적 증상과 수행감소, 사고율 증가, 흡연율 증가, 알코올중독 증가, 비만율 증가, 

약물남용, 충동적 행동 등의 부정적 행동양상을 초래한다(박영신 & 김의철, 1997). 

이러한 증상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혈압증가, 호흡

곤란, 근육의 긴장, 위장 장애 등의 신체증상을 발현시키며 장기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암의 발병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이명선, 1995). 

   따라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간호사들은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건강증진 행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는 타 

직종 종사자나 일반 성인에 비해 건강증진 행위가 대체로 낮다고 하였는데(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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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1999; 전정자 & 김영희, 1996), 이는 간호사의 높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인으로서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무교대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쉬운 취약한 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기인한 높은 직무 

스트레스 및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간호사 자신의 건강관리가 간과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데, 건강증진 행위

에 영향을 주는 직무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직무특성이 유사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건강 행위의 계기로 작용하기

도 한다. 개인은 건강에 대한 지각과정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태도는 자신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건강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건강증진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히는 여

러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지각과 건강증진 행위의 정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김소선, 박정숙, & 노영숙, 2005; 김윤정 & 이경희, 1999; 박미영, 1993; 이은희, 

소애영, & 최상순, 1999). 지각된 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관적

인 평가이다(Ware, 2000). Pender(1982)는 건강증진 모형에서 건강증진 행위를 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제시하였고, 지각

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위를 행하는 빈도, 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건강

증진 행위를 형성하는 주요 동기가 되는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주관적인 건강지각만을 측정하여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

태와의 관계를 인지 및 심리적 측면만으로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주관

적인 측면과 임상수치를 활용한 객관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와 관련

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오장

균, 2000; 이경진, 2000; 전양희, 2007).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르고 건강증진 행위 또한 직무관련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병동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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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에 따른 수행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중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그리

고 건강증진 행위의 결과로 형성되는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중환

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의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직무특성이 유사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  

     상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요구와 개인의 수행능력 사이에 주관적으로 인지된 불균

형을 의미하며(Blau, 1987),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

정하기 위해 김연태(1989)가 개발한 것을 최현숙(1998)이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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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말한다.

   2) 건강증진 행위

   건강증진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진 안녕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Pender, 1982), 본 연구에서는 

Walker, Sechrist, & Pender(1987)가 개발하고 1996년에 개정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HPLP-II)를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3)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의 인지로서 건강문제의 행위적 영향을 의미하는 

신체기능, 사회기능, 역할기능과, 건강 및 전반적 안녕상태의 주관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정신건강, 통증, 건강지각을 의미한다(Stewart, Ware, & Brook, 1981). 본 

연구에서는 Short- Form-36 Health Survey Version 2.0(Ware, 2000)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으로 인한 신체·정신·사회적 기능의 제약이 없고 

스스로의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객관적 건강상태

   서울 소재 일 대학병원에서 2010년 시행한 직원 정기건강검진이나 신규직원 

건강검진 항목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축기압, 혈색소, 식전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LDL), 중성지방(triglyceride, TG), 당뇨, 

단백뇨, 뇨 잠혈의 측정치를 검진기관에서 제시한 참고치를 참조하여 정상과 유소

견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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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 평가 시 발생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이며(이명하, 1996), 본 연구에서는 김정미(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 

만족도 도구와 남경동과 김광점(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 만족도 도구를 김

광숙(2006)이 재구성하여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 받

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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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저조한 건강증진 행위로 인해 건

강에 위협을 받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무 스트레스, 건강

증진 행위와 건강상태의 각 개념을 살피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문

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미국 중환자 간호사회(AACN; 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에

서는 중환자 간호를“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응하는 인간의 반응을 다루는 간

호의 한 분야”라고 정의한다. 중환자실은 고도로 발전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생

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환

자들은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중증도와 사망률이 높다. 이에 중환자 간호는 기본

적인 간호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수 간호에 이르기까지 포

괄적이고 숙련된 간호를 필요로 한다.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요구와 개인의 수행능력 사이에 주관적으로 인지된 불균

형을 의미한다(Blau, 1987). 간호사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양한 직종과의 의사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24시간 동안 

환자의 높은 중증도로 인한 환자상태의 불안정성 및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

사결정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 간호 상황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과도한 긴장

감, 중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폭넓고 다양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해야 하는 높은 직무 요구 그리고 잦은 밤 근무와 계속되는 

소음과 밝은 조명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

다(정의정 & 도복늠, 2002; Lewis & Robinson, 1992).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수준

은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 증가의 원동력이 되지만 적응의 수준을 초과한 스트레

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75%가 스트레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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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Hellriegel, 

Slocum, & Woodman, 1992).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도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해결

되지 못한다면 사기가 저하되고 타인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업무수행 

및 조직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Stewart 등(1981)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 및 업무 만족을 저하시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역할 수행을 저해하여 이것이 전문직 역할갈등 등의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

기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으로 이

어지며(임덕순, 2006)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낮추고(이혜연, 2006) 이직의도를 높

여(박상례, 2005) 간호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다양한 증상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의 저하, 의사결정의 곤란, 신경증 등이 있으

며 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는 수행감소, 사고율 증가, 흡연율 증가, 알

코올중독 증가, 비만율 증가, 약물남용, 충동적 행동을 들 수 있다(박영신 & 김의

철, 1997). 이러한 증상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혈압

증가, 호흡곤란, 근육의 긴장, 위장 장애 등의 신체증상을 발현시키고 장기적으로

는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암의 발병에도 영향을 준다(이명선, 1995).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하며 스트레스의 결과변수로서 대처, 직무만족과 소진을 선

정하여 이들과 스트레스 정도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강은희, 2007;

구미옥 & 김매자, 1985; 김현정, 2005; 이명하, 1996; Lewis & Robinson, 1992), 최

근 스트레스와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사

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혹은 건강증진 행위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

고 있다(김미선, 2001; 김정미, 2002; 김환철 등, 2006; 윤현숙, 2007;전양희, 2007).

   중환자실 간호사는 비 중환자실의 간호사보다 대체로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백명화, 2007; 정의정 & 도복늠, 2002; 최성녀, 1993; 최현숙, 

1998). 최성녀(1993)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높은 직무 요구도가 있는 대신에 비 중

환자실 간호사보다 직무의 만족감이나 권위가 높고 비중환자실 간호사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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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며 병원의 자원을 적게 배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이 중환자실과 비중환자실의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특성이 유사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

스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최현숙(1998)은 행정적 보상의 결

여와 업무과다, 즉 직무환경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하였고 김연태(1989)

의 연구에서도 업무과다, 행정적 보상의 결여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임덕순과 조복희(2007)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간호 행위 및 업무, 

대인관계, 간호조직 및 행정, 간호환경의 순으로 높았다고 보고한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해 비교한 백명화(2007)는 

두 그룹 모두 스트레스 하위 항목 중 직무환경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조용애 등(2009)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상급자와의 관계, 대인관계 순으로 높은 것으로 측정

되었다.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일관된 도구가 없어 각 연구 간의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는 대체로 직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 관련요인으로는 간호직 종사예정기간, 간호학 선택동기, 직무 

만족, 연령, 직위, 임상경력, 중환자실 종류 및 등급, 이직의도 등이 있었다(임덕순 

& 조복희, 2007; 조용애 등, 2009; 최현숙, 1998). 간호직을 평생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간호사가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자의에 의해 간호직을 선택한 군이 직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에서는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

가 많고 만족할수록 스트레스가 적었다. 조용애 등(2009)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리고 일반간호사 보다 책임간호사가 역할갈등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보였고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경력수준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대체적으로 높았고 중환자실 등급과 중환자실 종류에 따라 이직

의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과 상관관계가 있어 직무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덕순 & 조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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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은 평균평점 2.40/4점 이었고 신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정서적 소진의 순으로 높았는데 신체적 소진이 가장 높은 결과는 조영숙

(1999)와 김신자(2002)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때 소진을 경험하거나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건강수준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오고 있

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환경 악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Murray & Lopez(1999)는 전세계 사망에 기여하는 요

인으로 개인의 건강행태 31%, 물리적 환경 6.6%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

강결정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실천 요인에 기인한 질병비용이 

21.82%, 생물학적 요인 9.09%, 환경적 요인 3.59%로 보고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함

에 있어 개인의 건강행위의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6). 

   질병 치료위주의 건강 패러다임이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의료인에게 

건강증진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간호사가 타 직종 

종사자나 일반 성인에 비해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순례 & 

이규난, 1998; 김윤정 & 이경희, 1999; 김혜영 & 윤은자, 2010; 박미영, 1993; 전정

자 & 김영희, 1996),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

기가 힘든 상황과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의료인으로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

도록 간호사에게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는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행위는 영적 성장(혹은 자아실현), 대인관계, 영양, 스트레스 관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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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책임, 신체활동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간호사는 주로 대인

관계와 영적 성장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고 영양과 신체활동 그리고 건강책

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선 등, 2005; 백영주 & 

김인숙, 2000; 심묘락, 2010; 정의정 & 도복늠, 2002). 한편, 간호사 이외의 대상자

에서도 대체로 영적 성장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높은 건강증진 행위를 보였고, 건

강책임과 신체적 활동 영역에서는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하였다(박영숙, 김효정, 채

선옥, & 우선혜, 2001; 박혜숙 & 김애정, 2000; 윤순녕 & 김정희, 1999). 특히 신

체활동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것은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 격렬한 신

체활동 혹은 중등도의 신체활동에 참여율이 전체의 32.17% 에 불과한 낮은 운동 

실천률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김초일 등, 2006). 이와 같이 국민의 신체

활동 및 저조한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촉진자인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 행위 관련요인으로는 건강 통제위,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개념,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제시되었고, 

특히 자기 효능감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확인되었

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요

인으로 보고된 것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지각된 장애성, 건강상태, 직무 만

족도, 피로감, 운동빈도, 근무부서 등이 있었다(김윤정 & 이경희, 1999; 백영주 & 

김인숙, 2000; 심묘락, 2010). 병원의 행정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조사한 최명희(2003)는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즉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병원근로자 일수록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음을 보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는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하고 간호

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요인과 사회 인구학적 요인

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상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문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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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상태

   모든 근로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이환, 사회 심리적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통증, 위장관계 및 호흡기계 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도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명선, 1995). 이에 업무 자체 및 직무 스트레스

와 관련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근

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증진 행위를 하는 간호사의 건강상태

를 파악함으로써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는 의학적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인구집단의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며, 건강수준의 차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보건

의료에 대한 필요를 규명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우선순위

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Ware, Brook, Davies, & 

Lohr, 1981), 특히 건강증진의 개념이 대두됨으로써 적극적인 건강수준의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Breslow, 1989).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에는 크게 임상적인 지표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

는 지표가 있다. 임상지표는 질병에 따라 매우 특이적이고 생물학적 기능과 병태

생리학적 기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상결과와 참

고치를 근거로 해석되며 1950년대 이전부터 임상 의사들에 의해 신체기능 및 특

정 질병에 국한된 건강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총괄적인 건강수준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며, 

1980년대 이후 삶의 질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임상 지표와 함께 주

관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은 매우 포괄적

인 개념으로 생물학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 평가만으로는 측정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

속되어 왔으며(Ware, 2000), 최근 Notingham Health Profile, Dartmouth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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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Cooperative Information Project Charts,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 

36(SF-36) 등 간단하게 건강의 다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특히 

Ware & Sherbourne(1992)에 의해 개발된 SF-36은 동질성을 갖는 집단 구성원의 

건강수준 측정에 적절하여 건강수준 조사, 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 보건정책의 결

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상백, 장세진, 강명근, 차봉석과 박종구(1997)의 연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개인이 평가한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지각을 반영한다. 개인은 지각과정을 통

해 태도를 형성하고 태도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의 건강지

각은 건강 태도와 행위를 형성하는 주요 동기로서 작용한다. 즉 긍정적인 건강상

태 지각이 건강증진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이 되는데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평가

가 좋을수록 자기결정과 내적 동기가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문제에 대한 능력

감이 증가하고 이는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전정자 & 김영

희, 1996). Pender는 건강증진 모형에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거나 삶이 만족

스럽다고 지각한 경우 그것이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여 건강증진 

행위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이에 선행문헌에서는 건강상태로서 주

관적 건강상태의 측정보다는 건강지각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두 변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r=.543, p <.001)가 있음이 보고되었다(서정선, 2002). 각 변수의 관

련요인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건강지각은 질환 수, 근무만족 정도와 근무

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건강상태는 연령, 근무 외의 여가활동 유무, 

질환 수, 근무경력, 근무만족 정도, 근무부서, 그리고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저자는 개인이 평가한 건강상태와 지각된 건강

을 주관적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에 관한 문헌을 고찰 하

였다.   

   김소선 등(2005)은 간호사의 건강상태 인지와 건강증진 행위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간호사가 인지한 정신건강상태는 35.08점, 신체건강상태는 49.04점으

로 규준이 되는 인구집단 평균 점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건강상태 인지는 

건강증진 행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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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수준을 평가한 김정은(2004)의 연구에서 교대근무자의 

100점으로 환산한 SF-36 총점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68~79점까지 분포되어 있었

다. 서정선(2002)은 간호사의 건강상태가 평균 114점 만점에서 102점, 신체건강상

태는 평균평점 1.69/2점, 정신건강상태는 1.83/2점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건강상태는 건강증진 행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영 

& 윤은자, 2010; 백영주 & 김인숙, 2000).

   한편, 정기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며, 질병을 조기

에 발견하고 건강 저해 요소를 찾아내어 작업 전환이나 요양, 작업 환경 개선 등

의 조치를 하는 자료로 이용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판정할 뿐 아니라 심혈관, 신장

계, 소화기계 등의 질환을 비롯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강검진 결과상 대부분의 유소견 판정은 개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 전염성 만성질환으로서 각 근로자 개인의 건강증

진 생활양식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대상자들에게는 약물이나 기술적 행위를 이용

한 의학적 치료로 그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질병을 조절하고 건강유지에 대한 책

임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된다

(Pender, 1982). 건강검진 이후 정상으로 판정된 자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욱 좋은 건강상태로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 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와 같은 비 건강인은 계속적인 관찰이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자들이다(산업안전관리공단, 1996). 따라서 건강검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 건강 증진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측정한 김소선 등(2005)의 연구에서 정기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압이 120mmHg 이상인 군에서 정신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낮은 소견을 보였

다. 이선주, 박정일, 임현우, 노영만, & 정치경 (2000)은 운송업 종사 근로자의 건

강가치 인식 및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검진 결과와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에서 건

강인과 비 건강인 두 군으로 층화한 후 각각의 군에서 건강가치 인식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증진 행위 실천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건강증

진 행위 영역 중 운동 영역에서 비 건강인의 실행수준이 유의하게 낮고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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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비 건강인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F-36를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을 측정하고 간호사에게 매년 시행되는 정기건강검

진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임상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 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상태의 지각은 건강증진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직

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및 건강상태를 통합하여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오장균, 2000; 윤은자, 1999; 이경진, 2000; 전양희, 2007). 

   그 중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상태 및 건강증진 행위

를 연구한 이경진(2000)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지각된 건강상

태와 건강증진 행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오장균(2000)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사회심리적 건강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Breslow & Enstrom(1980)의 7개 생활습관

을 참고로 구성한 생활습관과 간질환과 고지혈증 이환 여부로 건강수준을 측정하

여 경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 후,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생활습관이 나쁘고 생활습관이 나쁠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

음을 논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간의 음의 상관관계, 건강증진 행

위와 건강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의 관계를 연구한 윤은자(1999)

는 건강증진 행위와 사회심리적 건강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증진 

행위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심리적 건강 즉 스

트레스가 많을 때 건강증진 행위가 낮았고,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할 때 

건강증진 행위가 높다고 하였다. 전양희(2007)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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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및 건강상태를 측정하였지만 각 변수들의 측정에만 그쳐 

이들 관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에 대해 부분적으로 살핀 기존 

연구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여 이들 상관관계를 부분적으로 지지한

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결

과가 있고(김미선, 2001; 정의정 & 도복늠, 2002), 병원의 행정부서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최명희(2003)는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레스는 높은 정 상관관계가 있어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건강

증진 행위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진희와 이명선(2001)은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불량하다는 결과를 보였고,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대체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높은 건강증진 행위를 나타냈다(김명희, 

1995; 김소선 등, 2005; 박영숙 등, 2001; 백영주 & 김인숙, 2000; 서정선, 2002).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에 대해 고찰한 

결과, 이들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상기 변수를 포괄적으로 살핀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의 세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

로써 이들 상관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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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에 의거하여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으로 동의한 자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충분한 11부

를 제외한 169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

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인 G*Power 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의 유의수

준과 80% 검정력, 효과크기 0.25에서 ANOVA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59명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169명은 이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

성, 그리고 건강관련 특성의 22문항, 직무 스트레스 56문항, 건강증진 행위 52문

항, 건강상태 36문항의 총 1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도구는 원 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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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연태(1989)가 개발한 것

을 최현숙(199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직무(17문항), 직무환경

(13문항), 대인관계(16문항), 그리고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10문항)의 4개 영역 5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저 56점에서 최고 28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최현숙(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95 이다. 

   2) 건강증진 행위

   Walker 등(1987)이 개발하여 1996년 개정하고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번안한 

HPLP-II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영적 성장, 건강에 

대한 책임, 대인 관계에 관한 5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최

저 52점에서 최고 208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94

이었고, 윤순녕과 김정희(1999)의 Cronbach’s α는 .9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 이다. 

   3)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QualityMetric Incorporated 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SF- 

36 Scale Version 2.0(Ware, 20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F-36은 신체적 기능(10

문항), 신체문제로 인한 역할제한(4문항), 신체통증(2문항), 전반적 건강(5문항), 활

력(4문항), 사회적 기능(2문항), 정서문제로 인한 역할제한(3문항), 정신건강(5문항)

의 8개 항목과 1개의 문항으로 건강상태의 변화를 보고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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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QualityMetric Incorporated 로부터 제공받은 QualityMetric Health Outcomes™ 

Scoring Software 4.0을 이용하여 100점으로 환산된 하위영역의 점수와 1998년 미

국에서 general population을 대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표준으로 하여 환산한 

Norm Based Scores를 얻었고, 신체건강상태(Physical Component Summary: PCS)

와 정신건강상태(Mental Component Summary: MCS)로 범주화된 값을 얻었다. 신

체기능, 신체문제로 인한 역할제한, 신체통증은 PCS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정신건

강, 정서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사회적 기능은 MCS와 상관관계가 높고, 전반적 

건강과 활력은 두 척도와 부분 상관관계를 갖는다. PCS와 MCS 측정법의 강점은 

정신적 건강 평가로부터 신체적 건강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Ware 등, 2008).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데 신체적 기능, 신

체문제로 인한 역할제한, 신체통증, 사회적 기능, 정서문제로 인한 역할제한의 5개 

영역은 제약이나 장애의 부재로서 건강상태를 정의하므로 제약이나 부재가 없을 

때 높은 점수를 얻고 전반적 건강과 활력, 정신건강의 3개 영역은 건강상태의 부

정적인 수준에서부터 긍정적인 수준까지의 넓은 범위를 반영하므로 높은 점수는 

응답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평가할 때 얻을 수 있다. 개발 당시의 Cronbach 

’s  α는 .84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 이다.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임상지표는 2010년 해당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직원 정기건강검진이나 2010년 신규직원건강검진 결과 중 체질량지수, 수

축기혈압, 혈색소, 식전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당뇨, 단백뇨, 

뇨 잠혈 항목의 측정치를 검진기관에서 제시한 참고치를 참조하여 정상과 유소견

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4) 직무 만족도

   김정미(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 만족도 도구와 남경동과 김광점(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 만족도 도구를 김광숙(2006)이 재구성하여 병원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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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 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 이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 심의를 통과하고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국의 자료수집 승인을 

얻어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15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중환자실 각 구역의 파트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어떠한 불이익 없이 연

구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각 파트장의 설명을 듣고 연구에 동의

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표한 간호사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의서는 질문지가 회수된 

후 즉시 분리하여 보관하였으며 연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

적으로만 활용하였다. 회수된 180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69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무관련 특성 중 부서별 업무 과중도를 관찰하기 위해 자료수집 시점 15일간

의 중증도 분류표의 총점을 재원 환자수로 나눈 평균값을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Scheffe Post Hoc test)로 분석하였다. 

   4)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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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중환자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설문지에 응답한 169명의 대상자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22~56세로 평균 

30.7세이었다. 과반수이상인 125명(74%)이 미혼이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95명

(56.2%)이었다. 

<표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169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연령 30.66 ± 5.80

30세 미만 96(56.8)

30세 이상 73(43.2)

결혼 미혼 125(74)

 기혼 44(26)

종교 없음 74(43.8)

 있음 95(56.2)

최종학력 전문대졸 27(16)

 대졸 126(74.6)

 대학원졸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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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관련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은 <표2>와 같다. 내과계열 중환자실 근무자

는 77명(45.6%), 외과계열 중환자실 근무자는 92명(54.4%)이었다. 일반간호사는 127

명(75.1%), 책임간호사는 39명(23.1%), 파트장은 3명(1.8%) 이었고, 대다수인 162명

(95.9%)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병원 총 근무 경력은 3년 미만, 6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의 순으로 많았는데 현부서 근무 경력도 유사한 분포로 조사되었

다. 병원간호사회에서 1994년 개발한 중증도 분류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시점 

15일간 측정한 중증도는 평균 109.61점이었다.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88.2

분이었고 월평균 야간근무 일수는 평균 6.6일이었다. 직무만족 점수는 19.39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0.61점이었고 중위수인 62.5점을 기준으로 근무 만족이 

낮은 그룹은 104명(61.5%), 높은 그룹은 65명(3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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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
N=169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근무부서 내과 77(45.6)

 외과 92(54.4)

직위 일반간호사 127(75.1)

 책임간호사 39(23.1)

 파트장 3(1.8)

근무형태 고정근무 7(4.1)

 3교대 162(95.9)

총 근무경력(년) 6.34 ± 5.76

3년 미만 73(43.2)

 3~6년 40(23.7)

 6~9년 17(10.1)

 9년 이상 39(23.1)

중증도 109.61 ± 8.98

낮음 90(53.3)  
 높음 79(46.7)  

일평균초과근무(분) 88.24 ± 41.72

60분 이하 81(47.9)  

60~120 67(39.6)  

 120분 초과 14(8.3)  

월평균야간근무(일) 6.58 ± 1.95

4일 이하 17(10)  

5일~8일 142(84)  

 9일 이상 10(6)  

직무만족 19.39 ± 3.25 
낮음 104(61.5)

높음 6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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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강관련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관련 특성은 <표3>과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 모두 흡연

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에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

는 자는 40명(23.7%)이었다.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거의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자

가 144명(85.2%)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혈색소가 12.0g/dl 미만인 자는 13

명(7.7%)이었고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상인 경우는 38명(22.5%)이었다. 총 콜

레스테롤 200mg/dl 이상은 13명(7.7%),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60mg/dl 미만

은 44명(26%),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이상은 7명(4.1%),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가 2명(1.2%) 있었다. 혈당 100mg/dl 이상은 14명(8.3%)이었

고, 체질량 지수 18.5 미만인 저체중이 32명(18.9%), 25이상의 비만은 3명(1.8%) 있

었다. 당뇨 유소견자는 없었고 단백뇨는 2명, 뇨 잠혈은 1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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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관련 특성
aN=169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치료질병 없음 125(74)

 있음 40(23.7)

피로 가끔 느낀다 21(12.4)

 자주 느낀다 75(44.4)

 항상 느낀다 69(40.8)

혈색소 (g/dl) 13.13 ± 0.92
  12 이상 122(72.2)

 12 미만 13(7.7)

수축기혈압 113.01 ± 10.53
(mmHg) 120 미만 97(57.4)

 120 이상 38(22.5)

총콜레스테롤 165.71 ± 26.26
(mg/dl) 200 미만 116(68.6)

 200 이상 13(7.7)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65.03 ± 10.0
(mg/dl) 60 이상 85(50.3)

 60 미만 44(26)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87.77 ± 21.7
(mg/dl) 130 미만 122(72.2)

 130 이상 7(4.1)

중성지방(mg/dl) 67.03 ± 29.21
150 미만 123(72.8)

 150 이상 2(1.2)

혈당(mg/dl) 89.25 ± 9.38
100 미만 122(72.2)

 100 이상 14(8.3)

체질량지수 19.97 ± 1.97

18.5 미만 32(18.9)

 18.5~24.9 96(56.8)

 25 이상 3(1.8)

a.결측값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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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건강상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점수는 <표4>와 

같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80점 만점 중 152.78(±26.25)점으로 평

점평균 2.73(±0.45)/5점 이었다. 하위영역은 직무환경, 병동 및 행정, 대인관계, 간

호직무의 순으로 높았다.

   건강증진 행위는 208점 만점 중 107.31(±17.75)점으로 평점평균 2.06(±0.33)/4

점 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 영적성장,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신체활동의 순으로 높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 중 Norm Based Scoring(NBS)으로 범주화된 신체건강상태

(PCS)는 46.89(±7.33)점, 정신건강상태(MCS)는 36.63(±7.59점)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신체건강상태에 비해 낮았으며 NBS로 계산된 하위영역은 신체기능, 신체역할제한, 

정서역할제한, 신체통증, 활력, 전반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높았

고 원 자료의 영역별 점수는 신체기능, 신체역할제한, 정서역할제한, 신체통증, 정

신건강, 사회적 기능, 전반적 건강, 활력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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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aN=169

구분 문항 수 평균 ± 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56 152.78 ± 26.25 2.73 ± 0.45

   간호직무 17 42.16 ± 7.40 2.48 ± 0.42

   직무환경 13 37.03 ± 7.12 2.85 ± 0.54

   대인관계 16 44.29 ± 9.54 2.77 ± 0.59

   병동 및 행정 10 28.40 ± 6.48 2.84 ± 0.64

건강증진행위 52 107.32 ± 17.75 2.06 ± 0.33

대인관계 9 22.77 ± 3.91 2.53 ± 0.43

영   양 9 17.17 ± 4.16 1.91 ± 0.46

건강책임 9 18.31 ± 3.70 2.04 ± 0.40

신체활동 8 12.47 ± 4.46 1.56 ± 0.55

스트레스관리 8 15.83 ± 3.21 1.98 ± 0.40

영적성장 9 20.81 ± 5.00 2.31 ± 0.55

건강상태 범주화

PCS N/A 46.89 ± 7.33 N/A
b(4.00 ~ 71.00)

MCS N/A 36.63 ± 7.59 N/A
b(2.00 ~ 74.00)

건강상태 하위영역 36 원 자료 SF-36 v2의 NBS

신체기능(PF) 10 80.66 ± 18.55 49.03 ± 7.76

신체역할제한(PR) 4 64.29 ± 27.08 46.15 ± 7.66

신체통증(BP) 2 52.42 ± 19.78 42.38 ± 8.48

전반적 건강(GH) 5 46.73 ± 16.55 39.10 ± 7.79 

활력(VT) 4 40.65 ± 14.48 42.28 ± 6.88 

사회적 기능(SF) 2 49.33 ± 18.41 35.14 ± 8.00

정서역할제한(RE) 3 63.08 ± 32.34 43.66 ± 10.20

정신건강(MH) 5 52.14 ± 13.81 36.89 ± 7.85

a.결측값 대체

b.가능한 NBS 점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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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도구의 문항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

역별 평점평균은 직무환경,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대인관계, 간호직무의 순으로 

높았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항목은 ‘응급 및 위기간호의 요구

로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된다’로 3.89(±0.83)점이었다. 

   문항별 스트레스 점수가 3점 이상 높게 측정된 항목은 직무환경 영역에서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여가선용 기회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과다업무로 업

무 후의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하는 일에 비해 시간 외 근무수당, 위험수

당, 급여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병원 내에서 간호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가 있었고,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영역에서는‘긴급을 요하는 간호

업무의 과다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잦은 전화로 간호를 방해 받는다’, 

‘환자의 긴박한 상태로 이에 대한 기록, 보고, 사무적인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 한다’가 있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응급 및 위기간호의 요구로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된다’, ‘환자의 상황은 동료 간호사와의 

협조나 팀 접근을 매우 필요로 한다’, ‘응급을 요하는 검사 및 치료로 인한 타

과(진단검사의학과, 약무국,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등)와의 협조가 많이 요구된

다’, ‘과다한 연속근무 또는 과다한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업무시간이 매우 불규

칙하다’, 간호직무 영역에서는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임종을 접하게 된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될 때가 많다’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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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문항분석
aN=169

문항
평점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임종을 접하게 된다 3.09 0.95

간

호

직

무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요구될  
   때가 많다

3.00 0.90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간호행위를 수행하지 못한다. 2.95 0.92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행위를 못한다. 2.85 0.91

소생가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의 기회가 많다 2.81 0.85

업무가 너무 바빠 적절한 간호기록을 하지 못한다 2.73 1.01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2.68 0.75

환자의 심한 불안정으로 협조가 어려워 짜증이 난다 2.68 0.95

담당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장박동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이 자주 발생 한다

2.64 0.86

환자의 문제가 복잡하여 간호사로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경  
   우가 많다

2.50 0.80

근무상황에서 정보나 idea 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자료를 얻기  
   가 어렵다

2.40 0.86

다양한 환자간호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다 2.15 0.78

익숙하지 않은 간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2.13 0.70

응급 및 위기상황이 많아 환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2.04 0.78

특수부서를 위한 보수교육의 기회가 적다  1.91  0.96

간호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기구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조작을  
   잘 못한다

1.86 0.75

긴급을 요하는 간호업무(투약, 처치 등)과다로 실수나 불이행의  
   횟수가 잦다

1.83 0.75

 b영역평균
2.48

(42.16)
0.42

(7.40)

직

무

환

경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여가선용 기회가 부족하다 3.75 0.95

지속적인 과다업무로 업무후의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3.49 0.93

하는 일에 비해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급여 등이 만족스  
   럽지 못하다

3.34 1.07

병원내에서 간호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3.31 0.97

응급 및 위기간호를 요하는 환자가 많다  3.18  0.77

환자로부터 간호사에게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2.71 0.85

다음 번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먼저 번 근무자에게서   
  업무를 인계받는 양이 너무 많다

2.62 0.89

병동내의 치료기기 등의 소음이 심하다 2.59 0.84

기구 및 기계시설이 부족해서 신경 쓰인다  2.57 1.00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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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문항분석(이어서)
aN=169

문항
평점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직

무

환

경

병동을 드나드는 사람으로 인한 환자의 감염이 걱정 된다 2.47 0.83

병실의 침대사이 등 공간이 비좁아 환자 간호 및 장비를 조작  
   하고 활동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45 1.06

업무수행에 필요한 특수물품이나 비품이 부족하다 2.31 1.02

환자상태에 따른 높은 실내온도 유지로 간호 업무수행 시 땀을  
   많이 흘린다

2.15 0.96

b영역 평균
2.85

(37.03)
0.42

(7.12)

대

인

관

계

응급 및 위기간호의 요구로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된다

3.89 0.83

환자의 상황은 동료 간호사와의 협조나 팀 접근을 매우 필요로  
   한다

3.63 0.81

응급을 요하는 검사 및 치료로 인한 타과(진단검사의학과, 약무  
   국,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등)와의 협조가 많이 요구된다

3.28 0.79

과다한 연속근무 또는 과다한 시간외근무 등으로 업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

3.25 1.06

의사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2.96 1.07

치료책임을 맡은 의사가 무능력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2.84 1.10

환자의 증상악화에 대해 의사로부터 공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  
   우가 많다

2.83 1.04

의사가 응급 및 위기간호에 대처하는 간호사의 역할 및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75 0.98

보조인력이 응급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사의 지시  
   에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2.50 0.98

환자간호 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게 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2.50 1.06

의사가 긴급한 환자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보고를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2.48 1.06

보호자가 방문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자치료에 불리한 행동  
   을 많이 한다

2.43 0.98

 중환이 많아 모든 환자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수인계 시 의사소  
   통이 잘 안되어 환자간호 시 차질이 생긴다

2.27 0.85

수행한 간호업무의 결과에 대해 환자 및 동료 앞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많다

2.26 0.91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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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문항분석(이어서)
aN=169

문항
평점
평균
(평균)

표준

편차

대

인

관

계

환자의 의식 및 감각확인 등으로 인한 간호행위에 대해 환자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간호사를 오해, 원망하거나 욕설을   
    한다

2.21 1.00

환자치료를 함에 있어서 동조 불가능한 의학적 견해나 처사를 의  
  사가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2.17 0.92

b영역 평균
2.77

(44.29)
0.59
(9.54)

병

원

행

정

및

병

동

관

리

긴급을 요하는 간호업무의 과다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3.16 0.94

잦은 전화로 간호를 방해 받는다 3.01 1.06

환자의 긴박한 상태로 이에 대한 기록, 보고, 사무적인 paper work  
   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다

2.98 1.09

환자의 잦은 입퇴원으로 담당환자가 자주 바뀐다 2.94 1.08

긴급을 요하는 지속적인 간호업무과다로 동료간호사와 환자간호,   
   병동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눌 기회나 장소가 없다

2.91 0.98

과다한 업무보고로 인수인계시간이 많이 걸린다 2.89 1.00

환자의 상태로 인해 간호업무외의 잡다한 행정적인 서류작성이 많  
   다

2.88 0.98

근무 중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다 2.66 1.09

타병동이나 부서로부터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2.48 0.98

의료사고 및 간호사고 발생의 기회가 많다 2.40 0.91

b영역평균
2.84

(28.40)
0.64
(6.48)

b총 평균
2.73

(152.78)
0.45

(26.25)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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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도구의 문항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

역별 평점평균은 대인관계, 영적 성장,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신체활동의 

순으로 높았고 건강증진 행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된 항목은 ‘운동을 하는 

동안 박동수를 측정한다’로 1.20(±0.43)점이었다.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영역별 항목을 낮은 점수 순으로 살펴보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운동을 하는 동안 박동수를 측정한다’,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이었고, 영양 영역에서는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 

표시를 읽고 산다’,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음식을 먹는

다’, 스트레스 관리 영역에서는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가 있었다. 건강책임 영역에서는 ‘개

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 한다’, ‘나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료

인들에게 정보를 구한다’, 영적 성장 영역에서는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도전이 

된다고 느낀다’,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과의 갈

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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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문항분석
aN=169

문항 평점평균
(평균)

표준
편차

대

인

관

계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2.20 0.68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2.36 0.68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2.44 0.71

다른 사람이 잘 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2.46 0.68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49 0.77

나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 2.54 0.67

나의 문제와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2.61 0.69

나를 보살펴주는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2.63 0.7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00 0.66

b영역평균
2.53

(22.77)
0.43

(3.91)

영

양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 표시를 읽고 산
다

1.74 0.85

매일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2-3회 먹는다 1.78 0.81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1.79 0.72

설탕과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1.84 0.83

하루에 세끼는 먹는다 1.86 0.83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1.95 0.73

아침을 먹는다 2.01 0.94

매일 2-4조각 분량의 과일을 먹는다 2.11 0.85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2.14 0.74

b영역평균
1.91

(17.17)
0.46

(4.16)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34 0.63

나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구한다 1.82 0.68

건

강

책

임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의료인과 상의한다 1.83 0.70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
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1.84 0.73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관련 
글을 읽는다

1.88 0.7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보고 한다 2.04 0.68

필요할 때는 조언(권고)이나 상담을 구한다 2.46 0.77

의료인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한다 2.52 0.76

의료인의 조언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료인에게 다시 확
인한다

2.53 0.82

b영역평균
2.04

(18.31)
0.40

(3.70)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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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문항분석(이어서)
aN=169

문항
평점
평균
(평균)

표준

편차

스

트

레

스

관

리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1.34 0.57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1.65 0.69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이용한다 1.89 0.82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1.95 0.74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2.08 0.77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2.13 0.70

매일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2.24 0.65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인다 2.60 0.73

b영역평균
1.98

(15.83)
0.40

(3.21)

신

체

활

동

운동을 하는 동안 박동수를 측정한다 1.20 0.43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 1.39 0.66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20분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 1.47 0.77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에 참여한다 1.56 0.78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1.59 0.77

가벼운 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다 1.60 0.81

일주일에 3회 이상 스트레칭을 한다 1.82 0.90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1.83 0.84

b영역평균
1.56

(12.47)
0.55

(4.46)

영

적

성

장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도전이 된다고 느낀다 1.76 0.62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2.06 0.75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2.08 0.67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

낀다
2.14 1.06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2.22 0.68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 2.55 0.83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2.58 0.84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2.64 0.80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2.75 0.79

b영역평균
2.31

(20.81)
0.55

(5.00)

b총평균
2.06

(107.32)
0.33

(17.75)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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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만족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만족 도구의 문항분석은 <표 7>과 같다. 직무만족이 높

게 측정된 항목은 ‘현재 업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

와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었고, 낮은 것으로 측

정된 항목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현재의 직업을 선택할 것

이다’ 이었다. 

<표 7>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만족 문항분석
aN=169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평점

평균

표준

편차

현재 업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기계발에 도움
이 된다

2.67 0.58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보람을 느낀다 2.66 0.59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2.48 0.61

나는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다 2.45 0.63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2.42 0.61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
휘한다

2.38 0.61

나는 현재의 업무에 만족한다 2.37 0.63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현재의 직
업을 선택할 것이다

1.98 0.74

b총 평균 19.39 3.25 2.42 0.41

a.결측값 제외  b.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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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      

강상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건강증진 행위의 경우 종

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2.15, p= .03).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30세 이상의 그룹이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t= -2.28, p= .02), 건강증진 행위 하위영역에서

는 30세 미만의 그룹이 스트레스 관리와(t= 2.01, p= .046)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

진 행위가 높았다(t= 2.41, p= .02). 영양 영역에서는 30세 이상의 그룹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고(t= -3.05, p <.01), 미혼은 기혼보다 영양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는 

낮았지만(t=-2.70, p<.01)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였다(t= 2.00, p= .048). 종교가 있는 

그룹에서 영적 성장과(t= -4.64, p <.001)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

(t= -2.03, p= .0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표9>와 같다. 신체건강상태는 30세 미만의 연

령 그룹과(t= 2.65, p= .01) 종교가 있는 그룹(t= -2.24, p= .03)에서 유의하게 높았

고, 정신건강상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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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연령 <30 96(56.8) 2.71±0.42 -0.61 .55 2.09±0.33 1.06 .29

≧30 73(43.2) 2.75±0.48 2.03±0.32

결혼 미혼 125(74) 2,74±0.45 0.52 .61 2.07±0.34 .52 .60

기혼 44(26) 2,70±0.45 2.04±0.28

종교 없음 74(43.8) 2.77±0.41 1.06 .29 2.00±0.33 -2.15 .03
*

있음 95(56.2) 2.70±0.48 2.11±0.32

최종 전문대졸 27(16) 2.69±0.39 0.16 .85 1.96±0.28 1.82 .17

학력 대졸 126(74.6) 2.74±0.46 2.08±0.34

대학원졸 16(9.5) 2.70±0.44 2.11±0.29

a.결측값 대체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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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30 96(56.8) 48.25±6.42 2.65 .01* 36.98±7.50 0.66 .51

≧30 73(43.2) 45.15±8.20 36.19±7.88

결혼 미혼 125(74) 47.24±7.26 1.03 .31 36.45±7.51 -0.52 .61

기혼 44(26) 45.89±7.79 37.16±8.13

종교 없음 74(43.8) 45.42±7.27 -2.24 .03* 36.33±7.65 -0.44 .66

있음 95(56.2) 47.99±7.34 36.86±7.70

최종 전문대 27(16) 48.48±5.49 0.79 .45 37.43±6.70 0.80 .45

학력 대학 126(74.6) 46.53±7.15 36.23±7.64

대학원 16(9.5) 47.03±10.89 38.49±8.66

a.결측값대체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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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는 <표10>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는 병원 근무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t= 2.82, p= .04) 사후분석 결

과 전체 스트레스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6~9년 미만 그룹이 3년 미만의 그룹

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직무만족과(t= 2.85, p <.01) 일평균 초

과근무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6.76, p <.01), Scheffe 사후분석 결

과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0분 이하인 그룹이 120분 이하의 그룹보다 낮았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월평균 야간근무일수가 9일 이상인 그룹이 5~8일인 그룹에 

비해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일평균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스

트레스 차이가 없었다.

   건강증진 행위는 직무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 -4.30, p <.001), 하

위영역에서는 3년 미만의 그룹이 9년 이상의 그룹보다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는 <표 11>과 같다. 신체건강상태는 직무

만족과(t= -2.01, p= .046)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4.84, p <.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0분 이하인 그룹

이 120분 이하의 그룹보다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 정신건강상태는 근무부서와(t= 

-2.02, p= .045) 직무만족(t= -3.76, p <.001) 그리고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F= 3.52, p= .0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0분 미만이 120분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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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근무 내과 77(45.6) 2.67±0.43 -1.51 .13 2.08±0.31 0.63 .53

부서 외과 92(54.4) 2.78±0.46 2.05±0.34

직위 일반 127(75.1) 2.76±0.46 1.77 .08 2.06±0.34 -0.57 .57

책임 39(23.1) 2.62±0.41 2.09±0.30

근무 고정 7(4.1) 2.77±0.48 0.24 .81 2.09±0.32 0.18 .86

형태 3교대 162(95.9) 2.73±0.45 2.06±0.33

근무 <3 73(43.2) 2.68±0.43 2.82 .04* 2.08±0.36 0.18 .91

경력 <6 40(23.7) 2.80±0.46 2.07±0.27

<9 17(10.1) 2.97±0.49 2.05±0.40

≧9 39(23.1) 2.64±0.42 2.03±0.29

일평균 a≦60 81(47.9) 2.61±0.41 6.76 .00** 2.12±0.34 2.35 .10

초과 b≦120 67(39.6) 2.86±0.47
a<b†

2.00±0.30

근무(분)
c>120 14(8.3) 2.82±0.37 2.02±0.34

월평균 ≦4 17(10) 2.76±0.43 0.81 .45 2.04±0.28 0.12 .89

야간 ~ 8 142(84) 2.71±0.45 2.06±0.34

근무(일) ≧9 10(6) 2.89±0.44 2.10±0.26

직무 낮음 104(61.5) 2.80±0.47 2.85 .01* 1.98±0.30 -4.30 .00**

만족 높음 65(38.5) 2.61±0.38 2.19±0.33

a.결측값 대체 †Scheffe post hoc test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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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근무 내과 77(45.6) 47.45±7.21 0.90 .37 35.34±6.84 -2.02 .05

부서 외과 92(54.4) 46.41±7.56 37.73±8.16

직위 일반 127(75.1) 46.74±7.12 -0.30 .77 36.20±7.61 -1.48 .14

책임 39(23.1) 47.14±8.08 38.25±7.42

근무 고정 7(4.1) 46.90±9.18 35.56±7.93 -0.38 .71

형태 3교대 162(95.9) 46.89±7.35 36.68±7.67

근무 <3 73(43.2) 47.86±6.35 0.82 .49 36.24±7.47 2.05 .11

경력 <6 40(23.7) 46.40±8.54 37.99±6.87

<9 17(10.1) 45.48±6.08 32.98±7.61

≧9 39(23.1) 46.18±8.21 37.59±8.18

초과
a≦60 81(47.9) 48.54±7.37 4.84 .01* 37.79±7.74 3.52 .03*

근무 b≦120 67(39.6) 45.40±6.66
a>b,c†

36.12±7.22
a>c†

(분) c>120 14(8.3) 44.21±8.09 32.60±7.05

야간 ≦4 17(10) 46.56±6.76 0.02 .98 34.82±6.33 0.95 .39

근무 ≦8 142(84) 46.93±7.50 36.69±7.63

(일) ≧9 10(6) 46.86±6.37 38.94±8.94

직무 낮음 104(61.5) 45.97±7.13 -2.01 .05 34.91±8.00 -3.76 .00**

만족 높음 65(38.5) 48.31±7.63 39.32±6.27

a.결측값 대체  †Scheffe post hoc test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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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는 <표 12>와 같다. 질병

을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 이라고 응답한 자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t= 2.25, p= .03), 피로를 자주 느끼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7.10, p= .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거의 항상 피로를 느낀

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이보다 조금 덜 느끼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유

의하게 높았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피로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활동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에 차이가 있었는데 

피로를 가끔 느끼는 경우에 건강증진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 

3.02, p= .02 ; F= 4.46, p= .01).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표 13>과 같다. 신체건강상태는 치료질병이 

없는 경우와(t= 2.82, p <.01)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유의하게 

양호하였고(t= 2.43, p= .02), 피로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 

16.18, p< .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피로를 가끔 느끼거나 자주 느끼는 경우에 

거의 항상 느끼는 경우보다 신체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건강상태의 경우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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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치료 없음 125(74) 2.78±0.45 2.25 .03* 2.05±0.31 -1.32 .19

질병 있음 40(23.7) 2.59±0.42   2.13±0.36   

피로 a가끔 21(12.4) 2.63±0.51 7.10 .00** 2.17±0.32 1.24 .29

b자주 75(44.4) 2.62±0.41
b<c† 

 
2.06±0.29   

c항상 69(40.8) 2.88±0.44   2.05±0.36   

혈색소 ≧12 122(72.2) 2.73±0.47 -0.34 .74 2.09±0.32 0.97 .33

<12 13(7.7) 2.78±0.37   1.99±0.46   

수축기압 <120 97(57.4) 2.69±0.45 -1.49 .14 2.08±0.32 -0.14 .89

≧120 38(22.5) 2.82±0.47   2.08±0.34   

총콜 <200 116(68.6) 2.72±0.48 -0.79 .43 2.09±0.32 1.32 .19

≧200 13(7.7) 2.84±0.34   1.96±0.32   

HDL ≧60 85(50.3) 2.69±0.43 -1.50 .14 2.10±0.35 0.84 .40

<60 44(26) 2.81±0.53   2.05±0.27   

LDL <130 122(72.2) 2.73±0.47 -0.49 .63 2.08±0.33 0.02 .98

≧130 7(4.1) 2.82±0.38   2.08±0.24   

TG <150 123(72.8) 2.75±0.47 0.07 .95 2.10±0.32 1.33 .19

≧150 2(1.2) 2.72±0.34   1.79±0.39   

혈당 <100 122(72.2) 2.75±0.47 0.89 .38 2.08±0.34 0.29 .77

≧100 14(8.3) 2.63±0.33   2.06±0.30   

BMI <18.5   32(18.9) 2.68±0.34 .36 .78 2.11±0.28 0.96 .41

18.5-24.9 96(56.8) 2.72±0.48   2.06±0.30   

≧25 3(1.8) 2.69±0.65   2.29±0.35   

a.결측값 대체  †Scheffe post hoc test *p<.05 **p<.01

총콜: 총콜레스테롤, HDL: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BMI: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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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

                                                                    aN=169

특성 범주
실수
(%)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치료 없음 125(74) 48.08±6.06  2.82 .01* 36.50±7.51 -0.22 .83

질병 있음 40(23.7) 43.34±9.91   36.81±8.42   

피로 a가끔 21(12.4) 50.48±4.80 16.18 .00** 39.11±5.83 1.54 .22

b자주 75(44.4) 49.16±5.27
a>c† 

 
36.61±6.57   

c항상 69(40.8) 43.44±8.47   35.77±9.02   

혈색소 ≧12 122(72.2) 46.77±7.66 -0.86 .39 37.01±7.29 0.87 .39

<12 13(7.7) 48.73±9.43   35.08±10.23   

수축 <120 97(57.4) 47.64±7.37 1.40 .16 36.17±7.88 0.28 .14

기압 ≧120 38(22.5) 45.59±8.24   38.35±6.60   

총콜 <200 116(68.6) 47.05±7.55 0.39 .70 37.17±7.13 0.86 .41

≧200 13(7.7) 46.13±9.96   34.09±12.11   

HDL ≧60 85(50.3) 48.22±6.96 2.43 .02* 36.34±7.47 -1.12 .27

<60 44(26) 44.76±8.72   37.95±8.12   

LDL <130 122(72.2) 47.29±7.55 1.70 .09 36.63±7.46 -1.64 .10

≧130 7(4.1) 42.20±10.34   41.50±10.79   

TG <150 123(72.8) 46.85±7.67 -1.02 .31 37.19±7.55 1.14 .26

≧150 2(1.2) 52.44±7.86   31.07±7.87   

혈당 <100 122(72.2) 47.23±7.32 1.52 .13 36.85±7.79 -0.08 .94

≧100 14(8.3) 43.69±10.86   37.04±8.29   

BMI <18.5  32(18.9) 47.20±5.73 0.20 .82 35.28±6.36 1.39 .25

18.5-24.9 96(56.8) 46.74±8.32   37.37±7.94   

≧25 3(1.8) 44.27±8.98   41.10±2.21   

a.결측값 대체  
†Scheffe post hoc test *p<.05 **p<.01

총콜: 총콜레스테롤, HDL: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BMI: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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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했고

(r= -.173, p= .024),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 모두 낮았다(각각 r= -.286,  p 

<.001 ; r= -.249, p= .001). 건강증진 행위는 신체건강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었고 정신건강상태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423, p <.001) 건강증진 

행위가 높을 때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중 모든 변수와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

된 직무만족도를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

관계를 갖고 나머지 변수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스트레스는 낮고(r= -.369,  p <.001) 건강증진 행위와

(r= .359,  p <.001) 신체건강상태(r= .161,  p= .036),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r= .5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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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직무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상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173
( .024)

신체건강상태
-.286

( <.001)

0.084
( .278)

정신건강상태
-.249
( .001)

.423
( <.001)

-0.092
( .235)

직무만족
-.369

( <.001)

.359
( <.001)

.161
( .036)

.501
( <.001)

<표 14>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aN=169 

 a. 결측값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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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

구의 중심개념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그

리고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80점 만점 중 

152.78(±26.25)점으로 평점평균 2.73(±0.45)/5점 이었다. 이는 1998년 중환자실 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최현숙(1998)의 3.16(±0.57)점, 같은 도구를 사용

하여 2007년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박형숙과 강은희(2007)의 

2.96(±0.59)점 보다 낮은 점수로 직무 스트레스가 최근들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 5점 척

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최성

녀(1993)는 3.79점, 김신자(2002)는 3.71점, 임덕순과 조복희(2007)는 3.70점, 백명화

(2007)는 2.93점으로 보고하여 비록 일관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

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제의 적용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와 다양한 중

환자 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으로 중환자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 증가 등의 근무환경 개선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확한 인과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전향적 

조사를 통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 스트레스를 묻는 문항 중 높은 점수를 보인‘응급 및 위기간호의 

요구로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된다’ (3.89점),‘불규칙한 근무시

간으로 여가선용 기회가 부족하다’(3.75점),‘환자의 상황은 동료 간호사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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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 팀 접근을 매우 필요로 한다’(3.63점)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박형숙 & 강은희, 2007; 최현숙, 1998), 이에 대한 개선전략의 모색이나 강화가 요

구된다. 

   중환자실은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되며 팀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숙련도가 낮은 간호사는 자신 뿐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

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크고 작은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

이 다시 숙련도가 낮은 간호사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한

다(박형숙 & 강은희, 2007). 중환자실 간호사의 높은 대인관계적 스트레스는 본 연

구에서 건강상태 하위영역 중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낮은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 또한 중환자실 환자의 중증도와 즉각적인 중재를 요하는 환경적 상황으로 숙

련된 인력배치를 요하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중환자실간호

사의 높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사회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의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높은 수준의 간호기술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상황을 감안하

여 숙련도를 고려한 적정인력배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로를 자주 느끼는 경우 더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과근무 시간이 길거나 야간 근무일수가 9일 이상인 경우 

5~8일인 경우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특히 

초과근무 시간은 피로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247, p=.001), 초과근무 시간이 

길 때 높은 수준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재란, 서순림과 신

지원(2009)의 연구에서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인 결과와는 일치하였지만, 시간외 근무 시간에 따른 피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의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

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에 대한 반복 조사가 필요하며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피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직무만족이 높은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직

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형숙과 강은희(2007)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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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대상자의 근무특성 중 업무량 만족, 인간관계 만족, 그만

두고 싶은 충동, 종사예정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중환자

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

한 임덕순과 조복희(2007)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병원종사자의 건강증진 행태를 파

악하는 연구에서 직종별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던 보건직과 간호직에서 

직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과 일치하여(김광숙, 2006) 본 연구의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한편 백명화(2007)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를 비교한 연구에서 중

환자실 간호사가 암병동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직무 만

족도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더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직무

만족과 스트레스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단면적 조사로 제시된 결과이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서 직무 만족이 낮아진 것인지 직무 만족이 낮기 때

문에 더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

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중재 제공 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환경 등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재적

인 중재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

기 위한 전향적 조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숙련된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도의 기술

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숙련도를 고려한 간호인력 배치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를 제공해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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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본 연구에서 HPLP-II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는 

208점 만점 중 107.31(±17.75)점으로 4점 척도에서 문항 평점평균 2.06(±0.33)점이

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를 측정

한 심묘락(2010)의 2.72점, 백영주와 김인숙(2000)의 2.36점, 정의정과 도복늠(2002)

의 2.60점, 한금선, 김정화, 이광미와 박지선(2004)의 2.39점, 김소선, 박정숙과 노

영숙(2005)의 2.12점, 김혜영과 윤은자(2010)의 2.16점 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이다. 

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가 어렵고,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행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가장 높았고, 영적 성장,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신체활

동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대인관계와 자아실현(영적 성장)에서 건강증진 행위를 

잘 수행하고, 건강책임과 영양, 신체활동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소선 등, 2005; 백영주 & 김인숙, 2000; 심묘락, 2010; 정

의정 & 도복늠, 2002).  

   한편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대인관계 문항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보이고 사회적 기능의 건강상태가 불량

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소 상반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직

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 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r=-.173, p=.024)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낮은 건강증진 행위를 보이고,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r=.423, p <.001) 건강증진행위가 높을 때 건강상태가 양

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뿐 아니라 기존의 문헌에서도 간호사의 대인관계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높았는데(김소선 등, 2005; 백영주 & 김인숙, 2000;

심묘락, 2010; 정의정 & 도복늠, 2002), 그 이유는 간호직무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 

동료 간호사와 여러 직종의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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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인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낮은 사회적 기능

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다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적 성장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은 것은 위중한 상태의 환자를 자주 접하며 

빈번한 임종을 경험하는 등의 한계상황 노출이 많은 중환자실 직무 특성으로 인

하여 신앙유무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타인과 신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고자 하는 영적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한영인 & 손수경, 1999).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인 56.2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행연구 역시 과반수이상의 종

교분포를 보인 것과 유사하나 종교에 따른 건강증진 차이는 상반된 결과가 있어 

일부만을 지지하였다(김남이, 2009; 박현정 & 김화중, 2000; 정애순, 2007). 

   건강증진 행위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영역별 비

교 결과, 영양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은 그룹, 기혼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동거할 

때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영양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

한 이유가, 대부분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3교대 근무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기가 쉬

운 상황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43.8%) 미혼자인(74%) 대상자는 가족의 지지

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로를 가끔 

느끼는 그룹이 거의 항상 느끼는 그룹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활동 영역의 건

강증진 행위가 높았다. 이는 종합병원 근로자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조사한 김남

이(200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남이(2009)에 따르면,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

가 가장 낮았던 신체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은 피로, 근무시간, 근무형

태, 성별 등으로 직무와 관련된 특성이 많았는데, 시간외 근무나 교대 근무로 인

해 피로를 많이 느낄수록 휴식과 수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규칙적인 운동과 같

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는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률이 낮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로를 자주 느끼는 그룹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한 

것은 피로와 스트레스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기존의 연구 및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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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체활동의 건강증진 행위가 피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의 85.2%에서 높은 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

활동 건강증진 행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의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성별

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신체

활동 영역의 건강증진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에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김남이, 2009). 이는 19세 이상의 여성이 격렬한 신체활동 혹은 중등도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의 32.17%에 불과한 낮은 운동 실천률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고(김초일 등, 2006),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들

이 신체활동에 취약한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건강증진 행위는 직무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는 직무만족이 높을 때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여

(김윤정 & 이경희, 1999; 백영주 & 김인숙, 2000), 건강증진 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서는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김남이(2009)는 건강증진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건강증진 행위 실천정도가 높았다고 하였는데 건강증진 행위를 설명하는 회귀

분석 모델에서 제시된 스트레스, 교육 참석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모델의 

총 40%의 설명력 중 16.6%를 설명하였다. 게다가 김남이(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82.2%의 대상자가 건강증진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강책임 영역의 문항 중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

석한다’가 1.34/4점으로 가장 저조한 건강증진 행위를 보여 건강증진 교육이 시

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반복 

  조사가 필요하며 조직관리를 통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양 부분의 건강증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약그룹인 미

  혼이나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이나 접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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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필요하고,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시 

  간호사의 피로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교대근무자인 중환자실 간호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자

  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가능 시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일괄적인 중재의 적용이 아닌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

  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증진 교육에 참석한 경험이 있을 때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현황

  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상태

   SF-36 v2로 측정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건강상태는 46.89(±7.33)점이고 정

신건강상태는 36.63(±7.59)점으로 신체건강상태가 더 높았고 8개의 건강상태 하위

영역은 신체기능, 신체역할제한, 정서역할제한, 신체통증, 활력, 전반적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신체건강상태 49.04점, 정신건강상태 

35.08점으로 보고한 김소선 등(2005)의 결과와,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의 관련성을 살핀 김진희와 이명선(2001)의 연구에서 Cornell Medical Index로 측정

한 100점 환산 점수가 신체적 건강 86.8점, 정신적인 건강 85.9점을 나타내어 정신

적인 건강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 된 것과 같았다. 건강상태 하위영역은 신체

통증이 가장 높고 정신건강이 가장 낮았다는 김소선 등(2005)의 보고와 신체기능

이 가장 높고 활력이 가장 낮았다는 정정숙(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인 일치를 

보였는데 이는 범주화한 신체건강상태에 연관된 영역의 점수가 높고 정신건강상

태에 연관된 영역의 점수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는 표준(norm)집단점수와 비교

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신건강상태가 표준집단(평균값 50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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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생활리듬과 야간 근무,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피로를 겪는 경우가 많

고 빈번한 응급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에서 비롯하는 과

도한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 기능의 점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대인관계 영

역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정신건강상태가 불량한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개인적 특성 중 사회적 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초과

근무, 피로, 연령이 있었는데 초과근무 시간이 짧고, 피로를 적게 경험하며, 20대

의 연령에서 사회적 기능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건강상태의 사회적 기능 항목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이유로 사회적 기능이 제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

로 초과근무 시간이 길거나 피로가 있을 때 혹은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쇠퇴 시 사회적 기능의 제한이 초래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신체건강상태는 30세 미만의 연령 그룹에서 높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제약이 많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소선 등(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신체건

강상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60분 미만인 그룹이 120

분 미만인 그룹보다 신체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피로를 적게 느낄 

때 신체건강상태가 높은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초과근무 시

간이 길어져 피로지각이 높을 때 신체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이다. 직무만족에 따라 

신체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직무만족이 건강상태에 유의한 변수라는 기

존의 연구를 지지하였다(김순옥, 1997; 김정은, 2004). 한편, 건강관련 특성 중 치료

질병이 없을 때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신체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인식과  객관적인 임상지표와의 일치성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정신건강상태는 외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였는데, 이는 과 특성상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장기 환자가 많고 잦은 임종을 경험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초과근무 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에 정신건강상태

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업무시간의 연장은 육체적 피로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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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

이나 스트레칭 등의 활동을 통해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직무만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언할 수 있겠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본 연구의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건강증진 행위가 저조하였

고(r=-.173, p=.024),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신체건강상태와(r=-.286, p <.001) 정

신건강상태 모두 불량하였다(r=-.249, p=.001). 건강증진 행위는 신체건강상태와 미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정신건강상태와는 강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여 정신건강상태가 좋을 때 높은 건강증진 행위 수행을 보였다(r=.423, 

p<.001). 신체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30.7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므로 실제적인 건강문

제를 겪는 경우가 드물어 신체건강상태로 인한 건강행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무만족과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

관관계를 갖고 나머지 변수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는 낮고 건강증진 행위와 신체건강상태 및 정신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장균(2000)이 일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

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Breslow & Enstrom(1980)

의 7개 생활습관을 참고로 구성한 생활습관과 간질환과 고지혈증 이환 여부로 건

강수준을 측정하여 경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생활습관이 나쁘고 생

활습관이 나쁠수록 건강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고, 중년기

의 사회심리적 건강과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위의 관계를 연구한 윤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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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가 건강증진 행위와 사회심리적 건강 즉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건강증진 행위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

상태 및 건강증진 행위를 연구한 이경진(2000)이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r=.155, p=.039), 지각된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r=.454, p <.001)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

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포괄적

으로 고찰한 연구가 거의 없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 상관관계를 부분적

으로 지지하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들 관계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각각의 연구들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두 변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와(김미선, 2001; 정의

정 & 도복늠, 2002)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건강증진 행위가 오히려 

높았다는 결과가 있고(이경진, 2000; 최명희, 2003), 김진희와 이명선(2001)의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어 서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므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와 건강증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건강증진 

행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지만(김소선 등, 2005; 박영숙 등, 2001; 

백영주 & 김인숙, 2000; 서정선, 2002), 이들 연구 모두 횡단적 연구로서 건강증진 

행위를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인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건강증진 행위가 높은 것인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

로 전향적 조사를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이들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향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행위의 수행이 저조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 때 건강증진 

행위가 높은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를 촉

진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며 건강상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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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피로를 조절하고 초과근무 시

간을 줄이기 위한 중재를 마련해야 하며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대

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연구의 제한점 

   1) 변수간의 인과관계 설명에 있어 단면 연구 설계가 갖는 제한점이 있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관련 특성을 객관적인 임상수치를 활용하여 다차원  

   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건강상태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의  

   심층 임상검사가 배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3)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응답에서 20% 정도의 결측치가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4) 객관적 건강상태의 지표로 활용한 건강검진 결과가 설문조사시점과 1년의   

   시간차가 있으므로 현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6.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간호연구, 실무, 교육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1) 간호연구 측면

   국내외에서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와, 건강상태를 포괄

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둘째, 직무 특성이 유사한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를 제시

하였으며, 셋째, 180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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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계학적인 설득력을 가진 것에 의의가 있었다. 

2)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결과는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그리고 건강상태에 관련된 요인

을 도출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피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초과근무 시

간을 줄이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중재방향

을 제시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간호교육 측면

   본 연구결과는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건강증진 교육의 제공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함으

로써 건강상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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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며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80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1일 부터 4월 15일까지였고 해당 대학병원 간호국의 

자료수집승인을 얻은 후 해당 중환자실 파트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파트장의 설명을 듣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6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연태(1989)가 개발한 것을 최현숙 (199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건강증진 행위는 Walker,  Sechrist, & Pender (1987)가 개발하여 

1996년에 개정하고 윤순녕과 김정희(1999)가 번안한 HPLP-II를 사용하였다. 주관 

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SF-36 Scale Version 2.0(Ware, 2000)를 사용하였고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대학병원의 2010년 정기건강검진과 신규 

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Scheffe post hoc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22~56세로 평균 30.7세 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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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이상인 74%(125명)가 미혼이었다. 내과계열 중환자실 근무자는 77

  (45.6%), 외과계열의 중환자실 근무자는 92명(54.4%)이었다. 거의 대부분(162명, 

95.9%)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총 근무 경력이 3년 미만

인 경우가 73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6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근무 순

으로 많았다. 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8.2분이었으며 월평균 야간근무 일수는 

6.6일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근무만족 점수는 60.5점이었고, 중위수인 

62.5점을 기준으로 근무만족이 낮은 그룹은 104명(61.5%), 높은 그룹은 65명

(38.5%)이었다. 과거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

우는 40명(23.7%)이었고,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거의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자는 

144명(85.2%)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대다수가 많은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혈색소는 13.1mg/dl, 평균 수축기압은 

113.0mmHg, 평균 총 콜레스테롤은 165.7mg/dl, 평균 혈당은 89.3mg/dl 이었고 평

균 체질량지수는 20.0이었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80점 만점에서 152.78(±26.25)점, 평균평  

  점 2.73(±0.45점)/5점이었다. 하위척도의 평균은 직무환경이 2.85(±0.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동 및 행정관리, 대인관계, 간호직무의 순으로 높았다. 직무 스트  

  레스는 초과근무 시간(F=6.76, p=.002), 직무만족(t=2.85, p=.005), 피로(F=         

  2.25, p=.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건강증진 행위는 208점 만점에서 107.31(±17.75)점으로 평균평점 2.06(±0.33)점  

  /4점 이었다. 건강증진 행위 하위척도의 평균은 대인관계가 2.53(±0.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적 성장,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영양, 신체활동의 순으로 높  

  았다. 건강증진 행위는 종교(t=-2.15, p=.03), 직무만족(t=-4.30,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신체건강상태는 46.89(±7.33)점, 정신건강상태는 36.63(±7.59)점이었다. 8개의   

  하위척도 중 신체기능이 49.03(±7.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역할제한, 정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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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제한, 신체통증, 활력, 전반적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기능의 순으로 높았다.  

  신체건강상태는 연령(t=2.65, p=.01), 종교(t=-2.24, p=.027), 치료질병 유무(t=      

  2.82, p=.007),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t=2.43, p=.016), 초과근무 시간(F=4.84,   

  p=.009), 직무만족(t=-2.01, p=.046), 피로(F=16.18,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상태는 근무부서(t=-2.02, p=.045), 초과근무 시간(F=3.52,        

  p=.032), 그리고 직무만족(t=-3.76,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그리고 각 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직무만족을 포함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 행위  

  와(r=-0.173, p=.024), 신체건강상태(r=-.286, p< .001), 정신건강상태(r=-.249,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때 건강증진 행위  

  가 저조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 건강증진 행위는 정신건강상태와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23, p< .001) 신체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어, 건강증진 행위가 높을 때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다.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369, p< .001)를 보였고 건강증진 행위(r=.359, p<  

  .001), 신체건강상태(r=.161, p=.036), 정신건강상태(r=.501, p< .001)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여,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낮고 건강증진 행위가 높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를 촉진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며 건강상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피로를 조절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중재를 마련해야 하며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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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연구의 측면

   본 연구에서는 단면설계로 인한 인과관계의 설명력이 부족하므로 장기적인 전

향적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 스트

레스와 건강증진 행위가 직무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서별 현황과 요인

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중재를 개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실무의 측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인 피로를 관리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며 직무만

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3) 교육의 측면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 건강증진 행위를 강화하며 인식의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건강상태 인식을 

갖도록 돕는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적용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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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건강증진 행위, 건강상태

ICU Nurses' Job Stress,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Health 

status 

부록 1.

피험자 동의를 위한 설명문 및 동의서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그리고 건강상태

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경감 전략의 개발과 바

람직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의 과정 동안 연구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수집되지 않으며 서명이 

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는 자료가 취합되는 즉시 설문지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이

므로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원 자료는 가능한 신속히 암호화하여 개인 

컴퓨터 1대에 연구자 본인이 입력할 것이고, 원 자료 및 입력된 자료는 연구자와 

지도 교수 등으로 접근 제한하며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

하였다가 연구가 종료되는 2011년 7월 30일 분쇄하여 폐기할 예정으로 대상자의 

기밀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가 모두 수행된 후 얻어진 정보를 연구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나 학위논문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결과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 연구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

사숙고한 뒤 자유로운 참여 동의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대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간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연구 수

행으로서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보답하겠습니다.    

  연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성심껏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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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타 치료 

방법의 유무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솔직한 응답과 기재한 결

과치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과 기밀성이 유지되는 점 등에 대하여 충

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

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하며, 연구자의 질문지 응답내용과 결과치의 활용을 동의합

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2 0  11    년  4   월      일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연구 책임자
성 명     박애순             (서명)

연락처 TEL:     010-240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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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그리고 건
강상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경감 
전략의 개발과 바람직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순수한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무기명으로 응
답하게 되어 있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게 부디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
시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완
전한 수집을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2010년도 정기건강검진 결
과지나 혹은 EMR의 진단검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질문에 답해 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 결과지는 ESS 접속 후 복리/후생 항목에서, 진단검사 결과는 EMR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주시고 정성껏 응답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애순 드림

부록 2.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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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무
매우 
심하게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보통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
행위를 못한다.

2. 인력부족으로 충분한 간호행위를 수행하지 못
한다.

3. 환자의 심한 불안정으로 협조가 어려워 짜증이 
난다

4.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

5. 소생가망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조치
의 기회가 많다

6. 직접 간호했던 환자의 임종을 접하게 된다

7. 담당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심장박동정지
와 같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

8. 환자의 문제가 복잡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하기
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9. 긴급을 요하는 간호업무(투약, 처치 등) 과다로 
실수나 불이행의 횟수가 잦다

10. 특수 부서를 위한 보수교육의 기회가 적다

1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상태에 대한 즉각
적인 판단이 요구될 때가 많다

12. 익숙하지 않은 간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13. 근무상황에서 정보나 idea 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14. 간호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기구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조작을 잘 못한다

15. 응급 및 위기상황이 많아 환자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

16.다양한 환자간호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다

17.업무가 너무 바빠 적절한 간호기록을 하지 못
한다

직무환경
매우 
심하게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보통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병원내에서 간호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

※ 다음은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

하여 귀하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해당 칸에 표시(V)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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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하는 일에 비해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급
여 등 
   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3.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여가선용 기회가 부족
하다

4. 기구 및 기계시설이 부족해서 신경 쓰인다

5. 병동을 드나드는 사람으로 인한 환자의 감염이 
걱정된다

6. 환자로부터 간호사에게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7. 업무수행에 필요한 특수물품이나 비품이 부족

하다

8. 병동내의 치료기기 등의 소음이 심하다

9. 병실의 침대사이 등 공간이 비좁아 환자 간호 
및 장비를 조작하고 활동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직무환경
매우 
심하게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보통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0. 응급 및 위기간호를 요하는 환자가 많다 

11. 지속적인 과다업무로 업무후의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12. 환자상태에 따른 높은 실내온도 유지로 간호
업무 수행 시 땀을 많이 흘린다

13.다음 번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먼저 
번 근무자에게서 업무를 인계받는 양이 너무 많다

대인관계
매우 
심하게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보통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과다한 연속근무 또는 과다한 시간외근무 등으
로 업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

 2. 중환이 많아 모든 환자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
수인계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환자간호시 차질이 
생긴다

3. 보호자가 방문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환자치
료에 불리한 행동을 많이 한다

4. 의사가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
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5. 의사가 응급 및 위기간호에 대처하는 간호사의 
역할 및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치료책임을 맡은 의사가 무능력하게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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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7. 환자간호 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
게 보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8. 의사가 긴급한 환자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보고
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9. 환자의 증상악화에 대해 의사로부터 공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10. 응급을 요하는 검사 및 치료로 인한 타과(진
단검사의학과, 약무국, 물리치료실, 영상의학과 등) 
와의 협조가 많이 요구된다

11.환자의 상황은 동료 간호사와의 협조나 팀 접
근을 매우 필요로 한다

12.응급 및 위기간호의 요구로 특별히 잘 숙련된 
간호사의 기술이 요구된다

13.보조인력이 응급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관계가 좋
지 않을 때가 많다

14.환자의 의식 및 감각확인 등으로 인한 간호행
위에 대해 환자가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간호
사를 오해, 원망하거나 욕설을 한다

15.수행한 간호업무의 결과에 대해 환자 및 동료 
앞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많다

16.환자 치료를 함에 있어서 동조 불가능한 의학
적 견해나 처사를 의사가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행정 및 병동관리
매우 
심하게 
그렇다

심하게
그렇다

보통 
그렇
다

약간 
그렇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환자의 상태로 인해 간호업무외의 잡다한 행정
적인 서류작성이 많다

2. 잦은 전화로 간호를 방해 받는다

3. 환자의 긴박한 상태로 이에 대한 기록, 보고, 
사무적인 paper work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
한다

4. 과다한 업무보고로 인수인계시간이 많이 걸린
다

5. 근무 중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다

6. 환자의 잦은 입 퇴원으로 담당환자가 자주 바
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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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긴급을 요하는 간호업무의 과다로 소진되는 경
우가 많다

8. 긴급을 요하는 지속적인 간호업무과다로 동료
간호사와 환자간호, 병동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낌
을 함께 나눌 기회나 장소가 없다

9. 타병동이나 부서로부터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
다

10.의료사고 및 간호사고 발생의 기회가 많다

최고로 좋다 아주  좋다 좋다 조금 나쁘다 나쁘다

일년전보다

훨씬좋다

일년전보다 

조금좋다

일년전과

거의비슷하다

일년전과

조금 나쁘다

일년전보다 

훨씬 나쁘다

 

※ 다음 문항은 지난 1달간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V)를 하여주십

시오.

1.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2.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3.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평상시 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상태 때 문에 이

러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제한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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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제한을 많이 받는다
제한을 조금 받는다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 격렬한 활동(예: 달리기, 무거운 짐 들기, 격렬한 운동

에 참여)
‚ 다소 힘든 활동(예: 탁자 옮기기, 비로 방쓸기, 한두시

간 산보하기, 자전거 타기)

ƒ 조금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거나 운반하는 것

„ 계단으로 여러 층 걸어 올라가는 것

… 계단으로 한층 걸어 올라가는 것

† 허리를 굽히는 것, 무릎 꿇는 것, 또는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굽히는 것

‡ 1 킬로미터 이상 걷는 것

ˆ 200-300미터 정도 걷는 것

‰ 100미터 걷는 것

Š 혼자 목욕하거나, 또는 옷 갈아입는 것

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

‚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ƒ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4. 지난 4주 동안에,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귀하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 지난 4주 동안에, 정서적인 문제(예: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안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귀하

의 일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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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어느정도 

있었다
많이 있었다 대단히 극심했었다

전혀 없었다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있었다

심한 

통증이 

있었다

아주 격심한 

통증이 

있었다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어느정도 

있었다
많이 있었다

대단히 

극심했었다

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

‚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일을 했다

ƒ 일이나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평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6. 지난 4주 동안에,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귀하의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동료들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습니까?

7. 지난 4주 동안에 몸에 통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8. 지난 4주 동안에, 귀하는 몸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일(집 밖의 일과 집안일을 포함해

서)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습니까?

9. 아래의 질문들은 지난 4주 동안 귀하가 어떻게 느꼈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설문

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느꼈던 것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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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그렇
지 

않았다

� 귀하는 원기왕성하다고 느꼈습니까?

‚ 귀하는 아주 초조했었습니까?

ƒ 귀하는 아무것도 당신을 즐겁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저조했었습니까?

„ 귀하는 차분하고 평온하다고 느끼셨습니까?

… 귀하는 활력이 넘쳤습니까?

† 귀하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우울했었습니

까?

‡ 귀하는 완전히 지쳤습니까?

ˆ 귀하는 행복했었습니까?

‰ 귀하는 피곤함을 느꼈습니까?

항상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때때로 그랬다 드물게 그랬다
전혀 

그렇지않았다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10. 지난 4주 동안에, 귀하의 신체적인 건강문제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귀하의 사

회활동(예: 친구나 친지 방문하는 것)에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었습니까?

11.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해 주십시오.

� 나는 다른 사람보다 쉽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 나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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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그렇다

 1. 나의 문제와 고민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한다
 2.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보
고 한다
 4. 계획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6.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고 느낀다
 7. 다른 사람이 잘 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8. 설탕과 당분이 함유된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
한다
 9.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
거나 관련 글을 읽는다
 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20분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예: 활기찬 산책, 자전거타기, 에어로빅댄스, 계
단오르기 등)
 11. 매일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12.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3. 나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
 14. 하루에 세끼는 먹는다
 15. 의료인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한다

ƒ 나는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 나의 건강상태는 최고로 좋다

※ 다음 문항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V)를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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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그렇다

 16. 가벼운 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다
  (예: 일주일에 5번 이상 30-40분간의 지속적인 걷
기 운동)
 17.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인다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9.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0. 매일 2-4조각 분량의 과일을 먹는다
 21. 의료인의 조언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료인에
게 다시 확인한다
 22.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에 참여한다
  (예: 수영, 댄스, 자전거타기 등)
 23.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4.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한다
 26.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7.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의료인과 상의한다
 28. 일주일에 3회 이상 스트레칭을 한다
 29.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이용한
다
 30.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
 31.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2. 매일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2-3회 먹는다
 33.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
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34.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
 (예: 점심시간에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
기, 차를 멀리 세우고 걷기 등)
 35.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36.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도전이 된다고 느낀다
 37.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38.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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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그렇다

 39. 나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료인에게 정보를 구한다
 40. 운동을 하는 동안 박동수를 측정한다
 41. 매일 15-20분 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42.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43. 나를 보살펴주는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44.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 표시
를 읽고 산다
 45.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46.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47.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48.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절대자)와 연결되
어 있다고 느낀다
 49.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50. 아침을 먹는다
 51. 필요할 때는 조언(권고)이나 상담을 구한다
 52.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V)를 하여주십시오.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여

3. 귀하의 결혼관련 상태는 무엇입니까?

   �미혼   ‚기혼  ƒ별거  „이혼  …임신 중

4.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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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는 현재의 업무에 만족한다
 2. 나는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다
 3.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현재의 직
업을 선택할 것이다
 4. 내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보람을 느낀다
 5.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
한다
 6.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7. 현재 업무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기계발에 도움
이 된다
 8.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전문대졸  ‚대졸  ƒ대학원졸(재학포함)  

6. 귀하의 동거형태는 무엇입니까?

   �가족과 동거  ‚친척집  ƒ독거  „기숙사 …room mate와 동거

직무관련 특성

1. 귀하의 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MICU(A)  ‚MICU(B)  ƒSICU(C)  „SICU(D)  …NCU  †NICU  ‡CCU　ˆHICU

2. 귀하의 총 근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       년)

3. 귀하의 현 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         년) 

4.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3급  ‚4급  ƒ5급 

5.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ƒ파트장 

6.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상근(고정직)  ‚3교대  ƒ기타: (            )

7. 귀하의 한달간 평균 야간근무 일수는 며칠입니까? (        일) 

8. 귀하의 일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분)

9. 아래의 질문은 귀하의 직무만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칸에 표시(V)를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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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상 비정상 모름 항목 정상 비정상 모름
신장 총콜레스테롤
체중 HDL-콜레스테롤
혈 압 ( 최
고/최저) LDL-콜레스테롤
혈색소 TG
식전혈당 소변검사유무(  ) 잠혈( )단백뇨(  )당뇨(  )

ESS EMR

건강관련 특성

1. 평소 귀하의 술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 마심  ‚한달에 1번 미만  ƒ한달에 1번 이상  „주 1회 이상

2. 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현재 매일 흡연함  ‚가끔 흡연함  ƒ과거에는 흡연하였으나 현재 금연 중  „흡연하지  

  않음

3. 귀하의 간식 섭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먹는다  ‚가끔 먹는다  ƒ자주 먹는다  „매우 자주 먹는다

4. 과거 혹은 현재 진단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5. 과거에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현재에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6. 귀하는 피로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가끔 느낀다  ƒ자주 느낀다  „거의 항상 느낀다

7. 다음은 귀하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임상지표입니다. 2010년도 정기 

직원건강검진결과지를       참조하시어 해당칸에 표(V)하고 정확한 결과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셨습니다. 성심껏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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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U nurses' Job Stress,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Health Status

 

                                                    Park, Ai Soo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CU nurses' job stress,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status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three variabl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69 ICU nurses in a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located in Seoul,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15, 2011 

using ICU Nurse's Job Stress Inventory,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and 

SF-36 v2. The statistical analysis mediate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Scheffe Post Hoc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18.0 for Window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job stress was 2.73(SD=0.45),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jop stress according to overtime(F=6.76, 

p=.002), job satisfaction(t=2.85, p=.005), and fatigue(F=2.25, p=.026).

   2. The mean scor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 was 2.06(SD=0.33), and the 

scor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igion(t=-2.15, p=.03), and job satisfaction(t=-4.30, p<.001). 

   3. The mean score for physical component summary(PCS) was 46.89(SD=7.33), 

and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t=2.6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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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t=-2.24, p=.027), a history of disease treatment(t=2.82, p=.007), 

HDL(t=2.43, p=.016), overtime(F=4.84, p=.009), job satisfaction(t=-2.01, p=.046), and 

fatigue (t=16.18, p<.001). The mean score for mental component summary(MCS) 

was 36.63(SD=7.59), and the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epartment(t=-2.02, p=.045), overtime(F=3.52, p=.032), and job satisfaction(t=-3.76, 

p<.001).

   4. Analysis of the correlation showed that job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r=-.173, p=.024), 

PCS(r=-.286, p<.001), and MCS(r=-.249, p=.001). Whereas health promoting 

behavior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only with MCS(r=.423, p<.001). 

Job satisfac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r=.359, p<.001), PCS(r=.161, p=.036), and MCS(r=.501, p<.001). 

But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r=-.369, p<.001).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trategies for reducing job 

stress, enha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romoting health status are 

needed to reduce fatigue and overtime duties and enhance job satisfaction of 

ICU nurses. 


Key words : ICU nurse, Job Stress,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