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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40명의 건강검진센터간호

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 긍정심리역량은 Luthans & Youssef(2007)이 개발

한 긍정심리역량 도구를 이동섭과 최용득(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감정노

동은 Morris & Feld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김민주(1998)가 번역한 도구

를 사용하였으며, 소진은 Maslach와 Jackson(1986)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윤(200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5세이상 30세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65.7%이었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가 77.1%이었다. 최종학력은 학  

   사가 67.9%이었으며, 주요담당업무는 검사실업무가 47.9%로 가장 많았다. 총 근  

   무 경력은 5년 미만이 36.4%, 현 직장경력은 2년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현  

   부서 경력도 2년미만이 59.3%로 가장 많았다. 근무형태는 계약직 50.7%로 정규직  

   보다 많았다. 여가시간활용형태는‘지인과 시간을 보낸다’가 36.4%로 가장 많았  

   고,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51.5%로 과중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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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정도는 총점 144점 만점에 평균 98.06±14.63점(평균  

   평점 4.09±0.6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낙관주의가 평균          

   25.17±4.28점(평균평점 4.20±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희망이 평  

   균 25.09±4.12점(평균평점 4.18±0.69점), 복원력이 평균 24.73±3.66점(평균평  

   점 4.12±0.61점), 자기효능감이 평균 23.07±5.14점(평균평점 3.85±0.86점)순으  

   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29.12±5.06점(평균평점   

   3.24±0.5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평균        

   10.54±1.89점(평균평점 3.51±0.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정표현의 주의성이   

   평균 9.77±1.92점(평균평점 3.26±0.64점), 감정적부조화가 평균 8.81±2.49점   

   (평균평점 2.94±0.83점)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총점 154점 만점에 평균 79.61±18.38점(평균평점     

   3.06±0.7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경우는 정서적 고갈이 평균            

   38.65±10.21점(평균평점 4.29±1.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인간화가 평균      

   17.54±6.06점(평균평점 3.51±1.21점), 자아성취감저하가 평균 22.58±7.08점(평  

   균평점 2.82±0.89점)순으로 나타났다.

5.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대상자는 35세 이상인 대상자(F=6.24 p=.001), 배우자가 있  

   는 대상자(t=-2.70, p=.008), 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대상자(F=9.18,          

   p=.000), 현 직장 경력이 4년이상인 대상자(F=6.52 p=.002), 현 부서경력이 4년   

   이상인 대상자(F=4.89 p=.009)이었다. 긍정심리역량의 하부영역인 자아효능감은   

   정규직 대상자가 높았다(F=6.24 p=.001).

6. 소진이 높은 대상자는 25세이상 30세미만인 대상자(F=8.24 p=.000), 배우자가 없  

   는 대상자(t=2.66 p=.009),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대상자(F=4.84 p=.003)이  

   었다. 반면에 소진이 낮은 대상자는 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대상자(F=6.26     

   p=.00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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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았으며(r=-.59, p<.001),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은 것(r=.55, p<.001)으로 나타났다. 

8.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β=-.13, p=.043), 긍정심리역량   

   (β=-.46, p=.000), 감정노동(β=.37, p=.000)이었으며 설명력은 59.4%이었다.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으로 대상자 소진의  25.4%를 설명하  

   였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았

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이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차원

에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고 긍정심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

핵심 되는 말 : 건강검진센터간호사,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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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

는 건강검진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검진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병원 경영 측면에서 입원환자보다 외래나 건강검

진센터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의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김수현, 2012), 종합병

원들은 다양한 건강검진 상품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고객유치를 위한 병원

들의 서비스 경쟁이 증가하면서 병원 조직은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친

절을 학습시키고 고객 만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감정 표현과 행동의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밝은 표정과 상냥한 말투, 적

극적인 태도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olton, 2001; 전준희, 2010). 

  건강검진센터 공급의 확대에 따라 건강검진센터간호사는 그 수와 역할이 확대되어 

검진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자

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다학제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심에 있다. 건강검진센터

는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여러 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간호사는 이 중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병원간호사회의 인력배치조사

(2016)에 따르면 전국 156개 병원에 1,831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2015년(152개 병원에 1,739명)에 비해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임상간호사들과는 

달리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납, 안내, 건강검진항목에 대한 설명 등의 건

강검진과 관련된 간접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대상자에게 친절한 서비

스의 제공이 더욱 강조되는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즉 건강검진센터간호사는 조

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외적으로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조절하려고 노력

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Hoschild,1983).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기때문에(김왕배, 2012; 김주현, 2013),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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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

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긍정

심리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심리역량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

리상태를 의미하며, 관리가 가능하고 개발 및 개선이 가능한 상태적인 특징을 가진다

(Luthans & Youssef, 2007). 긍정심리역량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사 자신의 긍

정성을 높이고 부정성을 감소시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이미영, 

2012), 조직구성원의 강점과 잠재력에 중점을 두어 개인에게는 삶의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고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박권홍, 2012). 즉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간호사일

수록 조직에 더 몰입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므로(한경선, 2011) 건강검진센

터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이들의 긍정심리역량이 어떠한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는 검진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빈번한 접촉과 다양한 직무 수행

을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 다른 의료진과의 갈등 등으로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소진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소진은 장기적인 업무 스트레

스에 노출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인 결과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갈 상태를 의

미한다(Pines& Aronson,1988). 소진은 주로 감정이입과 직무몰입을 요구하는 인적 서

비스 직종 종사자에게 많이 나타나며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

게 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소진은 다양

한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타 직종보다 간호사는 소진에 쉽게 노출된다. 그 

이유는 간호사는 병원조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의료서비스 재구매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진 경험의 가능성

이 높다(김영옥, 2002). 조직이 정한 감정표현의 규범에 따라 구성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적으로 표현해야하는 감정과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서적 고갈 등의 소진이 유발될 수 있다

(변대식, 2009). 그러므로 조직이 정한 감정표현의 규범에 따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센터간호사가 경험하는 소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의 수준을 파

악하여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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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

로써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을 파악한다.

둘째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차  

     이를 파악한다.

넷째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긍정심리역량(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이론적 정의 

  긍정심리역량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로 자아효능감, 희망, 낙

관주의, 복원력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이다(Luthans & Youssef, 2007).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uthans & Youssef(2007)이 개발한 긍정심리역량 도구를 이동섭과 

최용득(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심리역량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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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노동(Emotional labor)

• 이론적 정의 

  감정노동이란 대인 접촉 동안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

획 및 통제 정도를 말한다(Morris & Feldman, 1996).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Morris & Feld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김민주(1998)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소진(Burnout)

• 이론적 정의 

  사람들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 압박의 결과로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탈진 및 고갈상태를 말한다(Maslasch & Jackson, 198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6)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를 최혜윤(2002)를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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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긍정심리역량

  긍정심리역량(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인간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질병

보다는 건강과 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변화시켜야한다는 긍정심리학에서 

출발한 개념이며 Seligman(1998)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역량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관리가 가능하고 개발 및 개선이 가능한 상태

적인 특징을 가진다(Luthans & Youssef, 2007). 이러한 상태적인 심리역량을 만족시

키는 요소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이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개인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97).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적인 요소로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

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하며(Snyder, 2002), 

낙관성은 실패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성향(Seligman, 

2002), 복원력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적응하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Connor, 2006). 이들 네 가지 구성개념은 각기 

독립적인 하위변인으로 변별력을 갖지만, 동시에 상호 연결되어 상위개념인 긍정심리

역량으로 통합되면 상승작용이 발생하여 개별요인의 단순 합보다 더 큰 설명력과 효

과성을 보인다. 긍정심리역량은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효과를 나

타내며 긍정심리역량이 충만할수록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에 몰입하고 만족

을 얻기 때문에 개인은 긍정적 심리역량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박권홍, 2012),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집단의 성과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

다(이호형, 2012).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박진희 & 류성민(2012)의 연구결과 긍정심리역

량의 4개 요인이 조직의 성과 향상과 소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

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장현숙(2013)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역량의 하위요소 중 희

망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적인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직몰입도가 높으며 조직성과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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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정옥 외(2013)의 연구에서는 낙관주의와 복원력이 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이 조직몰입

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인 김인숙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에 개인의 긍정심리역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조직몰입 역시 고객지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한경선(2015)의 연구

에서도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에 더 몰입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병원 간호사의 에 초점을 맞추었고 건강검진

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감정노동

  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이며, 대인관계 중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이순늠, 2010), 감정노동은 Hochschild(1983)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Hochschild(1983)는 감정노동을 개인이 효과적인 직무수

행이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해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 상태와 요구되어지는 감정 

표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바람

직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Morris & Feldman(1996)은 감정노동을 

대인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어조, 표

정, 몸짓 등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주어진 감정표현의 적절성이 최소한 

환경 요소들에 의하여 정의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Grandey(2000)는 감정노동을 종

업원이 업무수행 시 감정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느낌 및 감정표현을 규제 또는 조절하는 과정으로 직무역할의 일부분으로 정의하였

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감정노동이란 개인이 고객과 원활한 상호작

용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형태로 감

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늠, 2010). 

  이러한 감정노동은 판매, 유통, 통신 등의 기존 서비스 분야는 물론 최근 교육, 의

료, 양육 등 돌봄 노동이 확장되면서, 섬세함이나 친밀감 같은 감정도 노동행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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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왕배, 이경용, 이가람, 2012). 조직 간의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조직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친절과 배려 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최근 병원에서 강조되는 고객만족 및 친절 교육 등과 함께 간호사들이 

적절한 감정표현 및 행동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유숙희,2004) 

간호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조직원의 실제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표현규범이 일치

하지 않을 때 감정부조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감정부조화는 결과적으로 신체적 증상

과 우울, 정서적 고갈 및 비인간화로 나타나는 소진으로 이어져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불만족을 유발한다(이복임, 2006; 정혜선, 2006; 정효선, 윤혜연, 

2013; 조수경, 허창구, 2014; Grandey, 2000). 그리고 실제 감정을 숨기고 다른 감정

을 표현하는 표면행위는 내면행위보다 더 많은 감정부조화를 유발한다(Ashforth & 

Humphrey, 1993).

  간호사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지지하고 나쁜 소식을 접한 가족구성원을 위

로하며 정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와 간호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부담감 및 어려운 의학적 지식의 수행 등 높은 정신

적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Yang & Chang, 2008) 간호사가 감정노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Yang & Chang, 2008)에서 감정노동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역상관관계

가 있음이 나타났고,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Cowburn & Mann, 2005)에서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순상관관계에 있음이 나타났

다.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조직유

효성에 관한 연구(오영미, 2010),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사회적 지지, 우울과의 관계

(김하자, 2011),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대한 경로 분석 연구(함미정, 2011),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의 효과(백다원, 

2012),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태윤, 2012)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건강검

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에 중점을 두어 시행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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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진

  소진은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장 생활 중에 쌓인 만성적인 스트

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고갈 상태이다. 소진 개념을 체계화

시킨 Maslach와 Jackson(1981)은 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고갈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비인간화와 자아성취감 저하의 

원인 변수로 타인과의 과도한 접촉 때문에 개인의 감성이 과다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Burke Greenglass, 1995). 비인간화는 정서적 고갈로 인해 감성자원이 고갈된 

조직 구성원이 타인에 대해 나타나내는 신경질적인 부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Lieter & Maslach, 1988).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가 장기화 될 경우, 자신이 더 이

상 조직에서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자아성취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Maslach(1988)는 소진을 사람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주 업무로 하는 개인

과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전문직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적이고, 만성적인 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본인보다 구성원 안에서 

동료나 친구가 먼저 의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소진은 한 사람이 일으키게 되면 

전염성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빠르게 미치게 되어 집단소진을 나타나

게 된다.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건강요구를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그 어떤 직업인보다 소진현상에 쉽게 노출되며(김영옥, 2002) 반복적인 

소진 경험으로 마침내는 이직까지 초래되기도 한다. 즉 간호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속적인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못하고 소진으로 발전하게 되어 환자 간호의 

질을 감소시킨다. 

  국내에서는 호텔업 종사자(이유라, 2008), 항공사 직원(김영진 2010), 민원 담당 

공무원(김동환, 2014)등 주로 인적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

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응급실 간호사(전현선, 

2012), 중환자실 간호사(권미나, 2014)등 근무부서별 특수 환경에서의 간호를 수행하

는 간호사들의 소진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소진의 영향요인으로는 직

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부서 경력등이 소진을 일으키는 변수라고 하였

고, 감정노동, 직무만족, 업무스트레스, 감성지능, 조직몰입, 사회적지지 등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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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2014, 김현옥).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순늠, 2010),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김영옥, 2002),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김

은주, 2002) 소진이 높았다. 이처럼 간호사의 소진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건강검진센터 간

호사의 소진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과의 관계

  긍정심리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훈련을 통한 조직적 개입에 의해 변

화가 가능하므로 임상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관리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정옥 외 2013). 우선 긍정심

리역량과 임상간호사의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임상간호사의 개인적인 특성인 임

상경력과 근무부서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역량의 하위영

역 중 낙관주의와 복원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옥 외 2013). 

중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Ding Y(2015)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소

진이 감소한다고 나타났고, Xiaoxi Wang(2017)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

록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업무협조를 증가시킨다고 나타났다. 이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Mehrdad Estiri(2016)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역량은 직무소진과 역상관관

계, 정신건강과는 순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기업들의 생존 전략

으로 인적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데(황희복, 2012), Zapf등(2001)은 감정부조화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

고 하였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직접적인 접촉 속에서 항상 친절하고 보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는 중간 수준이상이고(전

준희, 2010; 임하나, 2012; 박은희, 2015) 특히 고객과의 접점에서 인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간호사는 감정노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지속되는 감정노동은 소진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김현옥,2014). 그리고 변대식(2009) 의 연구에서

도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었고 고지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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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미(201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아지면 소진의 정도도 증가한

다고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하위영역 중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는 모두 소진과 직무몰입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

났다(이순늠, 2010).  

  따라서 임상간호사보다 더욱 강도 높은 서비스가 강요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강

검진센터간호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소진이나 직무스트레스 등 간호업무로부터 발생되는 간호사

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태도를 개선하고 간호 질 저하나 이직 등 소진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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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

한 대상자수를 산출하기 위해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

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통계량은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 시 독립변

수 14개,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하여 필요한 표본 수

를 계산한 결과 135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긍정심리역량을 측정하

는 24문항, 감정노동을 측정하는 9문항, 소진을 측정하는 22문항, 일반적 특성을 측

정하는 12문항의 총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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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심리역량 측정도구

  긍정심리역량 측정도구는 Luthan & Youssef(2007)이 개발한 긍정심리역량 도구를 

이동섭과 최용득(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역량 도구는 자기효능

감(6문항), 희망(6문항), 복원력(6문항), 낙관주의(6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

지 않다', 3점 ‘별로그렇지 않다’, 4점 ‘조금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

우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역량이 높음을 의미하였으며, 3

문항을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

다.

2) 감정노동 측정도구

  감정노동 측정도구는 Morris & Feld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김민주

(1998)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감정노동 도구는 감정노동의 빈도(3문항), 감정

표현에 대한 주의정도(3문항), 감정의 부조화(3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9문항 

구성되었다. 측정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러지 않다', 3

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78이었다.

3) 소진 측정도구

 

  소진 측정도구는 Maslach와 Jackson(1986)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윤(2002)를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BI는 경험하는 소진의 양

상에 따라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자아성취감 저하(8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2문항 구성되었다. 측정은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없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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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몇 번 이하’, 3점‘한 달에 한 번 이하’, 4점‘한 달에 몇 번 정도’, 5

점‘일주일에 한 번 정도’, 6점‘일주일에 몇 번 정도’, 7점 ‘매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하였으며, 8개의 문항을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 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동거가족유무, 최종학력, 주요담당업무, 총 근무경력, 현 직장경력, 현 부서 

경력, 근무형태, 여가시간활용형태, 현재 지각하는 업무량의 과중정도 등 총 12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 해당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연

구승인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센터장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수집된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에 관한 어떠한 인적사항이나 정보도 노출되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도중 대상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설

문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를 결정한 후에라도 그만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는 

없음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대상자들은 설문지 표지에 본 연구의 목적 및 

진행과정,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센터에 비치한 비

치함에 넣도록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에게는1,500원 

상당의 텀블러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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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62부를 배부하여 15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95.1%이었다. 이 중 불완전한 응

답과 통계처리가 곤란한 설문지 18부와 남자대상자 4부를 제외하고 총 14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5)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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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동거가족유무, 최종

학력, 주요담당업무, 총 근무경력, 현 직장경력, 현 부서경력, 근무형태, 여가시간

활용형태, 현재 지각하는 업무량의 과중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과 같았다. 

  대상자의 연령은 25세이상 30세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30세이상 35

세미만이 30.0% 순이었다. 미혼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별거 또는 이혼하

여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65.7%이었으며 동거가족은 있는 대상자가 77.1%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 6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문대 27.9%, 석사이상 4.3% 순

이었으며, 주요담당업무는 검사실업무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전화상담 업

무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년이상-10년미만이 32.1% 순이었다. 현 직장경력은 2년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년이상이 35% 순이었다. 현 부서경력은 2년미만이 59.3%로 가장 

많았고 2년이상-4년미만이 24.3%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40%,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50.7%이었다. 여가시간활용형태는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가 36.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32.9%이었다. 업

무량은‘과중하다’와 ‘매우 과중하다’를 포함하여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5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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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0)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세이상-25세미만  10 7.1

25세이상-30세미만   52 37.2

30세이상-35세미만   42 30.0

35세이상 36 25.7

배우자 무 92 65.7

유 48 34.3

동거가족

무 40 28.5

배우자 13 9.3

배우자 + 자녀 20 14.3

부모 + 배우자 +자녀 4 2.9

기타 63 45.0

최종학력
전문대 39 27.9

학사 95 67.9

석사이상 6 4.3

주요담당업무 접수 및 수납 21 15.0

안내 18 12.9

검사실 67 47.9

전화상담 25 17.9

행정 9 6.4

총 근무경력 5년 미만 51 36.4

5년이상-10년미만 45 32.1

10년이상 4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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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140)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현 직장경력 2년 미만 60 42.9

2년이상-4년미만 31 22.1

4년이상 49 35.0

현 부서경력 2년 미만 83 59.3

2년이상-4년미만 34 24.3

4년이상 23 16.4

근무형태 시간제 13 9.3

계약직 42 30.0

무기계약직 29 20.7

정규직 56 40.0

여가시간활용형태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 51 36.4

SNS를 한다 1 0.7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 31 22.1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46 32.9

기타 11 7.9

주관적 업무과중도 매우과중하다   11 7.9

과중하다 61 43.6

보통이다 65 46.4

과중하지 않다 3 2.1

매우과중하지 않다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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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정도

  건강검진센터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정도는 <표 2> 와 같았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정도는 총점 144점 만점에 평균 98.06±14.63(평균평점 

4.09±0.61)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역량의 하위 영역의 경우는 낙관주의가 총점 

36점 만점에 평균 25.17±4.28(평균평점 4.20±0.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은 희망으로 총점 36점 만점에 평균 25.09±4.12(평균평점 4.18±0.69)점이었다.

  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29.12±5.06(평균평점 

3.24±0.56)점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의 경우는 감정표현의 빈도가 총

점 15점 만점에 평균 10.54±1.89(평균평점 3.51±0.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총점 154점 만점에 평균 79.61±18.38(평균평점 3.06±0.71)

점으로 나타났다. 소진의 하위 영역의 경우는 정서적 고갈이 총점 54점 만점에 평균 

38.65±10.21(평균평점 4.29±1.13)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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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정도의 평균과 평균평점

(N=140)

변수 하위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긍정심리역량 총점 24 98.06±14.63 4.09±.61

자기효능감 6 23.07±5.14 3.85±.86

희망 6 25.09±4.12 4.18±.69

낙관주의 6 25.17±4.28 4.20±.71

복원력 6 24.73±3.66 4.12±.61

감정노동 총점 9 29.12±5.06 3.24±.56

감정표현의빈도 3 10.54±1.89 3.51±.63

감정표현의주의성 3 9.77±1.92 3.26±.64

감정적부조화 3 8.81±2.49 2.94±.83

소진 총점 22 79.61±18.38 3.06±.71

정서적고갈 9 38.65±10.21 4.29±1.13

비인간화 5 17.54±6.06 3.51±1.21

자아성취감저하 8 22.58±7.08 2.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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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상관관계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r=-.29, p<.01),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과 소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59, p<.001). 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소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5, p<.001). 즉,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

정노동과 소진이 낮았으며, 대상자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았다.

  소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고갈은 긍정심리역량 하위영역인 자아효능감(r=-.30 

p<.001), 희망(r=-.32, p<.001), 낙관주의(r=-.44, p<.001), 복원력(r=-.33,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노동 하위영역인 감정표현의 빈도

(r=.28, p<.001), 감정표현의 주의성(r=.41, p<.001), 감정적부조화(r=.57,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중 자아효능

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이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낮은 반면에 감정표현의 빈

도, 감정표현의 주의성 및 감정적부조화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이 높았다.

  소진의 하위영역인 비인간화는 긍정심리역량 하위영역인 자아효능감(r=-.41 

p<.001), 희망(r=-.36, p<.001), 낙관주의(r=-.49, p<.001), 복원력(r=-.33,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노동 하위영역인 감정표현의 빈도

(r=.24, p<.001), 감정표현의 주의성(r=.36, p<.001), 감정적부조화(r=.60,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중 자아효능

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이 높을수록 비인간화가 낮은 반면에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성 및 감정적부조화가 높을수록 비인간화가 높았다.

  소진의 하위영역인 자아성취감 저하는 긍정심리역량 하위영역인 자아효능감(r=-.57 

p<.001), 희망(r=-.48, p<.001), 낙관주의(r=-.40, p<.001), 복원력(r=-.39,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인 감정적부조화

(r=.17,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긍정심리역

량 중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및 복원력이 높을수록 자아성취감 저하가 낮은 반

면에 감정적부조화가 높을수록 자아성취감 저하가 높았다.



- 21 -

<표 3> 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의 상관관계 

(N=140)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전체 자아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전체 감정표현

의빈도
감정표현
의주의성

감정적
부조화 전체 정서적

고갈
비인간

화

긍정
심리
역량

자아효능감 .87***

희망 .88*** .74***

낙관주의 .81*** .53*** .59***

복원력 .84*** .63*** .65*** .65***

감정
노동

전체 -.29** -.21* -.26** -.27** -.25**

감정표현의빈도 .00 .03 -.02 -.01 -.01 .77***

감정표현의주의
성 -.25** -.19* -.26** -.20* -.20* .77*** .41***

감정적부조화 -.39*** -.30*** -.31*** -.39*** -.34*** .86*** .48*** .48***

소진

전체 -.59*** -.51*** -.48*** -.57*** -.44*** .55*** .24*** .43*** .61***

정서적고갈 -.41*** -.30*** -.32*** -.44*** -.33*** .54*** .28*** .41*** .57*** .88***

비인간화 -.47*** -.41*** -.36*** -.49*** -.33*** .52*** .24*** .36*** .60*** .90*** .75***

자아성취감저하 -.55*** -.57*** -.48*** -.40*** -.39*** .12 -.04 .13 .17* .46*** .04 .29***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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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은 연령,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주요담

당업무, 총 근무경력, 현 직장경력, 현 부서경력, 근무형태, 업무량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참조>. 

  35세이상인 대상자가 25세이상 30세미만인 대상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았고(F=6.24 p=.001),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았다(t=-2.70, p=.008). 총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대상자가 

10년미만인 대상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았고(F=9.18, p=.000), 현 직장 경력이 

4년이상인 대상자가 4년미만인 대상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았으며(F=6.52 p=.002), 

현 부서경력이 4년이상인 대상자가 2년미만 대상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았다(F=4.89 p=.009). 최종학력(F=3.51 p=.033).과 주요담당업무(F=3.40 p=.01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후검정에서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긍정심리역량의 하위영역은 자아효능감영역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인 대상자가 계약직인 대상자보다 자아효능감이 

높았으며(F=6.24 p=.001), 하위영역인 복원력은 업무량(F=2.95 p=.03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후검정에서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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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의 차이                                                                (N=140)

변수 구분

전체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연령 20세이상-25세미만(a) 97±15.75

6.24

(.001)

b<d

23.4±5.82

5.41

(.002)

b<d

25.1±4.31

4.67

(.004)

b<d

24.4±3.63

3.42

(.019)

b<d

24.1±3.9

4.36

(.006)

b<d

25세이상-30세미만(b)  92.56±12.16 21.25±4.68 23.67±4.07 24.13±3.73 23.5±3.21

30세이상-35세미만(c)  98.76±14.66 23.14±5.01 25.33±3.94 25.1±4.44 25.19±4

35세이상(d)  105.5±14.7 25.53±4.85 26.86±3.74 26.97±4.58 26.14±3.29

배우자 무 95.71±13.65 -2.70

(.008)

22.39±4.76 -2.20

(.030)

24.48±4.12 -2.49

(.014)

24.46±4.27 -2.80

(.006)

24.38±3.55 -1.57

(.119)유 102.58±15.51 24.38±5.61 26.27±3.89 26.54±3.99 25.40±3.80

동거가족 무(a) 95.13±14.89

.78

(.542)

22.48±4.72

.98

(.418)

24.73±4.41

.24

(.913)

23.85±4.33

1.69

(.156)

24.08±4.21

.70

(.593)

배우자(b) 97.15±20.38 22.00±7.44 25.38±4.50 25.62±4.50 24.15±5.52

배우자+자녀(c) 100.80±12.24 24.85±4.03 25.80±3.07 25.00±4.36 25.15±2.58

부모+배우자+자녀(d) 103.50±26.21 24.75±7.54 25.25±7.63 27.50±6.19 26.00±5.29

기타(e) 98.90±13.04 23.00±5.01 25.03±3.98 25.83±3.97 25.05±2.99

최종학력 전문대(a) 94.28±16.41
3.51

(.033)

21.38±5.62
3.78

(.025)

24.31±4.35
2.30

(.104)

24.15±5.05
3.12

(.047)

24.44±4.16
1.47

(.233)
학사(b) 98.87±13.69 23.57±4.85 25.23±4.00 25.38±3.91 24.69±3.48

석사이상(c) 109.83±9.45 26.17±3.66 28.00±3.41 28.50±2.51 27.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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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주요담당
업무

접수및수납(a) 98.29±11.82

3.40
(.011)

22.71±5.08

3.25
(.014)

24.57±3.57

3.14
(.017)

25.14±3.64

1.78
(.137)

25.86±2.92

2.82
(.028)

안내(b) 105.67±15.82 26.06±4.60 27.50±4.46 26.67±5.21 25.44±3.79

검사실(c) 94.13±15.61 21.82±5.48 24.31±4.18 24.28±4.66 23.72±3.94

전화상담(d) 100.16±10.87 23.80±4.10 25.04±3.41 26.00±2.94 25.32±2.84

행정(e) 105.78±11.50 25.22±3.27 27.44±4.03 26.56±2.60 26.56±3.24

총 근무 
경력

5년 미만(a) 94.14±14.93
9.18
(.000)
a,b<c

21.82±5.40
8.24

(.000)
a,b<c

24.10±4.61
6.69

(.002)
a,b<c

24.39±4.27
4.87
(.009)
a,b<c

23.82±3.49
5.81

(.004)
a,b<c

5년이상-10년미만(b) 95.31±12.31 22.07±4.46 24.47±3.27 24.47±3.79 24.31±4.04

10년이상(c) 105.43±13.98 25.55±4.68 26.89±3.78 26.80±4.41 26.20±3.00

현 직장 
경력

2년 미만(a) 94.78±14.54
6.52
(.002)
a,b<c

21.57±5.24
7.57

(.001)
a<c

24.33±4.19
5.83

(.004)
a,b<c

24.82±4.39

.97
(.383)

24.07±3.49
6.77

(.002)
a,b<c

2년이상-4년미만(b) 95.16±12.37 22.61±4.45 24.10±4.05 24.77±3.55 23.68±3.69

4년이상(c) 103.92±14.51 25.20±4.77 26.65±3.65 25.86±4.56 26.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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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역량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자아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현 부서 
경력

2년 미만(a) 95.33±13.97
4.89
(.009)
a<c

21.93±5.13
7.25

(.001)
a<c

24.52±4.00
2.98

(.054)

24.83±4.06
.67

(.515)

24.05±3.56
4.93

(.009)
a<c

2년이상-4년미만(b) 99.74±12.58 23.74±3.94 25.32±3.99 25.56±4.14 25.12±3.29

4년이상(c) 105.48±17.25 26.22±5.43 26.83±4.36 25.83±5.26 26.61±3.90

근무형태 시간제(a) 96.08±14.41

.65
(.585)

22.08±4.94

3.20
(.025)
b<d

24.38±3.80

.21
(.890)

25.85±3.95

.15
(.931)

23.77±4.21

.52
(.669)

계약직(b) 95.93±13.73 21.29±5.37 24.95±3.74 25.21±4.15 24.48±3.70

무기계약직(c) 98.76±10.65 23.79±3.81 25.14±3.36 24.90±2.86 24.93±3.34

정규직(d) 99.77±17.02 24.27±5.30 25.34±4.83 25.13±5.08 25.04±3.70

여가시간
활용형태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a) 99.04±12.65

1.42
(.230)

23.35±4.39

.80
(.530)

25.29±3.84

1.50
(.205)

25.27±3.90

1.06
(.379)

25.12±3.39

1.03
(.392)

SNS를 한다(b) 89.00±.00 22.00±.00 21.00±.00 23.00±.00 23.00±.00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c) 102.16±16.26 24.10±6.02 26.32±4.59 26.32±4.42 25.42±4.15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d) 94.63±14.26 22.07±4.91 24.28±3.72 24.35±4.49 23.93±3.65

기타(e) 97.18±18.63 23.18±6.69 24.45±5.13 25.09±4.70 24.45±3.36

주관적 
업무
과중도

매우과중하다(a)  93.36±13.89

1.21
(.309)

21.82±5.46

.71
(.547)

24.64±4.20

.32
(.811)

22.82±4.00

1.71
(.167)

24.09±2.95

2.95
(.035)

과중하다(b) 98.56±16.58 23.26±5.76 25.16±4.66 24.98±4.79 25.15±3.67

보통이다(c) 98.97±12.79 23.26±4.54 25.20±3.64 25.80±3.78 24.71±3.58

과중하지 않다(d) 85.67±5.86 19.67±1.53 23.00±2.65 24.00±1.73 19.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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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참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하부영역은 감정의 부조화영역에서 여가시간활용

형태(F=2.79  p=.029)와 업무량(F=3.24 p=.02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지만 사후검정에서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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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

 (N=140)

변수 구분

전체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연령
20세이상-25세미만(a) 27.7±3.8

2.04

(.111)

10.4±2.01

1.23

(.303)

9.4±1.17

2.08

(.106)

7.9±1.66

1.89

(.134)

25세이상-30세미만(b)   30.46±5.44 10.81±1.94 10.29±2.04 9.37±2.66

30세이상-35세미만(c)   28.43±4.7 10.1±1.71 9.52±1.67 8.81±2.46

35세이상(d) 28.39±4.96 10.69±1.97 9.42±2.06 8.28±2.34

배우자 무 29.59±5.31 1.51

(.132)

10.53±2.00 -.03

(.979)

9.97±1.90 1.69

(.094)

9.09±2.61 1.81

(.073)유 28.23±4.46 10.54±1.69 9.40±1.91 8.29±2.17

동거가족 무(a) 29.20±6.12

.88

(.476)

10.23±2.36

.45

(.773)

9.98±2.30

1.08

(.371)

9.00±2.97

1.19

(.317)

배우자(b) 28.92±4.65 10.69±1.44 9.62±2.06 8.62±2.26

배우자 + 자녀(c) 29.50±3.61 10.80±.95 10.00±1.56 8.70±2.13

부모+  배우자 + 자녀(d) 24.50±2.08 10.25±.96 8.00±.82 6.25±2.50

기타(e) 29.29±4.90 10.63±1.92 9.71±1.75 8.94±2.28

최종학력 전문대(a) 28.77±4.83
.15

(.860)

10.33±1.69
.58

(.562)

9.23±1.74
2.22

(.113)

9.21±2.57
1.37

(.257)
학사(b) 29.28±5.24 10.58±2.00 9.97±1.98 8.74±2.45

석사이상(c) 28.83±4.07 11.17±1.33 10.17±1.60 7.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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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주요담당업

무

접수 및 수납(a) 29.67±4.75

1.09

(.362)

10.86±1.93

.95

(.439)

10.33±1.62

1.70

(.154)

8.48±2.38

.59

(.672)

안내(b) 29.56±6.39 10.61±2.20 10.17±2.04 8.78±3.42

검사실(c) 29.61±5.31 10.69±1.99 9.81±2.05 9.12±2.57

전화상담(d) 27.84±3.65 10.00±1.44 9.28±1.65 8.56±1.64

1.90

(.153)

.59

(.558)

1.27

(.284)

2.80

(.064)

행정(e) 26.89±3.82 10.00±1.32 8.78±1.64 8.11±2.09

총 근무 

경력

5년 미만(a) 29.94±5.16 10.76±1.98 10.08±1.87 9.10±2.54

5년이상-10년미만(b) 29.33±5.34 10.40±1.75 9.73±2.22 9.20±2.56

10년이상(c) 27.95±4.51 10.41±1.94 9.45±1.59 8.09±2.24

.14

(.866)

.15

(.862)

.10

(.906)

.15

(.865)

현 직장 

경력

2년 미만(a) 29.38±5.27 10.62±2.08 9.83±1.68 8.93±2.62

2년이상-4년미만(b) 29.00±4.66 10.39±1.69 9.81±2.15 8.81±2.12

4년이상(c) 28.88±5.13 10.53±1.79 9.67±2.07 8.6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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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감정노동의 빈도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감정의 부조화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현 부서 

경력

2년 미만(a) 29.49±5.10

.78

(.461)

10.64±1.97

.34

(.709)

9.95±1.75

.91

(.406)

8.90±2.51

.88

(.419)

2년이상-4년미만(b) 28.21±5.02 10.32±1.77 9.53±2.05 8.35±2.62

4년이상(c) 29.13±5.02 10.48±1.83 9.48±2.27 9.17±2.21

근무형태
시간제(a) 28.92±4.01 11.15±2.12 9.92±1.44 7.85±1.68

계약직(b) 28.36±5.26

.61

(.607)

10.19±1.95

1.01

(.389)

9.31±1.75

1.33

(.268)

8.86±2.49

1.00

(.396)

무기계약직(c) 29.97±4.81 10.52±1.68 10.17±2.11 9.28±2.27

정규직(d) 29.30±5.28 10.66±1.89 9.88±2.01 8.77±2.73

여가시간활

용형태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a) 29.12±4.58 10.59±1.66 9.73±1.96 8.80±2.07

SNS를 한다(b) 41.00±.00

2.32

(.060)

14.00±.00

1.13

(.344)

12.00±.00

1.09

(.364)

15.00±.00

2.79

(.029)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c) 27.71±4.40 10.26±1.84 9.39±1.78 8.06±2.24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d) 29.87±5.70 10.50±2.23 10.11±2.04 9.26±2.78

기타(e) 28.91±4.87 10.91±1.30 9.45±1.44 8.55±2.91

주관적 

업무과중도

매우과중하다(a)  30.27±6.26

2.54

(.059)

10.73±1.68

2.06

(.109)

9.82±2.27

.87

(.460)

9.73±2.97

3.24

(.024)

과중하다(b) 30.25±5.27 10.90±1.79 9.97±2.07 9.38±2.79

보통이다(c) 27.94±4.51 10.12±1.98 9.65±1.73 8.17±1.97

과중하지 않다(d) 27.67±2.08 11.33±1.53 8.33±.58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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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주요담당업무, 총 근

무경력, 근무형태, 여가시간활용, 업무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참조>. 

  연령에 따른 소진은 25세이상 30세미만인 대상자가 35세이상인 대상자보다 소진이 

높았고(F=8.24 p=.000),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보다 소진이 

높았다(t=2.66 p=.009). 총 근무경력에 따른 소진은 10년이상 근무한 대상자가 10년 

미만 근무한 대상자보다 소진이 낮았고(F=6.26 p=.003), 여가시간활용에 따른 소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4.82 p=.001), 업무량에 따른 소진은 업무가 과

중하다고 느끼는 대상자의 소진의 정도가 높았다(F=4.84 p=.00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소진의 하부영역은 비인간화 영역에서 주요담당업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56 p=.041), 정서적 고갈 영역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F=2.79 p=.043) 사후검정에서 그 차이를 파

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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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                                                                         (N=140) 

변수 구분

전체 정서적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연령 20세이상-25세미만(a) 68.7±14.35
8.24

(.000)

b>d

30.9±7.46
5.38

(.002)

b>a,d

14.4±3.92
5.83

(.001)

b>d

23.8±11.3
3.91

(.010)

b>d

25세이상-30세미만(b)   87.67±14.63 42.04±9.05 19.85±5.18 24.81±5.91

30세이상-35세미만(c)   79.57±19.33 38.93±10.69 17.5±6.74 21.81±6.9

35세이상(d) 71.03±18.24 35.58±10.14 15.14±5.76 19.92±6.62

배우자 무 82.53±17.72 2.66

(.009)

39.88±10.21 1.99

(.048)

18.22±6.03 1.84

(.068)

23.46±6.92 2.05

(.042)유 74.00±18.51 36.29±9.91 16.25±5.98 20.90±7.16

동거가족 무(a) 83.58±17.93

.83

(.511)

40.28±9.96

.51

(.731)

18.55±6.06

.44

(.778)

23.60±7.63

1.71

(.151)

배우자(b) 80.08±17.81 37.62±9.15 16.92±6.45 25.08±7.26

배우자 + 자녀(c) 75.20±18.67 37.00±11.51 16.90±5.90 20.35±6.56

부모+  배우자 + 자녀(d) 76.75±30.27 41.25±16.74 16.00±9.13 17.25±3.77

기타(e) 78.57±18.02 38.19±9.88 17.33±5.96 22.46±6.81

최종학력 전문대(a) 82.26±19.43
1.26

(.286)

39.59±11.23
.28

(.759)

18.41±6.29
1.88

(.157)

23.36±7.46
1.16

(.317)학사(b) 79.13±17.96 38.37±9.88 17.45±5.96 22.51±7.00

석사이상(c) 70.00±17.08 37.00±9.76 13.33±5.16 18.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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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정서적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주요담

당업무

접수 및 수납(a) 83.33±19.53

2.07

(.088)

39.05±11.24

1.55

(.192)

19.14±6.17

2.56

(.041)

24.14±6.07

1.43

(.228)

안내(b) 78.06±23.54 39.94±12.22 17.22±8.00 19.17±4.91

검사실(c) 82.46±17.58 40.04±10.29 18.42±5.57 23.12±7.31

전화상담(d) 73.60±14.00 35.32±7.01 15.60±5.08 22.44±6.65

행정(e) 69.44±16.19 34.00±8.92 13.33±5.34 22.11±10.96

총 

근무 

경력

5년 미만(a) 84.04±17.69
6.26

(.003)

a,b>c

40.53±9.95

2.20

(.114)

18.94±5.68
4.95

(.008)

a>c

23.80±7.53
6.48

(.002)

a,b>c

5년이상-10년미만(b) 82.16±16.52 38.93±9.62 18.18±6.01 24.18±6.15

10년이상(c) 71.86±18.91 36.18±10.82 15.27±6.03 19.52±6.61

현 

직장 

경력

2년 미만(a) 80.05±19.46

1.89

(.155)

37.88±10.45

1.81

(.167)

17.87±6.14

.66

(.520)

23.88±7.80

2.49

(.087)
2년이상-4년미만(b) 84.23±15.00 41.71±9.82 18.16±5.88 22.74±6.15

4년이상(c) 76.14±18.60 37.65±9.99 16.76±6.13 20.8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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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계속)                                                                     (N=140)

변수 구분

전체 정서적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Scheffé

현 

부서 

경력

2년 미만(a) 80.00±19.57

.12

(.885)

38.08±10.78

.40

(.673)

17.87±6.26

.31

(.735)

23.52±7.67

1.86

(.159)

2년이상-4년미만(b) 79.82±16.90 39.94±9.75 16.94±6.11 21.44±5.68

4년이상(c) 77.87±16.60 38.78±8.93 17.26±5.41 20.87±6.40

근무형

태

시간제(a) 71.85±16.97 32.69±10.19 15.62±5.53 23.69±5.78

계약직(b) 80.62±18.55

1.79

(.152)

37.81±9.34

2.79

(.043)

18.36±6.40

1.49

(.221)

24.10±8.48

1.39

(.249)

무기계약직(c) 84.86±12.96 42.10±9.03 18.83±5.16 22.38±5.27

정규직(d) 77.93±20.41 38.88±10.91 16.71±6.26 21.29±6.93

여가시

간활용

형태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a) 79.67±14.92 38.33±8.61 17.63±5.27 22.63±6.72

SNS를 한다(b) 103.00±.00

4.82

(.001)

56.00±.00

4.93

(.001)

25.00±.00

3.44

(.010)

21.00±.00

1.25

(.295)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c) 69.26±16.65 33.03±8.41 14.48±5.42 21.87±7.99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d) 86.20±19.76 42.09±11.18 19.15±6.77 23.91±6.92

기타(e) 78.82±20.20 40.00±10.97 18.36±5.55 18.91±6.33

매우과중하다(a)  86.18±17.88
4.84

(.003)

b>c

43.18±9.50
7.62

(.000)

b>c

19.64±6.12

3.68

(.014)

22.45±7.50

.23

(.876)

주관적 

업무과

중도

과중하다(b) 84.43±17.48 42.16±9.82 18.67±5.78 22.15±6.76

보통이다(c) 74.89±18.07 35.00±9.46 16.49±6.04 23.08±7.43

과중하지 않다(d) 59.67±3.21 29.67±2.31 9.67±2.08 2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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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소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배우자 유무, 총 근무경력, 업무

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이 때 총 근무경력, 업무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등은 연속변

수로 처리하였고 배우자 유무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유=1, 무=0)로 더미화하여 처

리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VIF계수를 살펴본 결과 

10을 초과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검정결과, 2.17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회귀모형의 적합도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β=-.13, p=.043), 긍정심리역량(β

=-.46, p=.000), 감정노동(β=.37, p=.000)이었으며 설명력은 59.4%이었다. 이 중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으로 대상자 소진의  25.4%를 설명하였다. 즉, 

업무량이 적을수록,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낮을수록 소진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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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40)

변수 B SE β t p F(△F) R²(△R²)

(상수) 119.43 13.56 　 8.81 .000

업무량 -3.54 1.73 -.13 -2.05 .043 4.55*** .222

긍정심리역량 -.61 .09 -.46 -6.72 .000 12.63***

(8.08) .476(.254)

감정노동 1.29 .23 .37 5.62 .000 17.86***

(5.23) .594(.118)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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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간호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을 증진시키고 감정노동 및 

소진을 감소시켜 간호 인적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인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긍정심리역량은 총점 144점 만점에 평균 98.06±14.63점

(평균평점 4.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수정(2016)의 연구에

서 수술실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평균평점 3.38점), 정미향(2016)의 연구에서 중환

자실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평균평점 3.31점), 이복순(2015)의 연구에서 교대근무간

호사의 긍정심리역량(평균평점 3.92점), 한경선(2015)의 연구에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평균평점 3.08점), 임희윤(2015)의 연구에서 보훈병원 간호사의 긍정심

리역량(평균평점 3.28점), 윤지영(2016)의 연구에서 일반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평균

평점 3.2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용득(2010)의 연구에서 회사원의 긍정심

리역량(평균평점 4.14점)보다는 낮았다. 이처럼 회사원보다 본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

역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직무특성의 차이로 간호사의 업무가 일반 직종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긴장 상태 

및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현 직장경력이 많을수록, 현 부서경력이  많을수록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 및 직위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및 업무환경에 대

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훈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희윤(2015)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위, 근무경력에 

따라 긍정심리역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박수정(2016)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임상경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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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력, 직위, 월평균 수입에 따라 긍정심리역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도 

유사하였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미영(2011)의 연구에서 기

혼자의 경우 미혼자보다 긍정심리역량이 높은 것과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 중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 자기효능감 순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수정(2016)의 연

구에서 긍정심리역량 중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 자기효능감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

과 유사하였고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한경선(2015)의 연구에서도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긍정심

리역량의 하위영역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일치하였다. 반면에 간호

사가 아닌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다국적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주보름(2012)의 

연구에서 낙관주의, 복원력, 자기효능감, 희망 순의 높게 나타난 것과  대기업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류현주(2012)의 연구에서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순

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직종이나 직무 특성

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직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

아효능감을 증진시키면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을 강화시키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 정도는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29.12±5.06점(평균평점 

3.24±0.56)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순늠(2010)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평균평점 3.29점), 김하자(2011)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 감정노동(평균평점 3.28점), 백다원(2012)의 연구에서 대학병원 간호사의 감정노

동(평균평점 3.24점)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노인전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을 대상으

로 한 이유정(2004)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평균평점 2.72점, 백화점 판매사원을 대

상으로 한 조수경(2005)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평균평점 3.16점, 항공사 콜센터직원

을 대상으로 한 권미경(2010)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평균평점 3.19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지선(2011)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평균평점 2.90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이 높았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은 다른 서비스 직종 구성원의 감정노동보다 

높았고 중간수준 이상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직무특성 

상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정확한 간호업무 수행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간호대

상자를 따뜻하게 돌봐주어야 한다는 전문직 사명감, 그리고 의료 환경변화로 인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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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 소비자의 고객만족 극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양야기, 2011) 최근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감정 관리를 

요구하고 친절과 미소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이 높다는 주장(신미경, 

2011)과 일치한다. 

  따라서 Gray와 Smith(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행정가들은 간호사가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수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병원 

행정가들은 검진센터간호사가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 중 감정표현의 빈도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1±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적 부조화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4±0.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야기

(2011)의 연구에서 감정표현의 빈도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5±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적 부조화가 평균평점 3.02±.58점으로 가장 낮았던 연구결과와 종합병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순늠(2010)의 연구에서 감정표현의 빈도가 5점 만점에 평

균평점 3.48±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정적 부조화가 평균평점 2.93±0.70점으로 

가장 낮았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가 고객접점부서에서 많

은 고객을 접하며 감정노동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감정적 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총점 154점 만점에 평균 79.61±18.38점(평균평점 

3.06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허영미(2013)의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

사의 소진은 평균평점 3.18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소진이 낮았으나 윤금숙(2010)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소진은 평균평점 3.08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정도

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문성희(2010)의 연구에서 암병동 간호사의 소진은 평균평점 

2.90점, 변대식(2009)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소진은 평균평점 2.54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간호사들이 각기 다른 병원 환경에서 다른 정서와 상황을 경험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유정(2004)의 연구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의 소진은 평균평점 2.53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소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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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강검진센터간호사는 검진대상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전문직종과 

협조하고 조정해야하는 역할로 인해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제한된 인력 내에서 기본적인 검진업무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

에 참여해야 하는 등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검진센터간호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한 중재 방안의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이 낮은 연구대상자가  연령이 높은 연구대상자보다 소진이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연구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연구대상자보다 소진이 높았는데 이는 변대식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 정서적 갈등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가족이 정서적으

로 지지해주므로 소진의 정도가 낮다는 Maslach(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총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연구대상자가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연구대상자

보다 소진의 정도가 낮았다. 이는 문성희(2010), 윤금숙( 2010), 허영미(2013)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경력이 낮을수록 미숙한 업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

한 두려움이 많고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소진을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간호사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저하 순으로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금숙(2010)의 연구와 변대식

(2009)의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성희(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 저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소진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고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변대식(2009)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전

형적으로 경험하는 소진의 차원이 정서적 고갈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건강검진센터간

호사들도 다양한 계층의 검진대상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서적 고갈은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

해 의욕을 잃은 탈진 상태로서 소진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윤금숙, 2010) 간호

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중재프로그램 개발 시 정서적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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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대상자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

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정옥(2015)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소

진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들도 긍정적 정서의 

복합체라 볼 수 있는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여 직무에 대한 

열의가 증가하고 소진의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았는데 이는 변대식(2009), 고지성

(2010), 이순늠(2010), 정복례(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

는 대상자들과 직접적인 대면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은 피할 수 없는 업무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통해 간호사의 소

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Bartram 등(2012)도 감정노동이 높을수

록 소진이 증가하며 이직의도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적자원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소진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건강

검진센터간호사들의 감정노동과 소진 관리를 위해 검진센터 차원에서 인적자원 시스

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이

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들이 직무나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 및 정서를 통해 긍정심리역량을 강화시키고 소진이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검진센터간호사가 경험하는 감정노동을 파악

하여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업무량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과중한 업무량으

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자들은 부서 내 개인 업무량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센터간

호사 개개인의 적성에 맞도록 업무를 배치하고, 업무일정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

해 초과근무를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량의 적

절한 배분과 부서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재량권 부여함으로써 검진센터간호사의 업무

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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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40명의 건강검진센터간호

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 긍정심리역량 도구, 감정노동 도구, 소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은 높았고, 긍정심리역량의 하위 영역은 낙관

주의, 희망, 복원력, 자기효능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감정

노동은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감정노동의 하위 영역은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

의 주의성, 감정적부조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보통이었으며 소진의 하위 영역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자아성취감저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이 높을수록 감정노동과 소진이 낮

았으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도 높았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주관적 업무량, 긍정심리역량, 감정노동이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역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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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조직적 차원에서 건강검진센터간호사들이 직무나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정서를 갖게 되고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면서 긍정심  

    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병원 행정가들은 검진센터간호사가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스스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표현하여 감  

    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 

 3)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자들  

    은 부서 내 개인 업무량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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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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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

향”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건강검진센터간호사의 긍정심리역량과 감정노

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연구관계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본 연

구의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

에는 언제라도 불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

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4.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지도교수 : 고 일 선 

연 구 자 : 허 승 희

(heesstory@naver.com/010.9350.2658)

♣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연구자로부터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mailto:heess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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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긍정심리역량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의 해당란에 √표

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조
금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장기적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2 나는 상사들과의 회의(예:부서회의, 집담회 등)에서 내 업무 분야를 대
표해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3 나는 우리 조직의 전략에 관하여 논의할 때 기여할 자신이 있다.

4 나는 나의 업무 분야에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5 나는 외부사람(예:타부서, 타기관, 대상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일에 자
신이 있다.

6 나는 동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표하는 데 자신이 있다.

7 나는 업무 상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8 현재 나는 업무상의 내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9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10 현재, 나는 업무적으로 꽤 성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11 나의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12 현재 나는 업무 측면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13 나는 직장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이를 떨치고 회복하기가 어렵다.

14 나는 보통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대처
한다.

15 나는 업무 중에 필요하다면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16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보통 잘 이겨낸다.

17 나는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힘든 시
간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

18 나는 현재 업무와 관련된 여러 일을 동시에 잘 처리할 수 있다.

19 나는 업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20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 실제로도 문제가 생긴다.

21 나는 항상 내가 맡고 있는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다.

22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

23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24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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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감정노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의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직장 내에서 진짜로 웃는 경우보다 일부러 웃는 경우가 

더 많다.

2
대상자가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할 때가 많다.

3
나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경우

가 많다.

4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

히 어렵다고 느낀다.

5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대상자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최

선을 다한다.

6 대상자들을 미소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7
대상자를 대할 때 나의 실제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8
내가 표현하는 행동과 나의 실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때가 

있다.

9 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실제 감정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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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소진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의 해당란에 √표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설문문항

전

혀 

없

음

일

년

에 

몇

번 

이

하

한

달

에 

한

번 

이

하

한

달

에 

몇

번

정

도

일

주

일

에 

한

번 

정

도

일

주

일

에 

몇

번 

정

도

매

일

1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
2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빠진다.
4 나는 대상자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나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인격이 없는 물체처럼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

6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다.
7 나는 대상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8 나는 나의 일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9
나는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10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둔감해졌

다.

11
나의 일로 인해 내가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같아 걱정

스럽다.
12 나는 매우 활기에 차있다고 느낀다.
13 나는 나의 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14 나는 내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든다.

15
나는 어떤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개의치 않

는다.

16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일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된다.

17 나는 대상자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해 줄 수 있다.

18 나는 대상자와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매우 흐뭇해진다.

19 나는 이 일을 통해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다.

20 나는 내가 속수무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21 나는 내 일에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22
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문제의 일부 책임을 나에게 돌리

고 있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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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하거나 기록해주십시오.

1. 연령대

  ① 20세이상-25세미만       ② 25세이상-30세미만       ③ 30세이상-35세미만     

  ④ 35세이상-40세미만       ⑤ 40세이상-45세 미만      ⑥ 45세이상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현재 결혼 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별거, 이혼, 사별 등)

4. 동거가족 여부(있는 경우 모두 표시)

  ① 없음 ② 있음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기타)

5. 최종학력(재학도 포함)

  ① 전문대(3년제) ② 학사(4년제) ③ 석사이상

6. 주요 담당 업무(복수응답가능)

  ① 접수 및 수납  ② 안내  ③ 검사실  ④ 전화상담  ⑤행정

7. 간호사로서 총 근무 년 수 (  ) 년 (  ) 개월 

8. 본 건강검진센터 총 근무 년 수(  ) 년 (  ) 개월

9. 현 부서 근무 년 수(  ) 년 (   ) 개월

10. 근무 형태

  ① 시간제 ② 계약직 ③ 무기계약직 ④ 정규직

11. 여가시간활용 형태

  ① 지인과 시간을 보낸다    ② SNS를 한다   ③ 운동 및 취미생활을 한다 

  ④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⑤기타(      )

12. 본인이 현재 인지하는 업무량

  ① 매우과중하다  ② 과중하다  ③ 보통이다 ④ 과중하지않다  ⑤ 매우과중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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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on burnout among healthcare center nurses

Huh, Seung Hee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Burnout in nurses is costly to health care centers.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to examine two factors that 

affect burnout in these nur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For this purpose, 140 nurses working at healthcare 

centers in Seoul were sampled in a surve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26 to May 6, 

2017.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used for this study include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developed by Luthans & 

Youssef (2007) and translated by Lee, Dong-Seop and Choi, Yong-Deuk 

(2010), emotional labor questionnaire developed by Morris & Feldman 

(1996) and translated by Kim, Min-Ju, MBI developed by Maslach & 

Jackson (1986) and translated by Choi, Hae-Yoon (2002).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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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WIN Statistics 23.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or general characteristics, 37.2% of participants were from 25 to   

   30 years of age, 34.3% were married, 77.1% lived with family, 67.9%   

   graduated from college and 47.9% worked in the clinical laboratory.  

   Of the nurses, 36.4% had less than 5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42.9% had been working in the current work place for less than 2      

   years with 59.3% working in the current department for less than 2    

   years. Contract workers accounted for 50.7% and 51.5% felt their      

   workload was difficult. Finally, 36.4% spent spare time with          

   acquaintances.

2. The average score for positive physiologic capital was 4.09±0.61    

   out of 7. The average scores for the sub-areas of positive            

   physiologic capital were for optimism, 4.20±0.71, hope, 4.18±0.69,  

   reintegration, 4.12±0.61, and self-efficiency, 3.85±0.86.

3. The average score for emotional labor was 3.24±0.56 out of 5. The    

   average scores for the sub-areas of emotional labor were for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3.51±0.63, attention to emotional      

   labor, 3.26±0.64, and mismatch of emotions, 2.9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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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verage score for burnout was 3.06±0.71 out of 7. The average    

   scores for the sub-areas of burnout were for emotional exhaustion,   

   4.29±1.13, for depersonalization, 3.51±1.21, and for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2.82±0.89.

5. For nurses over 35 years of age (F=6.24 p=.001), those who had a      

   spouse (t=-2.70, p=.008), had clinical experience of more than 10     

   years (F=9.18, p=.000), had been working in the current work place    

   for more than 4 years (F=6.52 p=.002), and had been working in the    

   current department for more than 4 years (F=4.89 p=.009), had a       

   higher level of positive physiologic capital. Nurses who were in a    

   permanent position had a higher score for self-efficiency (F=6.24    

   p=.001)in the sub-area of positive physiologic capital.

6. Nurses who were from 25 to 30 years of age (F=8.24 p=.000), and did   

   not have a spouse (t=2.66 p=.009), felt their workload was difficult  

  (F=4.84 p=.003) and had higher burnout. While, nurses who had more     

  than 10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had a lower level of burnout      

  (F=6.26 p=.003). 

7. Nurses with high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lower           

   emotional labor and burnout (r=-.59, p<.001) and nurses with higher  

   emotional labor and burnout had higher burnout (r=.55, p<.001).

8.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healthcare center nurses were workload  

   (β=-.13, p=.04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β=-.46, p=.000)  

   and emotional labor β=.37, p=.000). Positive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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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explained 25.4% of burnout.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a factor lowering emotional labor and burnout. In other words, 

nurses with hig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lower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he key factors affecting burnout were found to be 

workloa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Hence, 

for the strength of an organization, leaders should consider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support strategies to promo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urnout could be reduced by handling 

individuals’workloads and emotional labor. Above all, developing and 

using program that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re needed. 

2)

Key words : Healthcare center nurs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labor, Burn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