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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오늘날 의료환경은 매우 다변화되고 있고, 삶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의

료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생태계

의 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의 위험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

폭력을 비롯한 사회폭력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

건들을 접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

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크고 작은 2차성 외상 스트

레스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으며,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호소

하였다.

본 연구는 인력난이 심하고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2차성 외상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위해 진행되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경상도 소재 허가병상수 500병상미만 규모의 응급의

료기관으로 지정받은 4개의 급성기 종합병원의 원무과, 간호부, 의료기사(물

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부서에서 근무 중인 약 500명의 직

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09명에 에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직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 t 검정 및 ANOVA, scheffe 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연령대,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형태, 월평균 급여수준, 직위, 현병

원 근무기간, 현업무 근무기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으며, 직군

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 모집단 인원수의 편차가 커서 병원전체직원, 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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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이외 직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직무만

족이 높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보다는 상근직일 경우가 직무만족이 높았으

며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

다. 간호부 직원만 대상으로 한 경우는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전문대졸

이하보다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인 경우가 교대근무자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공감피로는 유의하게 나

오지 않았으며, 공감만족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간호부 직원 이외의 의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인 경우에는 일반적

특성이나 공감피로가 직무만족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공감만족만이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의

공감피로를 줄이고 공감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하고, 간

호부직원 경우 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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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환경은 매우 다변화되고 있고, 삶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의

료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에

의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화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구이동 현상은 신종 감염병 국내유입 및 확산을 더 증가하게

함(오남희, 2016)은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한 사회폭력과 같은 치명적

인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또한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

함으로써 크고 작은 외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사회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치

료약뿐만 아니라 정확한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은 생소한 감염병 발생 상황

은 대중을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고, 국외와는 다른 전파력과 다수의

감염자의 발생은 의료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메르스 환자를

담당한 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김현진, 박호란, 2016).

2015년 5월 20일 첫 보고된 우리나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2015년

12월 23일 상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누적 격리대

상자수는 16,752명으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이환율을 나타내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메르스포탈).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 의료기관 또는 경유 의료기

의 휴업 기타 여러 기관의 휴업 상황에 이르면서 언론에서는 ‘ 재난 의료’ 라

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감염병 발생은 죽음과 관련된

갑작스럽고 매우 부정적인 사건으로 공포와 우울, 불안감의 원인이 되며

(Holroyd & McNaught, 2008), 이와 같은 심리 고통은 환자를 직접 돌보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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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의료인들도 피할 수 없었다.

Holroyd와 McNaught(2008)에 의하면 의료인, 특히 간호사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맞설 미리 설계된 대응절차 없이, 자주 변경되거나 제한된 지침과

정책에 빠르게 변화하고 역할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요구되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정신적 이환에 노출된다고 한

다. 전례 없는 감염병 발생 상황은 환자들의 불안감과 의료인에 대한 요구도

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보호장비 착용, 철저한 감염예방 수칙, 환자와 보호자

의 교육 응대 등으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박지선, 2016)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과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이 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크고 작은 외상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어 간호사를 대

상으로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란 간호사, 상담심리사, 경찰관,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외상사건의 피해자와 접촉하

고 돕는 과정에서 고통에 대해 감정이입이 일어나 대상자가 겪는 외상후 스트

레스 증후군과 유사한 2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Figley,

1995). 공감피로가 높아지면 개인의 삶과 일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

며, 인내력 저하, 일에 대한 두려움, 우울, 과도한 각성상태, 자기파괴, 희망의

상실상태에 빠질 수 있다(Figley, 1995).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은 남을 도와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또

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한

감정을 말한다. 공감피로에 대한 완충 및 방어적인 역할을 하여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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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해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으로 자존

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 느낌

을 가지게 한다. 또한 간호사의 자존감, 전문직 자아개념, 극복력과 결합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늠, 김정아,

2016).

지금까지의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에 대한 연구는 공감피로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간호사, 소방공무원, 아동병원 종사자, 호스피스 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병원들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극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근 메르스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2차성 스트레스의 증가가 예측되는 중소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피

로와 공감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병원근로자들의 공감피로 및 공감

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과 직무만족간

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들의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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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연구의 용어 정의

가. 공감피로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란 고통받는 사람이나 외상을 입은 사람을 도

와주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외상의 징후들 의미하며, 2차 외상성 스

트레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직무로 인해 외상사건에 노출된 결과로서 신체적·

심리사회적·정서적인 부적응, 탈진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슬픔과

우울, 불안, 수면장애, 무력감, 그리고 고립감 등이 포함된다(Figley, 1995).

외상성 스트레스는 반응양상에 따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스트

레스원을 1차적과 2차적으로 나눈다. 1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일차적 희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상성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차

적 외상 스트레스는 의미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된 외상성 사건에 대해

인지함으로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Figley(1995)는 이러한 2차적 외상

스트레스 개념을 상담원들이 겪는 역전이 현상(counter transference)에 반응

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정의하였고, Staman(1999)은 외상을 겪은 다른 사

람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나오는 위험 또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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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감만족

공감만족(compassion satisfaction)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며, 남을 돕는 즐거움이다(Figley

& Stamm, 1996). 교사, 간병인이나,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외상을 입었거

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얻는 긍정적인 면이며(Stamm, 2002), 일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능력이 도움이 됐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며,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기쁨이라고도 볼수 있다(Stamm, 2002). 또한 직업에 대한 소

명감, 개인적인 신념 등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감만족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Priedman, 2002)

Figley(1995)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

람들은 2차적 외상스트레스 없이 돌볼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을 잘 유지하고

공감피로도 거의 없다는걸 알게 되었다. 이들은 고통을 받고있는 대상자들을

돌봄으로서 정서적 압박감 및 힘겨움을 떨칠 수 있었으며 공감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Stamm(1999)도 의

료인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갖는 만족감으로 인해 공감피로가 발생하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하였다.

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직무경험 평가결과가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말한다(백기복,

2002)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이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발시키고 사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각 구성원

들은 직무환경에 만족할 때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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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내

에서 자신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수준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얻게 되

는 직무자의 긍정적 상태라 할수 있다.

직무만족이란 각 개인이 조직체 내에서 맡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

고 개인의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백기복,2002). Hoppock(1935)

는 직무만족이란 “근로자 본인이 직무로부터 만족을 느끼는 생산적,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결합된 산물”이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에 따르면, 한양옥(2000)은 직무만족은 다른사람의 가치

및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시켜 느끼게 되는 감정

적 상태라고 하였으며, 신남철(2003)은 조직내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들의 요인들에 의해 직무에 대

한 만족감과 관심과 열의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직

무만족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에 대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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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공감피로

공감피로가 높은 수준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

상과 비슷하게 심한 불안이나 슬픔, 불면증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였으며

(Cerney, 1995. Motta, et. al, 1999), 이러한 공감피로가 누적되면 불안, 우울,

충동적 행동, 약물남용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이 일하는 조직도

업무의 질과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고(Sexton, 1999), 이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Stamm, 1999). 그후 직업상 타인을 돕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하는 공감피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위해 시도 되었다(Edwards,

1995, Figley, 1995, Jenkins & Baried, 2002, Staman, 2002).

공감피로에 영양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임상심리분야에서 심각한 외

상을 경험한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많이 다루어졌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심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Collins와 Long(2003)의 연구

에서, 근무 첫해에 대상자들의 공감피로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외상성 사건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들은 직업적 특성상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

레스가 생길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사고나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성적 소진상태와 개인적인 삶의 저하와 가정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오진환, 2006). 최명옥(2009)은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외상경험이 자신에게도 생길 것 같다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보수 만족도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외상경험 경과시간이

짧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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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공감피로를 조사한 김현주(2011)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높은 수준

의 공감피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외상과 관련된 상황들을 통하여

공감피로를 겪을 가능성이 많고, 공간피로가 높을수록 소진도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최정임(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직무만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진을 포함한 공감피로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공감만족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의 반대작용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긍정적인 요소이며

인간정신의 회복탄력으로 생각했다(Stamm, 2005). 공감만족을 한마디로 표현

하면 '돌봐줌(caregiving)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Simon, 2005).

Stamm(2002)의 ProQOL(Professional Quality of Life)로 Likert형 5 점 척도

10문항 50점 만점으로 공감만족을 측정하였을 때 공감만족 점수가 낮은 경우

(<33점)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덜 느끼며 공감만족이 높은 경우(>44점)에는 급

성기 환자 또는 외상환자들을 돌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로부

터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감만족은 근무 상황에서 대상자가 위험하거나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또한 공감피로와 소진을 낮춰 줄 수

있다고 하였다(Stamm, 2002).

Schauben과 Frazier(1995)는 심리치료사와 성폭력관련 상담자가 대상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냈는데, 대상자가 내적 성장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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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치료과정의 일부분이 되어 회복력

과 창의력을 가지는 데에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만족은 공감피로와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Collins와 Long,

2003),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때,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때, 일하는 직

장내에서 강한 동료애를 느낄 때 대상자는 공감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신민

정, 2007).

공감만족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였고(Colons & Long,2003), 이자영(2010)은 공감능력을 키우고 공감

만족을 높이는 것이 공감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하

였다. 공감만족과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공감만족과 관련된 국내연구를 살펴보

면 종양병동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간호사, 노인병원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또한 중상정도 수준의 공감만족 점수를 나타냈다(김신

등, 2010; 김정은, 2013; 김현주, 2011; 양희순, 2013; 전연진, 성미혜, 2014; 이

정민, 염영희, 2013; 이현서, 2015).

공감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종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현서

(2015)의 연구에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기혼일 경우에 공

감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양병동 근무기간이 길수록, 연봉이

많을수록,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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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만족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중 직무만족과 관련하

여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는 통계변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였다(고종욱, 1999 김상욱 유홍준,

2002). 미혼여성이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황정혜, 2015), 남성보다 여성이 직

무만족도가 높았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 연령이 많고 근무경력이 길

수록, 기혼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임상경력이 풍부할수록 직무만족이 높

이 나타났다(박인아, 2008; 변대식, 2009 오영미, 2010; 송윤정, 2011)

이정민(2012)에 의하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음챙김

이었고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진, 직무스트레스, 마음챙김 순이었

다.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공감피로에 의해 증가되는 요인이며, 공감만족은

소진으로부터 보호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순이(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모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부적

(-)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순늠, 김정아(2016)에 의하면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공감피로, 소진, 신체

적 증상은 낮았고, 직무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므로 자신의 업무만족 뿐 만

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도 질 높은 의료

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직무자체가 직무에 대한 기쁨이나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간호 등의 병원업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조직에서의 중요한 부분인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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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직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숙자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피로로 정의한 소진을 감소시켜 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

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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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분석틀은 공감피로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확인

해 보기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소진을 포함한 공감피로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최정임, 2015),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현서, 2015)으로 보고 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1> 연구모형

공감피로(소진포함)

직무

만족

공감만족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환경

(근무병원 위치, 현병원 근무기간, 근무형태,

근무부서, 고용형태, 근무병원 위치, 직위,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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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경상도 소재 허가병상수 500병상미만 규

모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4개의 급성기 종합병원의 원무과, 간호부,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타 행정부서에서 근무 중인 약

500명의 직원을 편의추출하여 인터넷 주소를 배포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에 동

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직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조사방법은 자료수집 기간의 단축과 통계활용의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설

문지 조사법을 채택하였으며, 4개의 병원직원 약 500명에게 협조공문 및 모집

안내문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배포하여 온라인으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진

행하였다. 설문작성은 약 10~15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연구를 위해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No.

Y-2018-0028)을 받았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4월 13일부터 4월 28일까

지였으며, 약 500명에게 배포하였으나 409명이 응답하여 85%의 회수율을 보

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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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의 구성

변수 구성개념 하위변인 문항수 척도

종속

변수

직무만족
직무자체 4

Likert 5점척도

(비율척도)

장래성 4

성취감 4

보상체계 4

인간관계 4

소계 20

독립

변수

공감피로 2차성스트레스 10
Likert 5점척도

(비율척도)
소진 10

공감만족 10

소계 30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병원위치

6

명목척도

사회경제학적특성 근무형태

고용형태

급여수준(세금공제전)

3

근무특성 근무기간

근무부서

현업무 담당기간

현재직위

4

소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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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내용

종속변수 직무만족

독립변수 공감피로 1. 2차성스트레스 2. 소진

공감만족

통제변수

성별 1. 남 2. 여

연령(세) 1. 21-30 2. 31-40 3. 41-50 4. 51이상

결혼상태 1. 미혼 2. 기혼 3. 기타

종교 1. 기독교 2. 카톨릭 3. 불교 4. 없음 5. 기타

교육수준
1. 고등학교 2. 전문대 3. 대학교 4. 대학원

4. 대학원이상

근무병원 위치 1. 경기도 2. 인천광역시 3. 경상도

현병원 근무기간 1. 1년미만 2. 3년-5년 3. 5년-10년 4. 10년이상

근무형태 1. 3교대 2. 주간근무 3. 야간근무(전담)

고용형태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시간제 계약직

근무부서
1. 간호과 2. 원무직 3. 의료지원 4. 행정지원

5. 기타

현업무 담당기간 1. 1년미만 2. 3년-5년 3. 5-10년 4. 10년이상

직위 1. 평사원 2. 대리 3. 계장 4. 과장

급여수준

(세금공제전)

1. 100만원~200만원 2. 200만원~300만원

3. 300만원~400만원 4. 4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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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구성은 20개 문항으로,

직무 내재적요인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요인을 직무자체 장래성, 성

취감, 보상, 인간관계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미네소타 산업관계

연구소에서 개발한 직무 만족도 설문지(Minesota Satistaction Questionnaire:

MSQ)를 이상금(1996)이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토대로 최부석(2004)의 직무

만족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정민(2005)의 직무만족과

성과혁신에 관한 연구와 김현구(2006)의 직무만족이 고객서비스에 미치는 영

향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상전(2008)의 설문을

재 수정하여 사용한 강만호(2010)의 설문을 병원종사자 대상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그렇다 5점, 조금그렇다 4점, 보통이

다 3점, 별로그렇지 않다 2점, 전혀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평균 1-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공감피로

공감피로 도구는 Figley(1995)가 개발한 도우미들을 위한 공감만족 및 공감

피로 자가테스트(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Selftest for Helpers)를

Stamm(2009)이 수정 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ProQOLS]version 5.0: Compassion Satisfaction fatigue subscale version

5)를 김현주(2011)가 번안한 도구를 병원종사자 전직원 대상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공감피로는 2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진의 2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고, 각 영역별 10문항씩 구성되며, 총 20문항이다. 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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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이다. 공감피로는 10문항

이며, 소진은 10문항이다. 그 중 소진에 관한 문항인 5항목은 역변 환하여 환

산하였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공감피로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공감피로를 공감피로(2차성스트레스)와 소진을 별

도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차성스트레스와 소진을 모두 공감피로로

정의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다. 공감만족

공감만족은 Figley(1995)가 개발한 도우미들을 위한 공감만족 및 공감피로

자가테스트 (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Self test for Helpers)를

Stamm(2009)이 수정보완한 전문직 삶의 질 version 5.0(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ProQOLS]: 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subscale-version 5)

를 김현주(2011)가 번안한 도구를 병원종사자 전직원 대상에 맞게 용어를 수

정하여 측정하였다. 공감만족은 공감만족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구성되고 높

은 점수일수록 공감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Stamm(2009)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감만족에 따른 집단분류를 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여 T점수화로 전환

한 후 25% 미만은 하위, 25-75% 미만은 중위, 75% 이상은 상위로 구분하여

결과 변수를 측정하였다.

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병원

위치 6개로 구성하였으며, 시회경제학적 특징으로는 근무형태, 고용형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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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준(세금공제전) 3개로 구성하였으며, 근무특성으로는 현병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현 업무 담당기간, 직위로 4개로 분류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소병원 근로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

하여 빈도분석 뿐만 아니라 t검정 또는 카이제곱 검정 등을 활용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고자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공감피로, 공감만족, 직무만족의 서술적 통

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 공감만족, 직무만족 차이는 t-test, ANOVA

로 분석하였다. 공감피로, 공감만족과,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통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i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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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

자 총 409명 중 21~30세 이하 167명 (40.4%), 31~40세 이하 118명(28.6%),

41~50세 이하 85명(20.6%) 51세 이상 39명(9.5%)으로 나타났으며 21세~30세

이하가 167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77명(18.6%), 여성 332명 (80.4%)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212명(51.3%), 미혼 191명(46.2%) 기타 6명(1.5%)이었다. 종교는 개신교 117명

(28.3%),천주교 34(8.2%),불교 37명(9.0%), 없음 209명(50.6%), 기타 12명(2.9%)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48명(11.6%), 전문대졸 154명(37.3%), 대졸 181명

(43.8%), 대학원졸 21명(5.1%), 대학원이상 5명(1.2%)이었다.

근무병원 위치는 경기도 268명(64.9%), 인천광역시 21명(5.1%), 경상도 120명

(29.1%)이었으며, 현재 근무중인 병원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91명(22.0%), 3

년-5년이 173명(41.9%), 5년-10년이 67명(16.2%), 10년이상이 78명(18.9%)이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132명 (32.0%), 주간근무 267명 (64.6%), 야간근무

(전담)는 10명(2.4%)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395명(95.6%), 비정규직 13명

(3.1%), 시간제 계약직이 1명(0.2%)이었으며, 근무부서는 간호과 238(57.6%), 원무

직 40명(9.7%), 의료지원 45명(10.9%), 행정지원 59명(14.3%), 기타 27명(6.5%)였다.

현 업무 담당기간은 1년 미만 96명(23.2%), 3년-5년 185명(44.8%), 5년-10년

69명(16.7%), 10년 이상 59명(14.3%)이었으며, 직원의 직위는 평사원 290명

(70.2%), 대리 64명(15.5%), 계장 47명(11.4%), 과장 8명(1.9%)였다. 월평균 급

여는 100~200만원 98명(23.7%), 200~300만원 237명(57.4%), 300~400만원 59명

(14.3%), 400만원 이상은 15명(3.6%) 차지했다.



- 20 -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09)

변수 n %

성별
남 77 18.6
여 332 80.4

연령(세) 21-30 167 40.4
31-40 118 28.6
41-50 85 20.6
51 이상 39 9.5

결혼상태 기혼 212 51.3
미혼 191 46.2
기타 6 1.5

종교 개신교 117 28.3
천주교 34 8.2
불교 37 9.0
없음 209 50.6

기타 12 2.9

교육수준 고졸 48 11.6
전문대졸 154 37.3
대졸 181 43.8
대학원졸 21 5.1

대학원이상 5 1.2

근무병원 위치 경기도 268 64.9
인천광역시 21 5.1
경상도 120 29.1

현병원 근무기간 1년 미만 91 22.0
3년-5년 173 41.9
5년-10년 67 16.2
10년 이상 78 18.9

근무형태 3교대근무 132 32.0
주간근무 267 64.6
야간근무(전담) 10 2.4

고용형태 정규직 395 95.6
비정규직 13 3.1
시간제계약직 1 0.2

근무부서 간호과 238 57.6
원무직 40 9.7
의료지원 45 10.9
행정지원 59 14.3

기타 27 6.5

현 업무 담당기간 1년 미만 96 23.2
3년-5년 185 44.8
5년-10년 69 16.7
10년 이상 59 14.3

직위 평사원 290 70.2
대리 64 15.5
계장 47 11.4
과장 8 1.9

급여수준(세금공제전) 100-200 98 23.7
200-300 237 57.4

300-400 59 14.3

400 이상 1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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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 공감피로, 공감만족 수준

직무만족, 공감피로, 공감만족의 정도는 <표 4>와 같다. 대상자들이 지각한

5점 척도로 측정한 직무만족의 평균값은 3.58±0.57점 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성취감과 인간관계에 대하여는 각각 4.03±0.70점, 3.88±0.77점으로 비교적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2.78±0.80점으로 가장 낮게 인

식하였다. 공감피로는 5점 기준으로 2.70±0.47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

의 피로도를 보였으며, 공감만족은 5점 기준으로 3.54±0.69점으로 비교적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54±0.69이었다.

<표 4> 직무만족, 공감피로, 공감만족 평균점수 (N = 409)

하부요인 Mean SD min max

직무만족

직무자체 3.74 .69 1.50 5.00

장래성 3.45 .90 1.00 5.00

성취감 4.03 .70 2.00 5.00

보상체계 2.78 .80 1.00 5.00

인간관계 3.88 .77 1.25 5.00

소계 3.58 .57 1.75 5.00

공감피로

2차성스트레스 2.75 .51 1.50 5.00

소진 2.65 .61 1.00 4.40

소계 2.70 .47 1.25 4.15

공감만족
공감만족 3.54 .69 1.30 5.00

소계 3.54 .69 1.3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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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병원위치, 근무형

태, 현 업무담당기간, 직위, 급여수준은 유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종교, 현 병원 근무기간, 근무부서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하

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에 비해 50대에서 직무만족에 대하여 3.87±0.51

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F=5.322,p<.001).

결혼상태는 미혼이 3.67±0.56으로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원졸 이상이

3.66±0.57점으로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27,p<.090). 병원

위치는 경기도가 3.67±0.56점으로 타 지역에 위치한 병원보다 직무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1.651,p<.000), 근무형태는 주

간근무자가 3.65±0.56으로 높았으며, 현 업무담당기간은 3년 미만과 10년 이상

이 각각 3.64±0.59점, 3.82±0.53점으로 직무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87.p<.001).

직위에 있어서는 대리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3.77±0.58점으로 직무만족

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473.p<.000), 급여수준은

300만원 이상에서 3.87±0.51점으로 직무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F=12.699.p<.000). 종교는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3.66±0.57

점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F=-3.013.p<.003). 현 병원 근무기간은 3년 미만

과 10년 이상이 각각 3.65±0.59점, 3.75±0.58점으로 직무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73.p<.002). 근무부서는 간호부보다는 비간호

부가 3.66±0.55점으로 높았다(F=2.380.p<.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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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N=409)

변 수
직무만족

mean SD t or F p

성별
남 3.62 0.60

.786 .432
여 3.57 0.55

연령(세) 21-30 3.51a 0.54
5.322
(a<b) .001

31-40 3.52a 0.58
41-50 3.66 0.57
51≥ 3.87b 0.51

결혼상태
미혼 3.67 0.56

3.336 .001
기혼 3.48 0.55

종교
없음 3.49 0.55

-3.013 .003
있음 3.66 0.57

교육수준
고졸 3.55 0.57

4.627 .090전문대졸 3.48 0.55
대졸이상 3.66 0.57

병원위치
경기도 3.67b 0.56

11.651
(a<b) .000인천광역시 3.37a 0.52

경상도 3.40a 0.53

현 병원 근무기간

3년 미만 3.65 0.59
5.073
(a<b) .002

3년-5년 3.48a 0.51
5년-10년 3.53 0.62
10년 이상 3.75b 0.58

근무형태
3교대 근무 3.44 0.56 -3.576 .000
주간 근무 3.65 0.56

근무부서
간호부 3.52 0.57 2.380 .018
비간호부 3.66 0.55

현 업무 담당기간

3년 미만 3.64a 0.59
5.687
(a<b) .001

3년-5년 3.52a 0.53
5년-10년 3.48 0.61
10년 이상 3.82b 0.53

직위
평사원 3.50 0.54 -4.473 .000
대리 이상 3.77 0.58

급여수준(만원)
100-200 3.48 0.61 12.699 .000
200-300 3.52 0.53
300 이상 3.87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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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만족,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6>

과 같다.

직무만족의 하부요인인 직무자체, 장래성, 성취감, 보상체계, 인간관계는 공

감피로의 하부요인인 소진과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2차성 스트레

스는 직무자체 외에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직무만족의 하위요인과 공감만족

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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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변수의 하부요인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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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직무만족r(p) 공감피로r(p)

직무
자체

장래성 성취감
보상
체계

인간
관계

2차성
스트레스

소진

직

무

만

족

장래성
.514**

(.000)
1

성취감
.741**

(.000)

.467**

(.000)
1

보상체계
.346**

(.000)

.407**

(.000)

.230**

(.000)
1

인간관계
.439**

(.000)

.420**

(.000)

.469**

(.000)

.221**

(.000)
1

공

감

피

로

2차성

스트레스

-.123*

(.013)

-.048

(.328)

-.005

(.916)

-.005

(.916)

.030

(.548)
1

소진
-.597**

(.000)

-.418**

(.000)

-.565**

(.000)

-.357**

(.000)

-.323**

(.000)

.432**

(.000)
1

공감만족
.739**

(.000)

.561**

(.000)

.712**

(.000)

.392**

(.000)

.454**

(.000)

-.006

.911

-.71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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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병원전체직원, 간호부직원, 간호부이외 직원을 구분

하여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7>과 같다.

일반적 특성 가운데 t 검정 및 ANOVA, scheffe tes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연령대,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근무형태, 월평균 급여수준, 직위, 현병

원 근무기간, 현업무 근무기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50대 이상=1, 그 외=0)결혼상태(미혼=0, 기혼=1),

종교(종교없음=0, 종교있음=1), 근무형태(상근직=0, 3교대근무=1), 급여수준

(300만원 이하=0, 300만원이상=1), 직위(평사원=0, 대리이상=1), 현병원근무기

간(10년 이하=0, 10년 이상=1), 현업무담당기간(10년 이하=0, 10년 이상=1)으

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공감피로, 공감만족에 9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종교, 교육수

준, 결혼형태, 근무형태, 급여수준, 직위, 현병원 근무기간, 현업무 담당기간을

결과변수로 회귀시켜 결과를 산출하였다.

병원 전체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본 회귀모형에서

공차한계(tolerance limit)은 0.434-0.889 범위로 모두 0.1 이상이며 VIF(Varian-

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는 1.000~2.097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은 1.923 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회귀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60.9%

로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으로는 결혼상태(β=.112, p=.007), 근무형태(β=-.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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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2)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병원전체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는 유의

수준 0.05에서 결혼상태, 근무형태였으며, 기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직무만

족이 높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보다는 상근직일 경우가 직무만족이 높고,

공감피로 공감만족 모두 병원전체 직원들에게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부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본 회귀모형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는 1.000~1.915로 10보다 현저하

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은 1.865으로 2

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회귀모형의 수정된 설명

력은 59.5%로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 일

반적 특성 중 교육수준(β=.105, p =0.33), 결혼상태(β=.142, p =.013), 근무형태

(β= -.143,p =.002)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감피로는 유의하

지 않았고 공감만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부 직원의 경우는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전문대졸 이하

보다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기혼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근무형태는 상근

직이 경우가 교대근무자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공감만족만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부이외 의료기사와 행정직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

인은 본 회귀모형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는 1.000

~2.479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

-Watson 은 2.171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회귀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60.6%로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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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연구결과는 공감피로와 일반적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공감만족

이(β=.735, p<.001) 직무만족의 유일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최종모형에 의한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전체직원인 경우 공

감피로와 공감만족이 다 유의하게 나왔으며, 간호부의 경우는 공감피로는 유

의하지 않았고 공감만족만 유의하게 나왔으며, 간호부이외 직원 또한 공감만

족만 유의하게 나왔다. 이는 공감만족의 영향요인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의미하는 β회귀계수가 가장 큰 간호부직원의 경

우 공감만족의 β값이 .717로 가장 크므로 간호부 직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공감만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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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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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병원전체직원 간호부 간호부이외 직원

β p β p β p

공감피로 -.098 .006** -.091 .053 -.105 .072

공감만족 .722 .000*** .717 .000*** .735 .000***

일반적

특성

연령 -.008 .815 -.003 .942 .013 .806

종교 .039 .231 .019 .669 .056 .287

교육수준 .061 .078 .105 .033* .000 .999

결혼상태 .112 .007** .142 .013* .060 .350

근무형태 -.108 .002** -.143 .002** .013 .795

급여수준 .046 .227 .025 .626 .063 .320

현병원근무기간 .030 .484 .019 .708 .047 .540

현업무담당기간 .026 .524 .040 .415 -.020 .775

직위 -.048 .301 -.052 .367 -.047 .510

F(p) F=58.662, p<.001 F=32.621, p<.001 F=24.754, p<.001

R2 .619 .614 .631

Adjusted R2 .609 .595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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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경상도 소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500병상미만의 종합병원에서 근무중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 및 공

감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기에 설문결과 엑셀자료를 통계에 활용하기 매우 용이하였고 자

료수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직군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 모집단 인원수

의 편차가 커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전체 직원, 간호

부와 간호부이외 직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다. 아쉬운점은 지역과 직군

별로 모집단 수를 균형있게 수집하여 자료를 분석했으면 하는 점이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실수와 평균과,

백분율,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ANOVA, Scheff'e

Test,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의 공감피로와 공감만족관련 선행연구는 간호직에 종사하는 사람

들을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메르스와 같은 예

상치 못한 감염병과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은 생소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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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나 불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병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을때는 기

혼인 경우가 미혼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으며,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보다는 상

근직일 경우가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공감피로와 공감만족 모두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간호부 직원만 대상으로 한 경우는 학

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전문대졸 이하보다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기혼인 경

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인 경우가 교대근무자보다 직무만족

이 높았다. 공감피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공감만족만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부 직원 이외의 의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인 경우에는 일반적 특성이나 공감피로가 직무만족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공감만족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공감피로가 축적되면 소진으로 이어

지고 공감 만족은 부정적인 감정인 공감피로를 완충하거나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감피로가 낮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을 줄이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한미영, 2015). 최정임(2015)에 의하면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마음챙김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40

대와 50대가, 석사이상이, 외래와 특수부서가. 주임간호사가 3년미만, 5년 이

상의 간호사가 직무만족이 높게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간호부 경우에

는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전문대졸 이하보다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기혼

인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근무형태는 상근직이 경우가 교대근무자보다 직

무만족이 높았으므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고, 직무만족 요

인에 공감만족의 영향요인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소진을 포함한 공감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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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고,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병원위치,

현 업무담당기간, 근무형태, 직위, 급여수준은 유의수준 p<0.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 종교, 현 병원근무기간, 근무부서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

의하였고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 김순원(2016)에 의하면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총임

상경력, 근무형태, 직위, 간호직 종사 예정기간, 연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연령이 많고 근무경

력이 길수록, 기혼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박인아, 2008; 변

대식, 2009; 오영미, 2010; 송윤정, 2011).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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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연구진행에 있어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개 4개의 종합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결과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간호부의 경우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를 구분하지 못했으며, 간호조무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간호

직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직군을 구

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지역에 따른 참여자의 구성비가 경기도 64.9%, 인천광역시 5.1%, 경상

도 29.1%로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행정직원의 경우 환자 접점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서를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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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 근무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감만족 및 공감피로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병원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병원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만족만이 전체직원 모두에게 유의하였으며, 공감만족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의 공감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하고 공감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감피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권장하며 , 간호부직원 경우 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

는 등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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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묻

는 내용 입니다. 각 문항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게 바

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에 맞는
편이다.

2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능력에 적당
한 편이다.

3
우리병원의 급여는 동일 규모의 타병원과
비교했을 때 적당하다.

4
내가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

5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발전성이나 장래성
이 있다.

6
내가 하고 있는 일는 나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나의 직장 동료들은 업무를 할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잘 도와준다.

8
내가 일하는 직장에 존경할만한 사람이 있
다.

9
나는 업무를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일을 하면서 막히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을 하는편이다.

11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보람과 흥미
를 느낀다.

12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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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공감피로, 공감만족 수준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지난 한달 동

안 귀하가 느낀 것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길 바랍니다.

13
나는 근무중인 병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대
체로 만족한다.

14
내가 받고 있는 급여는 내가 생활을 유지
하는데 적당하다.

15
나는 업무를 통해 장래에 전문가가 될 가
능성이 있다.

16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발전에 도움
이 될 것이다.

17
나는 동료들과 업무이외에서도 원만한 관
계를 이루고 있다.

18
나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
사(선배사원)이 있다.

19
나는 업무를 완수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
는 편이다.

20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
고 완수할려고 하는편이다.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응대하는 한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집중한다.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

실에 만족 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인연이 있다고 느끼

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5
나는 예기치 못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

라기도 한다.

6
나는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활력을 찿는다.



- 45 -

7
나는 내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분리시키

기가 어렵다

8
나는 환자들이 겪은 외상경험 때문에 잠

을 이루지 못해 업무를 효율로 하지 못

한다

9
나는 환자들이 받은 외상스트레스에 영

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한다.

10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내

일에 갇혀 있음을 느낀다.

11
나는 업무시 여러 상황에 대해 민감하

다.

12 나는 내 일을 좋아한다.

13 나는 아픈 환자들을 대할때 우울하다.

14
나는 내가 돌본 환자들의 외상을 내자신

이 겪는 것처럼 느껴진다.

15
나는 내자신을 지탱해주는 신념을 갖고

있다.

16
나는 업무 프로토콜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17
나는 평소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

18 나의 일은 나를 항상 만족하게 한다.

19 나는 환자를 응대하는 일이 피곤하다.

20
나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도울수 있었는지에 대한 좋은 느

낌과 생각을 갖고 있다.

21
나는 내 업무가 끝이 없는 것 같아 어떻

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22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변할수 있을거라

고 믿는다.

23
나는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겪은 무섭고

안좋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특정한 행

동이나 상황을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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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 자랑스럽다.

25
내 도움을 준후, 거슬리거나 무서운 생

각이 드는 것 같다.

26
나는 시스템 내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7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성공했

다”는 생각이 든다.

28
나는 외상 환자들과의 업무에 중요한 부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29 나는 많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30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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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일반적 특성 및 업무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또

는 적당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1. 성 별 : ①남 ②여

2. 연 령 : ①20-30 ②31-40 ③41-50 ④51-60 ⑤60대이상

3. 결혼여부 :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

4. 종 교 : ①기독교 ②카톨릭 ③불교 ④없음 ⑤기타

5. 학 력: ①고등학교 ② 전문대 ③대학교 ④대학원 ④대학원이상

6. 근무하고 있는 병원 위치: ①경기도 ②인천광역시 ③경상도

7. 현재의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 ①1년미만 ②3~5년 ③5~10년 ④10년이상

8. 근무형태 : ①3교대 ②주간근무 ③야간근무(전담)

9. 고용형태 : ①정규직 ②비정규직 ③시간제 계약직

10. 근무부서 : ①간호부 ② 원무과 ③의료지원 ④행정부서 ⑤기타

11. 현 업무의 담당기간 : ①1년미만 ②3~5년 ③5~10년 ④10년이상

12. 현재직위: ①평사원 ②대리급 ③계장급 ④과장급 ⑤부장급이상

13. 급여수준(세금공제전): ①100만원미만 ②100만원~200만원

③200만원~300만원 ④300만원~400만원 ⑤4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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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Employee on Job

Satisfaction

 

Park, Hyun Mee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Gyu Lee, M.D., Ph.D.)

Since current medical environments are becoming various and lives

a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consumer’s needs is getting various.

Also, risk opportunities of new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increased

because of change of environmental ecosystem, and critical incidents such

as family violence or sexual violence. Medical care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those incidents indirectly by serving those people, suffer

from big and small secondary traumatic stress. Especially, MERSC caused

severe anxiety and fear to every staff in the medical institutio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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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st of them appealed to stress.

This study selected medical employees, who work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and suffer from secondary traumatic stress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 and radical change of medical environment,

and then it is to research how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affect their job satisfaction.

This study selected 4 hospitals under 500 beds, set as a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enter in Gyeonggi province, Incheon city, and

Gyeongsang province, and it conducted online-survey for about 500

employees, who work in hospital administration, nurses, and medical

technician (physical therapist, radiation technologist, medical technologist).

Then, this study took agreement from 409 and it set the accepted

employee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utilized independent variables that age, marriage,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work style, average monthly wage, position,

employment period in the current hospital, and employment period in

charge of current task, which showed significance in t-test, ANOVA, and

scheffe test. This study set independent variables as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which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correlation analysis. When it comes to job classification, the gap of the

number of people in each group is so huge, so that it conducted this

research by dividing every employee in the hospital, nurses, and

employees except nur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50 -

When aiming the every employee in the hospital, this study found that

married people were more satisfied to their job than unmarried people,

full-time workers were more satisfied to their job than shift workers in

the work style, and both of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could influence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When aiming

only the nurses in the hospital, this study found that nurses, who are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were more satisfied to their job than the

other nurses, who are college graduate or below, married nurses were

more satisfied to their job than unmarried nurses, and full-time workers

were more satisfied to their job than shift workers in the work style.

The compassion fatigue did not show significance, and this study found

that only compassion satisfaction influenced job satisfaction meaningfully.

When aiming employee of medical support depart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 except nurses,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or the compassion fatigue were not significant to the job

satisfaction, and only compassion satisfaction was a meaningful

influencing factor.

Therefore, continuous replication researches would be needed, such as

some measures to reduce compassion fatigue and promote compassion

satisfaction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promot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 hospitals,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s for shift workers in case of nursing department

should be provi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