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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서울 8개 병원 응급실 간호사 130명

에게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

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45, p＜.001), 감정노동(=.44, 

p＜.001), 자기 효능감(=−.14, p=.04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경감을 위해 감정

관리 프로그램,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장기간 근무 할 수 있는 간호계의 정책적 방안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등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소진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iency and social support on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s by verifying the 
level of burnout of them. Through this, we will reduce the turnover and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y will provide basic data on efficient manpower managem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emergency room nurses of eight hospitals in Seoul. The 
collected datas were analyzed by the SPSS Version 24.0 program using th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of emergency room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iency and social support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and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iency and social suppor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ere professional self-concept, which w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factor, emotional labor w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and self-efficienc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factor. 
Conclusions: To reduce the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s, an emotional management program, 
positive self-concept formation for emergency room nurses are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variety of intervention programs to build policy for long- term working nurse and 
social support systems.

Key Words: Emotional stress, Self-concept, Self-efficacy,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urnout

ORIGINAL ARTICLE

서  론

응급실은 심폐소생술을 요하는 중증응급환자부터 비응

급 환자를 포함한 경한 증상의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를 수

용하는 곳이다.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

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빠른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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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환자

의 간호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Noh HK, 2007). 특히 

응급실은 타 부서와 달리 신속한 치료와 고도의 간호 기술

을 요구하고 있고, 항상 긴장 상황에서 위험한 환경적 요

인들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며 어려움을 수반하는 상황

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로 인해 응급실 간호사는 스트레스

와 소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Kim YO, 2012).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1천 34만 여명이 

전국 의료기관의 546개소의 응급실을 이용했다(Emergency 

Medical Statistics Annual Report, 2015). 이 중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 이상의 146개 응급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의 80.6%가 응급환자이며 19.3%가 비응급 환자이다

(National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Network 

Statistical Yearbook, 2015). 

이처럼 응급실은 응급 및 비응급 환자의 내원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입원 대기 환자의 정체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Jo HN, 2011). 이러한 환자나 보호자와 직

접적인 대면을 많이 하는 응급실 간호사는 각종 불만에 노

출되고 언어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대상자를 

대해야 하므로 실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업무에 임해

야 한다(Park KA, 2013). 이러한 문제 등에 장기간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의욕을 잃고 직무 만족

도도 저하되며 부정적인 업무 태도 및 대상자에 대한 관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는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Kim 

SJ, 2011). 

소진이란 개인이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탈진상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Jeong SI et al., 2006), 전문 직업인이 직업에서 경험하

는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상이나 열정, 목적의식과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해 가는 반응을 일으킨다. 지속적으로 소

진 상태가 유지되면 결과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조

직에까지 영향을 미쳐, 직무 만족을 약화 시키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나아가 이직률을 상승시키는 등 효율적

인 인력관리의 손실을 초래하여 조직에까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Ki SJ, 2012), 소진

증상의 조기 발견, 예방 및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Lee EH, 1987).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eung EH(2011)의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 종교, 학력에 따른 소진 정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혼여부와 응급실 근무경력

이 관련 변수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미혼인 경우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

우가 3년 미만인 경우보다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yun DS(2009)의 연구에

서는 미혼이며, 연령, 학력, 임상경력 및 직위가 낮은 간호

사에서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 YJ 

(2015)의 연구에서 소진의 정도는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

준, 종교, 직위, 간호사 경력, 응급실 경력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

이를 보이며 각각의 연구에서 병원환경과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 간호사 대상 소진 관련 선행연구에서 감정노동, 자

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은 소진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고(Byun DS, 2009),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대상

의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

을 주며(Yang YK et al., 2012), 노인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진다 하

였다(Jo EJ, 2006). 

감정노동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 표현들을 규제하는 과정(Grandey, 

2000)이다. 응급실 간호사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

로 인해 흥분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타당하지 않은 이유

로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간호사를 무시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등으로 심리적으

로 위축되지만(Yang YK, 2011), 병원 정책에 따라 자신

의 실제 감정을 숨겨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조직이 정한 감정표현 규범에 따라 구성원들이 감정노동

을 하는 경우 감정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며(Jang JG, 

2011), 이로 인해 감정소진 및 직무소진을 유발 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Lee KJ et al., 2011).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Arthur, 1992). 전

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되어 직무만족도가 높고, 간호 전문

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

사는 직무만족도가 낮아 전문직 역할 수행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Arthur, 1990; Seo DH, 2002). 

자기 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Bandura, 

1997)하고,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

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며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

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를 말한다

(Cobb, 1976).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

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소진은 낮아지고(Choi KJ et 

al., 2013),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

도를 낮게 인식하고(Kim JH et al., 2013),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 소진이 낮아진다 하였다(Baik DW 

et al., 2012). 

또한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연구에서 감정노동과 소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Byun DS, 2009; 

Go JS, 2010; Kim SO et al., 2015), 간호사의 감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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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진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감정노동은 

소진을 증가시키고 조직몰입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

다(Lee SN, 2010). 또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대상의 연

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을 주

며(Yang YK et al., 2012), 노인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

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진다 하였

다(Jo EJ, 2006).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소진과의 

연구에서 간호사 대상의 선행 연구를 보면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소진은 낮아지고(Choi KJ et al., 

2013), 자기 효능감은 감정노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가 있다(Hong EY, 2014).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Kim JH at al., 2013),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 소진이 낮아진다 하였

다(Baik DW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

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진을 경감시

키는 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횡단적 인과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8 곳의 응급실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경력 6개월 이상의 간호사부터 책임 간호사까

지 총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수간호사와 새로운 환경과 기본 업무에 적응중인 6개

월 미만의 신규 간호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의 표본 크기는 표본산출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5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15, 검정력(1-)을 90%로 산출한 결과인 최소 116

명을 만족하는 수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 8개 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의 일부는 간호본부 승인을 받은 후 간호 관리자에게 연구

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임의 표집을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함께 배부한 후 추후 재방문 및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고, 일부는 타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

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을 함께 배부하고 대리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

성에는 약 10∼15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총 130개 설문

지를 배포 후 회수(100%)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11개

를 제외한 119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

행하였다(IRB 승인 번호: KHSIRB-15-016(RA)).

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2문항), 감정노동(9문

항), 전문직 자아개념(27문항), 자기 효능감(17문항), 사회

적 지지(8문항), 소진(22문항)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연구도구는 원저자 또는 번안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사용허락을 받았고, 소진 도구인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는 Mind Garden을 통해 구매하여 사

용하였다. 

1) 소진

소진이란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게 되

는 정신적 압박의 결과로서,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탈진 및 고갈 상태가 일

어나는 것을 의미한다(Aronson et al., 1983). 

소진 측정도구는 Maslach et al.(1981)이 개발한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정신 의료사회사업가 

대상 연구를 위해 Jang ES(1995)이 번역하고 이를 응급

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를 위해 Jung HY(2008)이 수정ㆍ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BI는 총 22문항으로,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매우 그렇다’5점까

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 범위는 22∼110점이며 긍

정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Jung HY(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91, Han YJ(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3

이었고, 하부 영역은 Cronbach’s =.77∼.95이었다. 

2) 감정노동 

감정노동이란 서비스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요구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를 의미

한다(Morris et al., 1996). 감정노동은 Morris et al. 

(1996)의 연구를 기초로 호텔종업원 대상의 연구를 위해 

Kim MJ(199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것이다.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Kim MJ(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0이었다.

3)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

를 의미한다(Arthu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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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gree of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oom nurse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9 7.6 2.80±0.84 −0.74 .459 

Female 110 92.4 2.96±0.58

Age　(year) ≤25 42 35.3 2.95±0.53 1.48 .224 

26∼30 48 40.3 3.06±0.65

31∼35 12 10.1 2.75±0.46

≥36 17 14.3 2.77±0.69

Marital status Single 95 79.8 2.99±0.61 1.61 .110 

Married 24 20.2 2.77±0.56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 18 15.1 3.25±0.40 2.21 .090 

Bachelor 65 54.7 2.87±0.61

College transfer 18 15.1 3.02±0.66

≥Master 18 15.1 2.85±0.63

Position Staff nurse 101 84.9 2.97±0.59 1.02 .309 

Charge nurse 18 15.1 2.81±0.65

Clinical experience (year) ＜1 13 11.0 2.88±0.58 1.42 .231 

1∼2 37 31.1 2.93±0.63

3∼4 23 19.3 3.16±0.57

5∼9 23 19.3 3.00±0.56

≥10 23 19.3 2.75±0.62

Carrier experience in ER (year) ＜1 21 17.7 2.75±0.67 1.30 .274 

1∼2 43 36.1 2.94±0.57

3∼4 30 25.2 3.13±0.61

5∼9 16 13.4 2.94±0.53

≥10 9 7.6 2.85±0.62

Night working Yes 111 93.3 2.97±0.60 1.43 .155 

No 8 6.7 2.65±0.64

Religion Yes 49 41.2 2.90±0.63 −0.66 .514 

No 70 58.8 2.98±0.58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 2.5 2.32±0.69 1.31 .275 

200∼249 19 16.0 2.97±0.51

250∼299 60 50.4 3.00±0.61

≥300 37 31.1 2.90±0.63

Type of ER Emergency center 109 91.6 2.96±0.62 0.75 .453 

Emergency room 10 8.4 2.81±0.45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 도구는 Arthur(1992)가 개발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Sohng KY et al. 

(1996)가 번안하고, Kim SY(2002)이 수정ㆍ보완하여 수

술실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7

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 범위는 27∼108점이

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Kim SY(2002)연구에서는 Cronbach’s =.8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90이었다.

4)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

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Bandura, 1997).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et al.(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 측정도구(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Oh HS(1993)가 번안하여 여성 관절염 환자 대

상으로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

터‘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 범위

는 17∼85점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Cronbach’s 는 개발 당시 .71이었고, Oh HS(1993)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0, Byun DS(2009)의 

임상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0이었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긍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책

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자원을 

말 한다(Cobb, 1976). 

사회적 지지는 Peeter et al.(1995)이 비서직을 대상으

로 개발하여 Kim MY(2004)이 번안한 도구를 Choi 

KJ(2007)이 간호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형 척

도로, 점수 범위는 8∼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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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 social
support,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 (N=119)

Variables M±SD Min Max Likert

Burnout 2.95±0.60 1.18 4.18 5

Emotional labor 3.61±0.56 1.78 4.89 5

Professional 
self-concept

2.65±0.35 1.67 3.67 4

Self-efficacy 3.56±0.48 1.94 4.76 5

Social support 3.68±0.50 2.50 5.00 5

Table 3. Correlations of factors related to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s (N=119) 

　
Burnout

r (p)

Emotional 
Labor
r (p)

Professional 
Self-

Concept
r (p)

Self-
Efficacy

r (p)

Burnout 1

Emotional labor .58 (＜.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65 (＜.001) −.25 (.006) 1

Self-efficacy
　

−.46 (＜.001) −.14 (.131) .53 (＜.001) 1

Social support −.28 (.002) −.11 (.241) .24 (.010) .20 (.026)

Kim MY(2004)의 연구에서 .79이었고, Choi KJ(2007)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3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하여 SPSS Versio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소진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였다. 

4)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

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성별은 여자가 110명(92.4%), 남자가 9명(7.6%)

이었고, 연령은 평균이 28.9세로 26세 이상 30세 이하가 

48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30세 이하가 90명

으로 전체 75.6%를 차지하였다. 미혼이 95명(79.8%)이

었고, 학력은 간호대(학과) 졸업이 65명(54.7%)이었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01명(84.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총 근무 경력의 평균은 5년 9개월이며 1∼3년 미만

이 37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3명

(11.0%), 3∼5년 미만과 5∼10년 미만, 10년 이상이 각각 

23명(19.3%)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총 경력은 평균 3년 

7개월이며, 1∼3년 미만이 43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1명(17.7%), 3∼5년 미만이 30명(25.2%), 5

∼10년 미만이 16명(13.4%), 10년 이상이 9명(7.6%)이였

다.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대부분으로 111명(93.3%)

이었고, 응급실 유형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근무자가 

109명(91.6%)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70명(58.8%)이었

고, 급여는 250∼300만원 미만자가 60명(50.4%)이었다. 

2.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

적 지지, 소진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전문직 자아개념, 자

기 효능감, 소진 정도는 Table 2와 같았다. 감정노동은 5

점 만점에 3.61점(±0.56)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

념은 4점 만점에 2.65(±0.35)점이고,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56(±0.48)점이며,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68(±0.50)점이고, 소진은 5점 만점에 2.95(±0.60)점

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 정도는 Table 1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 26∼30세 이하가 3.06점으로 31∼

35세 이하의 2.75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고(F=1.48, p=.224), 학력에 따른 소진의 정도는 전문

대졸이 3.25점으로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의 2.85점 보다 

소진 정도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2.21, 

p=.090). 근무 경력에 따른 소진 정도는 총 경력 3∼5년 

미만이 3.16점으로 1년 미만자의 2.88점과 10년 이상자

의 2.75점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1.42, 

p=.231), 응급실 경력으로도 3∼5년 미만자가 3.13점으

로 1년 미만의 2.94점과 10년 이상자의 2.85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30, p=.274). 

4.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

적 지지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

회적 지지와 소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감정

노동과 소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r=.58, p＜.001)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다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r=−.28, p=.002)와 전문직 자아개

념(r=−.65 p＜.001), 자기 효능감과 소진 간의 관계(r=

−.46, p＜.001)는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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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s (N=119)

Variables Tolerance VIF
Durbin-
Watson

Emotional Labor 0.93 1.07

1.84
Professional Self-Concept 0.67 1.49

Self-Efficacy 0.71 1.41

Social Support 0.93 1.07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emergency room nurses (N=119)

Variables B S.E.  t p

4.38 0.46 .44 9.50 ＜.001

Emotional Labor 0.47 0.06 7.56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0.78 0.12 −.45 −6.47 ＜.001

Self-efficacy −0.18 0.09 −.14 −2.07 .040

Social support −0.12 0.07 −.10 −1.76 .081

R2=.64, F=50.54, p＜.001.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소진은 낮아진다 

할 수 있다. 감정노동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는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r=−.25, p=.006)로 감정노동이 높으

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감정노동과 

사회적 지지(r=−.11, p=.241)와 감정노동과 자기 효능감

(r=−.14, p=.131)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노동, 사회적 지지,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와 같이 회귀 분석의 가정은 다중 공선성 진단, 잔차, 특이 

값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

과 Durbin-Waston 통계량이 1.84로 자기상관이 없었

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67∼0.93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1.07∼1.49로 10이상을 넘지않아 다중 공선상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

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도 1.0을 초과하는 개

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0.54, p＜.001), 모형의 설명

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²)는 .64로 나타났다. 소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45, p

＜.001), 감정노동(=.44, p＜.001), 자기 효능감(=−.14, 

p=.04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감정노

동,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응

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당 변인들의 관련성으로 살펴

보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

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과 소진 정도는 타 부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소진과 부적 상

관관계가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의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전라도 소재 병원의 

Jeung EH(2011)의 연구, 부산 광역시 소재 병원의 Jung 

HY(2008)의 보다는 낮으나,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병원의 

Han YJ(2015)의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

의 연구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정신

과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연구한 Lee NH(2011)의 연구

결과와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yun DS(2009)의 연

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 정

도가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

이는 것은 응급실은 응급 및 비응급 환자의 내원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대기 환자의 정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 상황

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응급실이지만 병원의 위치 등 지역적인 특성과 

병원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간호사의 소진 정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소진 현상은 병원

환경 내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들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응급실 간호사는 신체 및 언어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Park KA(2013)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면 부정적 자아개념 및 업무 태도, 환자에 대

한 무관심 등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이르

게 되어 결국은 간호직을 이직하게 만든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은 간호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실무에서 간호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정도는 같

은 응급실 간호사 대상의 Kim HO(2013)의 연구와 Park 

AL(2014)연구보다 높았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Baik DW et al.(2012)의 연구, Byun DS et al. 

(2009)의 연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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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Wi SM et al.(2012)와 Lee SN(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타 부서의 간호사보다 급

박한 임상적 상황에 노출된 환자 및 보호자를 친절하게 응

대해야 하는 점에서 높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

타내며, 같은 응급실이라도 지역적 특성 및 병원 간의 정

책 차이 등으로 감정노동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Byun DS 

(2009), Go JS(2010), Yang YK(2011), Kim SO et 

al.(2015)의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간호사

의 감정노동과 소진 및 조직몰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에서도 감정노동은 소진을 증가시키고 조직몰입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SN, 2010). 이상에서와 같이 

감정노동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조직몰입을 감

소시키는 등 개인 및 조직에 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노

동을 낮추어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같은 대

상의 Park AL(2014)의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

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Yang YK et al. 

(2012)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병

원규모와 분야별 전문직종 간의 차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타 임상 간호사에 비해 전문 지식

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시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

고 이에 따른 만족감 등이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응

급실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대상 연구인 Yang YK(2011)와 Byun DS et al.(2009)

의 결과보다는 조금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Choi KJ 

(2007)연구보다 높았으며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간 

이상의 결과를 보였고,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

들과도 그 정도가 유사하였다(Jeong SI et al., 2006; Byun 

DS, 2009). 이처럼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

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정도는 선행연구와도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 세 변인들은 서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

서 간호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상관관계가 깊은 변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은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고, 감정노동은 유의한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

들은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을 64.0% 설명하였다. 선행연

구에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을 높

이고(Choi EY et al., 2000; Jang HJ et al., 2007), 직

무 만족도를 높여(Choi EY et al., 2000), 소진 정도를 

낮춘다(Jo EJ, 2006) 하였다. Yang YK et al.(2012)의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대상의 연구에서도 감정노동, 소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감정노동과 

소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하였다. 또한 보험

심사 간호사 대상의 연구(Kim KH, 2008)에서 자기 효능

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므로 전문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의 직무 스

트레스와 소진을 줄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소진은 부적 상관관계

가 있다는 Jeong SI et al.(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

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좌절을 극복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

도록 하고 각종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완화시켜 소진을 완

화시키는 변수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사

회적 지지 강화가 소진 정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좋은 중

재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과 감정노동의 수준은 타 부서

의 간호사들 보다 높았다. 또한 감정노동은 소진과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사 개인에게 발생

하는 소진 현상은 파급효과가 매우 강하여 그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급기야는 집단 소진으

로 확산(Jeon JH, 2010)되는 등 조직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의 감정관리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과 교육이 필

요하다. 또한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

적 지지는 소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

념과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도전

적인 목표를 선호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므로(Bandura, 1997), 간호현장에서 자기 효능감 

강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 또한 소진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

타났으므로 간호현장에서 상사 및 동료의 사회적 지지 강

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적용 및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간호현장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경감과 전문적 자아개념의 향상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중

요한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에 응급실 간호사의 감정노

동을 경감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

이 필요하며 전문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직

으로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체계적인 교육 및 이를 통

한 실무능력 개발과 장기간 근무 할 수 있는 간호계의 정

책적 방안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

하다. 둘째, 연구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에

서 사회적 지지와 소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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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는 영향

력이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

구인 Choi KJ(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한 것과는 다르게 나

와 사회적 지지가 소진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반

복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가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소진은 병원환경과 위

치한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

구는 서울 소재 일부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

며, 향후 응급실 간호사 대상으로 한 소진을 변수로 다양

한 영향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감정노동, 자기 효능감이 응급

실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이에 임상적 측면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의 

경감 및 예방을 위해 간호부서에서 이를 고려한 조직 및 

병원 차원에서 융통성 있는 인력배치, 안전한 근무환경 확

보, 조직적인 지지체계 수립 등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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