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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ncepts of the salutogenic model - sense of coherence,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status in clinic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 hospital in Seoul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A total of 349 nur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asses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behavior were significant factors, directly explaining the health status of nurses. Factors
explaining occupational stress were: sense of coherence, and social support. Sense of coherence showed higher effects on occupational stress than those of social support. Sense of coherence and the work conditions (work experience and shift work) of nurses had
a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 on health behavior. Sense of coherence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and indirect effect on health
status through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behavior. Conclusion: Strategies to enhance sense of coherence and social support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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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호사들은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
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운동부족, 음주, 흡
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영국의 NHS 보고서에서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변화, 직무 중 비정상적

간호사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휴무가 타 직종에 비해 높았고, 간

인 자세 그리고 강도 높은 신체적 활동 등에 의해 높은 스트레스와

호사의 건강문제는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막대

건강상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1,2]. 캐나다 간호협회 조사 결과

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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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건강 문제는 직무와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높은

스에 대한 적절한 적응기전을 향상시켜 대상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4], 이러한 건강문

의 증진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14] 사회적 지지를 모형에 포함

제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들이 경험하

할 필요가 있다.

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간호사의

이에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그 핵심요인인 통합력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증진에 대한 중재가

과 간호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직무 스트레스,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 그리고 교대근무와 같은 직무 특성이 간호사의 건강

WHO는 방콕헌장을 통해 건강증진을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건
강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이로 인해 건

행위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건강모형을 구축하고
자 한다.

강해지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5]. 이는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자에
게 부족한 요인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결핍모델

2. 연구 목적

(deficit model)에서 벗어나 대상자 스스로 건강문제를 규명하고, 이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기초간호학적 지표인 신체

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활동, 식행동 등의 건강행위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대

역량을 육성하며, 이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자산모델

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며, 건강상태에

(asset model)로의 변화를 의미한다[6].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 간접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

대한 모형 또한 변화된 건강증진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이 구축할

었다.

필요가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외부 스트레스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건강을 만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들어가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이론에서

본 연구는 안토노브스키의 건강생성이론[7]을 기반으로 그 핵심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핵심요인으로 통합력이 제시되었다[7]. 건강

요인인 통합력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행위를

생성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결과 통합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

잘 수행하게 하여 좋은 건강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상이 감소되었고[8,9],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며, 건강상태가 좋은 것

[10]. 또한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

으로 보고되어[10,11] 간호사의 건강증진 모델로 적합할 가능성이

적 지지와 직무 특성인 근무경력과 교대근무를 모형에 포함시킨 것

있다.

뿐 아니라, 신체활동, 식행동 등 기초간호학 지표를 포함시켜 사회

건강생성이론은 건강증진에 관한 기존 모델 중 베티뉴만의 체계

적 지지가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대근무를 하

모델과 유사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12].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스

지 않는 경우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체활동, 식행동 등의 건

트레스를 제시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산재되어 있는 환경과 지속적

강행위를 잘 수행하도록 하여 건강상태를 좋게 하는 것으로 가정

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자가 건강을 증진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하였다[14].

두 이론이 유사하다. 그러나 건강생성이론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연구 방법

개인의 역량인 통합력을 강조하며 대상자가 건강에 이르기 위한 문
제해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 설계

또 다른 건강증진 모델인 건강신념모델[13]과 Pender의 건강증진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병원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모델[12]은 스트레스에 대한 능동적 적응 또는 관리에 대한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병원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간

간호사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호사의 건강증진 모델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간호사는 교대근무 등으로 건강행위 수행 정도가 낮아 영양섭취
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운동부족으로 비만이 있을 수 있으

2. 연구 대상

며, 불규칙한 생활과 잦은 회식, 그리고 과도한 음주로 건강상태가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 간호본부 재직 간호사이

나쁠 수 있다. 또한 직무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건강상태에 부정

며, 대상자 선정의 비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SAS Enterprise Guide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통합력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

4.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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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령별 층화 무작위 표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1) 교대근무

수의 산정은 무작위표출 표본 수 산출식인 n = Nz pq/d (N-1)+z pq

교대근무 여부 및 야간근무 여부를 조사하였다. 야간근무 시행

를 이용하였다[15]. 2012년 5월 대상 병원 간호사 총 수는 1,900명이

여부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군, 야간근무를 하지 않

므로, p = 0.5, 95% 신뢰구간의 표준오차인 d = 0.05로 하였을 때 320

는 교대근무자군, 낮번 고정근무자군의 세 군으로 구분하였다.

명이 산출되었고, 이에 탈락률 10%를 예상하여 352명을 대상자로

(2) 근무경력

2

2

2

산정하였다.

본인의 근무경력을 기재하도록 하여, 총 근무경력을 ‘년’으로 환
산하여 산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 1일에서 30일까지 시행되었고,

4) 사회적 지지

사전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 [17]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자 보호를 위해 2012년 2월 S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의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

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2-9)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설문지

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7].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5

와 동의서를 봉투에 담아 겉봉에 선정된 대상자의 이름을 기재한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이었다.

후 각 간호단위에 배부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가 보

5) 직무 스트레스

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 후에는 밀봉하여 간호단위별 일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사용하였으며, 총 26

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수거하여 대상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

문항, 4점 척도이다[18].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호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52부 중 350부를 수거하여 응답률은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18]이 제시한 환산법에 따라

99.4%였고, 이 중 작성이 미비한 1부를 제외한 349부를 분석에 사용

하부 8개 영역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시 이를

하였다.

8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100점이었다. 본 연
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78이었다.

4.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거형태, 동거인 등을 조사하
였다.

6) 건강행위
(1)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 자가기입식 설문지로 측정
하였다. 설문 전 일주일 동안 시행한 활동을 격렬한 활동, 중등도 활
동, 걷기로 구분하여 각 시행 일수와 시간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이

2) 통합력

를 각 신체활동량의 Metabolic Equivalent Task (MET)-minutes 점수

통합력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전체

로 산출하였다. MET-minutes는 각 활동의 MET 수준 × 시행기간

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의 합을 말

(minutes) × 주당 횟수’ 이고, 걷기활동의 MET 수준은 3.3 METs, 중

하며, 안토노브스키가 개발한 13문항의 통합력 측정도구[7]를 연구

등도 활동은 4.0 METs, 격렬한 활동은 8.0 METs로 계산하였다. 총

자가 번역-역 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한 후 사용하였다. 7점 척도이

신체 활동량은 격렬한 활동과 중등도 활동, 걷기의 각각 MET-min-

며, 점수의 범위는 13-9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력이 높은 것

utes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19].

을 의미한다. 번역본의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α= .72였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76이었다.

(2) 식행동

식행동은 10문항의 식생활 진단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
3) 직무특성

본 연구에서 직무특성은 선행 연구 결과 간호사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교대근무와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4,16].

www.bionursingjournal.or.kr

한다[20]. 이는 자가진단 식행동 평가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
동이 좋음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위는 10-50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식행동의 Cronbach’s α= .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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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학졸업자가 80.8%였고, 근무경력은 0-5년이 50.1%로 가장 많았

(3) 음주

음주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10문항의 자가 보고용 설문도구
인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중 알코올 섭취

다. 교대근무 형태로는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가 74.5%로 가
장 많았다(Table 1).

량을 묻는 3개의 문항(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으로 구성된
AUDIT-C로 측정하였다[21].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음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음주의 Cronbach’s α= .81이었다.

2.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 변수들의 서술적 결과로 통합력은 연령에서 30대 군과
40세 이상 군이 20대 군보다(F =7.38, p < .01), 기혼 군이(t = 4.04,
p < .01), 자택에 사는 군이 기숙사에 사는 군보다(F = 5.43, p < .01), 가
족과 동거하는 군이 친구와 동거하는 군보다(F = 4.81, p < .01), 그리

(4) 흡연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기간을 조사하였고, 하루에 피는 담배

고 10년 이상의 경력 군이(F = 4.55, p < .01)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

의 개피 수에 흡연기간(년)을 곱하여 Brinkman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는 기혼 군이(t=2.12, p < .05) 높았다. 식행동은 30대 군과 40세 이

[22]. 지수가 높을수록 흡연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상 군이 20대 군보다(F = 9.87, p < .01), 기혼 군이(t=3.24, p < .01), 자택
에 사는 군이 기숙사에 사는 군이나 자취하는 군보다(F =11.30,
p < .01), 가족과 동거하는 군이 혼자 살거나 친구와 동거하는 군보

7)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Ware와 Sherbourne [23]에 의해 개발된

다(F =12.07, p < .01) 그리고 낮번고정근무자 군이나 야간근무를 하

the MOS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1.0 Questionnaire (SF-36)

지 않는 교대근무자 군이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 군보다

를 Koh, Chang, Kang, Cha와 Park [24]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

(F = 8.69, p < .01) 식행동 점수가 높았다. 음주는 20대 군이 30대 군보

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건강상태와 정신건강

다(F = 5.59, p < .01), 남자 군이(t = -4.70, p < .05), 미혼 군이(t = -3.24,

상태로 구분되어 있다. 도구 개발 당시 영역별 Cronbach’s α= .78-.93

p < .01), 전문대 군이 석사 군보다(F =3.86, p < .05), 기숙사에 사는 군

이었고, 본 연구의 SF-36 도구 전체의 Cronbach’s α= .90이었다.

이 자택에 사는 군보다(F = 5.15, p < .01), 친구와 동거하는 군이 가족
과 동거하는 군보다(F = 4.67, p < .01), 5년 이하의 경력 군이 10년 이상
경력 군보다(F = 4.80, p < .01),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Enterprise Guide 4.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과 LISREL 8.7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

군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교대근무자 군보다(F =7.02, p < .01) 음
주 정도가 높았다(Table 1).
간호사의 신체활동은 일 활동량이 600 Mets 이하인 저활동군이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는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분

24.9%였고, 평균 간호사의 활동량은 2177.27± 2415.41 MET-minutes

포를 확인하였고, t-test와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 후

였다.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군은 14.6%, 중등도 강도의 신체활동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군은 4.9%, 걷기 활동군은 61.0%였다(Table 2).

Cronbach’s α를 이용하였고, 구성 타당도는 Varimax rotation 방식을
이용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3.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고, 측정

구조 모형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

해 왜도와 첨도를 조사한 결과, 흡연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왜도와

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및 직

첨도 값이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 3.0 이하, 첨도의 절대값 10.0 이하

접 효과는 상관행렬과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을

로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는 정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규성 검증 결과 왜도 8.31, 첨도 71.62로 구조 모형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항목은 구조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신체건강상태는 통합력이 높을수록(r= .14,
p < .05),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11, p < .05), 직무 스트레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0.27± 4.76세였으며, 미혼이 63.6%였다. 4년
www.bionursingjournal.or.kr

스가 낮을수록(r= -.17, p < .01), 식행동이 좋을수록(r= .17, p < .01)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상태는 통합력이 높을수록(r=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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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0.3)
53 (8.9)

Shift without night shift

Fixed day shift

58.53 (9.95)

56.36 (7.99)

55.63 (8.31)

58.22 (7.87)b

55.03 (8.86)
a

55.46 (8.67)
a

53.88 (7.18)b

57.32 (8.71)
a

55.15 (8.88)a,b

55.09 (9.09)a,b

53.72 (7.09)
b

57.46 (8.53)
a

58.23 (6.86)

56.09 (8.87)

54.78 (7.47)

54.77 (8.25)

58.55 (8.66)

61.00 (7.52)

56.02 (8.58)

60.23 (8.33)b

57.43 (8.66)
b

54.58 (8.25)
a

56.15 (8.59)

2.54

4.55**

4.81**

5.43**

1.38

4.04**

-1.72

7.38**

F/t

Sense of coherence
Mean (SD)

∙ a,b Bonferroni multiple comparisons test; 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 p< .05, ** p< .01.

260 (74.5)

Shift with night shift

79 (22.6)

Work shift

95 (27.2)

Above 10

65 (18.6)

Living with friend

6-10

198 (56.7)

Living with family
175 (50.1)

86 (24.7)

Self-boarding

Living alone

58 (16.6)
102 (29.2)

Dormitory

31 (8.9)

Above master
189 (54.2)

282 (80.8)

Bachelor of science

Home of one's own

36 (10.3)

222 (63.6)

Diploma

Single

9 (2.6)
127 (36.4)

Male

Married

340 (97.4)

22 (6.3)

Above 40

Female

148 (42.4)

30-39

Work experience (year) 0-5

Cohabitant

Type of residence

Education

Marital status

Gender

179 (51.3)

20-29

30.27 (4.76)

Age (year)

Mean (SD)

n (%)

Variabl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61.68 (6.48)

62.67 (6.35)

62.66 (6.58)

61.79 (6.49)

62.91 (6.64)

62.74 (6.47)

63.17 (6.31)

62.17 (6.77)

62.81 (6.16)

62.85 (6.50)

63.24 (6.67)

62.11 (6.52)

61.42 (6.01)

62.73 (6.63)

61.78 (6.18)

63.00 (6.34)

61.65 (6.80)

59.33 (7.81)

62.60 (6.49)

61.73 (7.69)

61.97 (6.48)

63.06 (6.42)

62.51 (6.53)

0.51

0.94

0.70

0.86

0.81

-1.87

1.48

1.29

F/t

Occupational stress
Mean (SD)

5.81 (0.94)

6.09 (0.80)

5.84 (0.79)

5.83 (0.73)

5.76 (0.94)

5.99 (0.75)

5.88 (0.78)

5.89 (0.83)

5.78 (0.82)

5.73 (0.77)

5.91 (0.76)

5.92 (0.85)

6.05 (0.58)

5.85 (0.85)

5.78 (0.73)

5.79 (0.84)

5.99 (0.77)

6.07 (0.71)

5.86 (0.82)

5.83 (0.76)

5.87 (0.88)

5.86 (0.77)

5.86 (0.82)

1.55

2.68

0.54

1.97

1.00

2.12*

-0.75

0.04

F/t

Social support
Mean (SD)

32.60 (4.63)b

33.61 (4.68)b

30.17 (5.97)

a

31.77 (5.24)

30.60 (6.02)

30.44 (5.97)

29.11 (6.18)a

32.18 (5.40)

b

29.28 (5.67)a

29.37 (5.54)b

29.31 (6.39)

b

32.20 (5.43)

a

32.52 (5.66)

30.76 (5.70)

30.56 (6.56)

30.14 (5.88)

32.20 (5.41)

30.00 (5.66)

30.92 (5.80)

33.18 (4.65)b

32.11 (5.46)
b

29.61 (5.90)
a

30.89 (5.79)

8.69**

1.76

12.07**

11.30**

1.36

3.24**

0.47

9.87**

F/t

Dietary behavior
Mean (SD)

2.94 (2.45)a,b

1.81 (2.10)b

3.39 (2.45)a

2.66 (2.38)b

3.08 (2.61)

a,b

3.64 (2.31)a

3.71 (2.61)b

2.81 (2.29)a

3.53 (2.62)a,b

3.39 (2.56)a,b

3.90 (2.66)

b

2.80 (2.29)a

2.10 (1.89)b

3.21 (2.52)

a,b

3.69 (2.18)a

3.50 (2.55)

2.57 (2.18)

5.20 (1.30)

3.10 (2.46)

2.73 (2.00)a,b

2.71 (2.37)b

3.58 (2.52)a

3.16 (2.46)

Mean (SD)

Drinking

7.02**

4.80**

4.67**

5.15**

3.86*

-3.24**

-4.70*

5.59**

F/t

(N=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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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r= .14, p < .01), 근무경력이 높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3).

을수록(r = .18, p < .01),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28,
p < .01),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r= -.46, p < .01), 신체활동이 많을

3. 구조모형 분석

수록(r= .12, p < .05), 식행동이 좋을수록(r= .17, p < .01), 음주가 적을

1)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χ2 = 47.31, p = .005, GFI = .98,

수록(r= -.15, p < .01) 좋았다.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70

AGFI= .95, NFI= .85, PGFI= .45, RMSEA= .05 등의 전반적인 적합도
Table 2. Distribution of Physical Activity in Nurses 
Variables
Physically inactive†
Physical activity of nurses, MET-minutes
Median (inter- quartile range)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Walkingii

(N = 349)

n (%) or Mean (SD)
87 (24.9)
2177.27 (2415.41)
1386.00 (660.00, 2851.50)
51 (14.6)
17 (4.9)
213 (61.0)

Physically inactive: an equivalent combination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and walking) achieving below
600 MET-minutes.
‡
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 vigorous-intensity on at least 3 days
achieving a minimum total physical activity of at least 1500 MET-minutes or 7
or more days of any combination of walking, moderate-intensity or vigorous
intensity activities achieving a minimum total physical activity of at least 3000
MET-minutes.
§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 3 or more days vigorous-intensity activity
at least 20 minutes per day or 5 or more days moderate-intensity activity and/
or walking of at least 30 minutes per day or 5 or more days of any combination
of walking, moderate-intensity or vigorous intensity activities achieving a
minimum total physical activity of at least 600 MET-minutes.
II
Walking: walking for at least 30 minutes consecutively on 5 or more days per
week.
†

지수도 권장 수용수준을 만족하였다.
2) 가설적 모형 및 효과 분석

Table 3.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x1
x2
x3
x4
y1
y2
y3
y4
y5
y6

x1

x2

1.00
-.12*
.21**
.36**
-.50**
.14*
.27**
-.24**
.14*
.58**

1.00
.58**
-.01
-.05
-.04.
.19**
-.11*
.01
.14**

x3

x4

1.00
.01 1.00
-.08
-.30**
-.13* .04
.19** .22**
-.25** -.09
-.02
.11*
.18** .28**

y1

y2

y3

y4

y5

y6

1.00
-.03 1.00
-.11*
.04 1.00
.10
-.06 -.22** 1.00
-.17** .06 .17** -.05 1.00
-.46** .12* .17** -.15** .11* 1.00

* p< .05, ** p< .01.
x1. = Sense of coherence ; x2 = Shift work; x3 = Work experience; x4 = Social
support y1 Occupational stress; y2 = Physical activity; y3 = Dietary behavior;
y4 = Drinking; y5 = Physical component summary; y6 = Mental component
summary.

Significant path
Non-Significant path

Figure 1.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p< .05, **p< .01 x1= Sense of coherence; x2= Shift work; x3= Work experience; x4= Social
support; y1= Occupational stress; y2= Physical activity; y3= Dietary behavior; y4= Drinking; y5= Physical component summary; y6= Mental componen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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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Endogenous Variables for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Occupational stress

Sense of coherence
Work conditions
Social support
Health behavior
Sense of coherence
Work conditions
Social support
Sense of coherence
Work conditions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Health behavior

Health behavior

Health status

Standardized direct effect (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p) Standardized total effect (p)
-.81 ( < .001)
-.10 ( .264)
-.20 ( .001)
.28 ( .152)
.41 ( < .001)
.37 ( < .001)
.16 ( .075)

.02 ( .173)
-.11 ( .168)
.05 ( .245)

-.70 ( < .001)
-.21 (.051)
-.15 (.023)
.28 ( .152)
.41 ( < .001)
.37 ( < .001)
.16 ( .075)
.50 ( < .001)
.08 ( .084)
.12 ( .002)
-.59 ( < .001)
.05 ( .962)

.50 ( < .001)
.08 ( .084)
.12 ( .002)
-.59 ( < .001)
.21 ( .049)

SMC

-.17 (.118)

.63

.46

.82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9개의 경로 중 직무 스트

[18]. 이는 간호사의 강도 높은 신체적 활동과 손상의 위험이 높은

레스와 건강상태(p < .001), 건강행위와 건강상태(p = .049), 통합력과

업무환경 속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중증 환자 간호 및 보호자 상담

직무 스트레스(p < .001), 통합력과 건강행위(p < .001), 직무특성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 추가 분석 결과

건강행위(p < .001), 사회적 지지와 직무 스트레스(p = .001)의 6개 경

본 연구 대상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물리환경과 직무요구 영역이 특

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미국 간호협회 조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행위와 함께 건강상태에 대한 유의한 직접
효과가 있었고, 통합력, 직무특성, 사회적 지지, 직무 스트레스, 건강

건강문제로 급·만성 스트레스와 업무과중, 그리고 직무 중 허리
손상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25].

행위는 건강상태를 82.0% 설명하였다(Table 4). 통합력, 직무특성, 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통합력이 가장 큰

회적 지지, 건강행위 등은 직무 스트레스를 63.0% 설명하고 있었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

특히, 통합력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81 (p < .001)의 직접효과와

레스 상황을 잘 조절하여 좋은 건강을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의 결

-.70 (p < .001)의 총 효과가 있었다. 통합력은 또한 건강행위에도 .41

과를 지지한다[7,9]. 안토노브스키는 통합력이 높은 사람은 특정한

(p < .001)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응전략을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통합력

여 건강상태에 .50 (p < .001)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인의 긴장을 관리하고, 내·외적 자원들을 규명하며, 필요할 때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20 (p = .001)의 직접효과가

이러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고 그것이 효과적인 스트레

있었고,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를 통하여 건강상태에 .12

스 관리방법으로 사용되도록 한다고 하였다[7]. 노르웨이 간호사

(p = .002)의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 통합력이 높은 군의 소진 정도가 더 낮았고
[8], 국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통합력과 직무 스트레스는 음의 상

논 의

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16].
본 연구 결과 통합력은 직무 스트레스 외에 신체활동, 식행동, 음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간호사의 건

주 등의 건강행위에도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

강상태 모형을 구축하고, 기초간호 관련 지표인 신체활동, 영양관

위를 통해서 건강상태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련 지표를 포함하여 간호사의 건강행위, 그리고 건강상태를 조망해

다. 이는 통합력과 건강행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모형에서 간호사의 건강상태에 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1]. 본 연구에서도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

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였고, 이는 스트레스에

한 생활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 행위는 통합력과 음

대한 성공적인 관리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한다는 건강생성이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통합력

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7].

이 생활습관 개선(lifestyle modification)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본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62.5점으로 한국 근로자의 직무 스
트레스 고위험군 점수인 56점을 상회하여 타 근로자에 비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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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11].
구조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통합력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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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건강상태에도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점수는 낮고, 음주는 높았으며, 반면 통합성이 높은 군과 사회

이는 직장 또는 친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사회적 행위들이 간

적 지지가 높은 군의 식행동 점수는 높고, 음주는 낮은 것으로 나타

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

났다. 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식행동 점수는 연령이 낮거

다[26]. 추가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에서 사회적 지지는

나 미혼인 경우,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가, 기숙사 또는 자취

하부 세 영역-가족지지, 친구지지, 의미 있는 사람의 지지-모두가 직

를 하는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무 스트레스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사회적 지지 중

다. 이는 일개 지역 병원 간호사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 연령이 높을

‘친구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경우 타인

수록, 그리고 기혼군의 식행동 점수가 높았고, 교대근무자의 식행

과 교류하는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교대근무와

동 점수가 낮았던 것과 일치한다[1,28]. 이들은 또한 음주의 위험에

같은 간호사 직무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Tsang 등 [26]은 사

도 노출되어 있었는데 간호사의 음주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군

회적 지지는 사회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되어

에서,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군에서

야 함을 강조한 바 있어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홀로 거주하거나 친구와 거주하는 경우

를 하는 병원 간호사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내·외의 다양한

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보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자택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적 중재가 필요하다.

거주하는 경우보다 음주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국내 대학

반면 본 연구 결과 교대근무와 근무경력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

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기숙사에 거주 또는 자취하는 경우가 부모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상반되며 예상치 못

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폭음이 1.40배나 높았고[29], 가족의

한 결과이다[1].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대상병원의 특성과 관련된

지지를 문제성 음주에 유의한 변인으로 보고하였던 결과와 일치하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에 기인한다고 할

였다[3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간호사들의 63.6%가 미혼이고,

수 있다. 즉, 본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근무경력이나 교대근무

74.5%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이며, 45.8%가 기숙사에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상병원이 간호사의 경력이

하거나 자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숙사에 거주 또는 자취하

높아짐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책임감과 업무 부담이

는 미혼의 야간 교대근무자들에게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와 음주

커지며, 또, 다양한 경영 및 서비스 활동으로 인해 주간 근무자의 업

교육, 또는 폭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 부담이 교대근무의 어려움만큼 크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건강행위는 건강상태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건강행위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1,10]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일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일반화하
는 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서 근무부서별, 연령별 층
화무작위 표출을 통해 일개 병원을 대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통합력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행위, 그

간호사의 건강행위 중 신체활동의 정도는 평균 2177.27 MET-

리고 건강상태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생성이론을 지지

minutes로 국제신체활동 기준으로 중등도 수준이나[19], 실제 간호

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사의 운동실천 정도는 매우 낮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은 대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과는 업무 중 많이 걷게 되는 간호사의 직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

스트레스의 본질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로 신체활동 중 ‘걷기’ 의 수행률이 61.0%로 높았으나 운동의 실천을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비

의미하는 격렬한(14.6%) 또는 중등도(4.9%)의 신체활동 수행은 122

롯한 다양한 건강자원을 확보하고, 통합력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제

개국의 성인 여성의 격렬한 신체활동 수행(31.4%)보다 현저히 낮은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력의 발달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해서 30

결과로 알 수 있다[27]. 이는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걷기는 많이 하

대 후반까지 지속되며, 특히 20-30대가 통합력 개발에 중요한 시기

나 불규칙한 업무 스케줄로 인해 정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라 하였으므로[7], 간호사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추후 간호사의

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하기는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여가 활

건강증진을 위해 통합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기적 운동참여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은 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사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력은 삶의 오리엔테이션인 규범과 가치가 확실할 때, 사회적

특성들을 고려한 간호사에게 적합한 별도의 운동프로그램 제공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수용과 존중을 받을 때, 긍정적인 성공

필요하다.

의 경험이 많을 때,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더

식행동과 음주는 추가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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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게 되고, 반대로 교육의 부족, 가난, 사회적 관계의 부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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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요한 삶의 부정적 사건 등은 통합력 발달에 위험요인 또는 저
해요인이 될 수 있다[7]. 따라서 간호사들의 통합성 향상을 위해서
는 가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호사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사회생활이나 직장
에서 의미 있는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중재 등을 계획
할 수 있다
또한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걷기는
많이 하나 격렬한 신체활동 수행 정도가 낮고, 식행동에서 식사시
간이 불규칙하며, 단백질과 야채 섭취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간
호사에 적합한 건강증진 중재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 기숙사 또는 자취생활자의 식
행동과 음주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건강상태와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안토노브스키의 건강생성이론[7]을 기반으로 생행동학적 요인
인 신체활동, 식행동을 포함하여 병원 간호사의 건강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안토노브스키의 건강생성이론[7]은 최근 WHO의 변화된 건강
증진 개념에 적절한 이론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자의 역량
과 자원을 강조한 자산모델이며[6],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사에
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모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통합력과 사회적 지지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를 낮추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향
후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 시 건강생성이론의 핵심요
인인 통합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지지
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병원 내 동호회, 소모
임 등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간호사들이 다양한 직장 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원내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인적, 또는 조직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초간호학 연구와 규칙적인 식생활과 균형 잡힌 영
양소 섭취 방안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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