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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 영향 요인
배정이ㆍ이은경ㆍ김비주ㆍ이은주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The Influencing Factors of Burnout in Nurses in the COVID-19 Pandemic Disaster
Jeong Yee Bae, Eun-kyung Lee, Bi-Joo Kim, Eun Ju Lee
College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는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COVID-19 재난 상황에서 환자 간호에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사 131명을 편의 추출하였
고,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소진은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의 우울과 교대 근무는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래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
여, 간호인력 수급 및 소진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과 우울 및 소진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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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burnout in nurses during COVID-19 disaster
situation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31 nurses who had the experience of nursing pati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version 24.0 program.
Results: Burnout in nurs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xiety, PTSD, and
depress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nurses’ depression and shift work were important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burnout.
Conclusions: In preparation for new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expected to become more frequent in
the future, a policy to supply nursing manpower and prevent burnout is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work systems and develop and disseminate intervention programs for
depression and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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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
유동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질병역학도 변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감염병은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
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영향
으로 국제교류와 해외진출이 증가되었고, 국내를 방문하
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풍토병이나 감염성 질환이 국내에 확산될 수 있는 위
험기회 또한 증가하고 있다[1].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으로는 2003년에 발
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09년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등이 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COVID-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으로, 2021년 3월 2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가 전 세계적
으로 총 113,729,901명[2]으로 몇 개월 사이에 지구촌을
휩쓸 정도로 전파력이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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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한 전염병과 다
른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화재, 홍수, 지진 등 특정 지
역에 발생하여 그 영향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재난사고와
는 다르게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영향권에 있다. COVID19에 감염된 환자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장이 해체되고 경제적 어려
움을 겪는 국민의 신체, 정신, 경제,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COVID-19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7일간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15%가 불안 위험군이었고,
18.6%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4]. 이는 질병관리본
부가 2018년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수치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4].
특히 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감염 현장의 최일선에서 환
자를 직접 돌보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과 의료기구에 지속
적으로 노출되어 있고[5],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의 연장 뿐 아니라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과 안전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더
욱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 그리하여
간호사는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지만 사명감 때문에 휴식을 미루어 신체적 피로도가
쌓이면서 소진이 우려된다[6].
COVID-19와 같은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인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발생 당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매우 심각
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en 등[7]은 감염병 환자 간호에 투입된 간호사들이
불안, 우울, 무력감, 신체화 장애 등 다양한 신체, 사회, 심
리적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감염 의료현장에
서 간호사는 보호구 착용, 감염관리 절차, 감염에 대한 두
려움 및 감염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환자의 요구로 인
하여 업무수행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8,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홍콩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olroyd와 McNaught [10]의 질적 연구에서도 간호
사는 환자와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공포, 불
안, 두려움 및 우울을 호소하였고, Chung 등[11]도 질적
연구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이 악화될수록 상실감을 심하
게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염병 환자간호에 참
여한 간호사들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로 불안[12], 스트레
스[13] 및 소진[14]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호흡기 관련 감염병 발생 당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격리지침 수행도[15], 감염병 관
리 수행도[16], 감염실태와 인식[17] 및 감염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수행도 등 간호사의 감염관리에 대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
음 몇 편에 불과하였다. Kim [18]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
생 당시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질적연

구를 수행하여 간호사들은 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을 경험하였다고 밝혔고, Jung 등[19]은 119 구급대원보
다 더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
가 흔히 경험하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이 소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소진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검정한다. 둘째,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및 소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COVID-19 재난 상황
에서 간호사의 소진과 영향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규명
한다. 넷째,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불안, 외
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및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예상 표본의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 크기 .15, 예
측요인의 수가 8개(연령, 학력, 근무경력, 교대근무, 근무
부서,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일 경우 필요한 표본 수
는 109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에 참여한 131명의 간호사로 선정하였
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 둘
째, 일반병동 및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근무하
고 있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셋째, 임상 실무 경력 만
1년 이상인 간호사, 넷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제외기준은 COVID-19 유행
시기 동안 근무하지 않았거나 조사 시점에 퇴사한 간호사
와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이
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으
로 산출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불안
Spitzer 등[20]이 개발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GAD-7)을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방해 받
지 않았다’ (0점),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1점), ‘7일 이
상 동안 방해 받았다’ (2점),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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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4점 Likert scale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
을 의미한다. Spitzer 등[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Horowitz 등[21]이 개발한 Impact of Event scale
(IES)를 Eun 등[22]이 번안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
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없다’ (0점), ‘드
물게 있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많
이 있다’ (4점)의 5점 Likert scale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Eun 등[2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3) 우울
Spitzer 등[23]이 개발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를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방해 받지 않았다’ (0
점),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1점), ‘7일 이상 방해 받았다’
(2점),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3점)의 4점 Likert scale로
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Spitzer 등
[2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소진
Maslach와 Jackson [24]이 개발한 Maslach Burn
out Inventory (MBI)를 Choi [25]가 번안한 것으로 사
용하였다. 사용 시 본 연구에 맞게 ‘내담자’ 대신 ‘환자’라
는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없다’
(0점), ‘1년에 한번 이하’ (1점), ‘한 달에 한번 이하’ (2
점), ‘한 달에 몇 번’ (3점), ‘1주일에 한번’ (4점), ‘1주일
에 몇 번’ (5점), ‘매일’ (6점)의 7점 Likert scale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Maslach와
Jackson [24]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6이었으
며, Choi [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2020년 8월 26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현재 대면 설문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Google doc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간
호사들이 다수 가입한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온라인 설문
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 목적, 작성요령 및 비밀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대상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고 연구
자가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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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제공하여 연구 참여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을 진
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직위,
교대근무, 결혼 상태, COVID-19 감염환자 간호경험, 근
무부서, 종교를 포함한 일반적 특성10문항, 불안 7문항,
우울 9문항, 외상 후 스트레스 22문항 및 소진 22문항으
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한 소
요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I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0-06-019001)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을 시작하기 앞서 동의서를 제공
하였으며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하
였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
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참여를 원
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WIN 24.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및 소진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
의 차이 정도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넷째,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다섯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는 여성이 122명(93.1%)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9명(6.9%)이었다.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31.91±4.76세였고 30∼39세가 76명(58.0%)으
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학사가 95명(72.5%)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고 석사 이상이 36명(27.5%)이었다. 임상경
력은 6∼10년 미만이 76명(5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년 이하 51명(38.9%), 10년 이상 4명(3.1%)
순으로 평균 5.88±3.76년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18명(9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책임간호사 이상은 13명(9.9%)이었으며, 이 중 72
명(55.0%)은 교대근무자였다. 또한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근무자가 78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격리병동과 중환자실이 각각 19명(14.5%), 응급실 15명
(11.5%) 순이었다. 대상자의 절반인 64명(48.9%)은 COVID19 감염환자 간호경험을 가지고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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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및 소진의 정도

4.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7.25±4.50점(0∼21점
범위)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는 28.79±21.52점(0∼88
점 범위)이었다. 그리고 우울은 8.61±6.35점(0∼27점 범
위)이었고 소진은 61.53±13.55점(0∼132점 범위)이었
다. 소진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소모는 25.76±10.56점
(0∼54점 범위), 비인간화는 12.80±5.97점(0∼30점 범
위)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22.98±8.77점(0∼48
점 범위)이었다(Table 2).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령[26,27], 학력
[27], 근무경력[28], 교대근무[29,30], 근무부서[27,30]와
주요 독립변수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을 투입하
여 다중선형회귀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연령, 학력, 근무경력, 교대근무, 근무부
서를 투입 전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으며,
입력(Enter)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
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2.116으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 시 발생하는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확인하고자 할 때,
변수 간 강한 상관성이 존재하여 그 해석에 문제를 야기하는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미만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가
1.065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분석 결과,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3. 간호사의 소진과 영향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소진은 불안(r=.461, p＜.001), 외상 후 스트레스(r=.440,
p＜.001), 우울(r=.52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이 높을
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은 불안(r=.835, p＜
.001) 및 외상 후 스트레스(r=.848, p＜.001)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는 불안(r=.819,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N=131)
Variables
Gender
Man
Woman
Age (year)
20∼29
30∼39
≥40
Education
Graduate
Master
Period of work experience (years)
≤5
≥6 and ＜10
≥10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Shift work
Yes
No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Experience working in COVID-19
infectious ward
Yes
No
Word type
General ward
Infectious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Religion
Yes
No

n (%)

Mean (SD)

9 (6.9)
122 (93.1)

51.67 (13.70)
62.26 (13.31)

51 (38.9)
76 (58.0)
4 (3.1)

62.63 (16.38)
61.57 (11.17)
47.00 (8.52)

95 (72.5)
36 (27.5)

61.18 (15.15)
62.47 (8.07)

51 (38.9)
76 (58.0)
4 (3.1)

61.89 (13.80)
61.42 (12.82)
60.25 (15.12)

118 (90.1)
13 (9.9)

62.12 (13.82)
56.23 (9.70)

72 (55.0)
59 (45.0)

61.83 (16.60)
61.17 (8.62)

67 (51.1)
64 (48.9)

60.57 (16.56)
62.55 (9.47)

64 (48.9)
67 (51.1)

61.97 (10.60)
61.12 (15.94)

78
19
19
15

61.91
59.32
62.32
61.40

(59.5)
(14.5)
(14.5)
(11.5)

27 (20.6)
104 (79.4)

t or F

p

−2.30

.023

2.52

.084

−0.629

.530

0.097

.908

1.493

.138

0.294

.769

−0.844

.400

0.360

.719

0.207

.891

−0.356

.722

(13.47)
(15.62)
(14.36)
(11.00)

60.70 (14.46)
61.7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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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s of nurse’s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burnout (N=131)
Variables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Range

Min

Max

0∼21
0∼88
0∼27
0∼132
0∼54
0∼30
0∼48

0
0
0
9
0
0
3

21
84
25
102
51
27
48

Table 3. Correlation among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burnout (N=131)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r (p)

r (p)

r (p)

Variables

(4.50)
(21.52)
(6.35)
(13.55)
(10.56)
(5.97)
(8.77)

Item mean (SD)

0∼3
0∼4
0∼3
0∼6
0∼6
0∼6
0∼6

1.04
1.31
0.96
2.80
2.86
2.56
2.87

(0.64)
(0.98)
(0.71)
(0.62)
(1.17)
(1.19)
(1.10)

Variables

B

SE

β

t

p

Depression
Shift work

1.205

.163
2.072

.564

7.394

＜.001

−4.454

−.164

−2.150

.033

2

R =.300, Adjusted R =.289, F=27.393, p＜.001.

.819 (＜.001)
.835 (＜.001)
.461 (＜.001)

7.25
28.79
8.61
61.53
25.76
12.80
22.98

Item range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burnout (N=131)

2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Burnout

Mean (SD)

.848 (＜.001)
.440 (＜.001)

.524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우울(β=
.564, p＜.001)과 교대근무(β=−.164, p=.033)로 나타났
다. 우울과 교대근무의 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30.0%였다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COVID-19 재난 상황에서 감염관리의 최 일
선에 있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소진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
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소진영향 요인으로 예측
되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를 논하고
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정도가 COVID-19 감염환자 간호에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가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간호사들이 COVID-19 감염 환자의 간호에 투입되
고 있어 간호사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중재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Sung 등[31]은 간호사와 의사는 타 직업군에 비하여 우
울, 불안 그리고 소진에 취약하며 COVID-19 환자 간호
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소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평균 61.53점이었고
문항평균은 0∼6점 범위에서 2.80으로 도구 개발자가 제
시한 기준에 의하면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진을 경
험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소진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취
감 감소가 평균 22.98점(문항평균 2.87점)으로 가장 높았
고, 정서적 소모 25.76점(문항평균 2.86점), 비인간화
12.80점(문항평균 2.56점)순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란 의료전문가의 소진을 연구한 Jalili

등[32]의 연구에서는 총 소진이 64.2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정도가 COVID-19 팬데믹 초기상황
에서 측정한 이란 의료전문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
다. 이러한 차이는 나라마다 감염 확산속도가 다르고 자료
수집 측정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할 수 있
지만 우리나라가 이란보다 감염병확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진 정도가 다소 낮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소진 하위요인을 Jalili 등[32]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정서적 소모와 개인적 성취감 감소는 낮은 반
면에, 비인간화 정도는 더 높았다. 이는 COVID-19 팬데
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인력 부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Jalili 등[32]은 팬데믹 감염상황에서 의
료인들은 인력과 의료물품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흔히 소
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OVID-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 간호인력 충원으로 소진을 예
방해야 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들이 높
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Pouralizadeh
등[33]은 이란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
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심각한 수준의 불안과 우
울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
군 유행 당시에도 감염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이 높은 감염
가능성으로 인하여 불안을 호소하였다고 한다[18]. 본 연
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평균 7.25점이었고 문항평균은
0∼3점 범위에서 1.04로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기준에 의
하면 불안으로 인하여 며칠 동안 방해받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이
란간호사 8.64보다는 다소 낮았지만[33], 중국간호사
4.31 [34]보다는 약 1.5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
수집 당시 각 나라의 감염전파상황 및 보건의료환경 특성
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불안
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환자로부터의 감염 위험과 본인의 감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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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가족전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6], 간호사
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은 물론 의료기관 차원에서
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등을 통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평균 8.61점이었고 문항
평균은 0∼3 범위에서 0.96으로 간호사는 우울로 인하여
며칠 동안 방해를 받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이란간호사 8.48보다
높았고[33], 중국간호사 3.24 [34]보다는 약 3배 정도 더
높았다. 이는 비교적 초기에 조사한 중국과 이란의 자료수
집 기간에 따른 차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Regehr 등[35]은 외상연구를 통하여 외상노출기간이
길수록 우울정도도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는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사의 우울은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은 간호사
개인의 정신건강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되
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킨다[36]. 따라서 환자 안전 및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의 우울예방 및 관
리는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37].
Choi와 Kim [38]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응급
실 간호사의 외상성 사건 노출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소
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28.79로 나타났으며, 문항평균은
0∼4 범위에서 1.31로 드물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
구를 통하여 COVID-19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상황
에서의 간호사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면, 중동호흡
기증후군 유행 당시 감염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는 14.08 [19]로 보고되어 본 연구 대상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중환자의 증가, 예측하기 어
려운 예후와 질병경과 및 높은 사망률이 의료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이다[39]. 또한 중
동호흡기증후군은 사실상 70일 만에 종식되었던 것에 비
하여 COVID-19 재난상황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외상 후 스트
레스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COVID-19 상황
에서 의료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연구한 Carmassi 등
[39]은 간호사가 직무 특성상 주변의 불편한 시선이나 잠
재적인 감염 매개체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어 이직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사들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병원의료기관과 상사의 지원도 외상 후 스트레
스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COVID-19
재난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그들의 가족에게
심리적 지지 및 병원의 지원이 도움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소진은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불안, 외상 후 스트

레스 및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사들의 소진도 높음을
의미한다.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정신건강
을 다룬 연구들[28,40]에서도 소진은 우울 및 불안과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도 간호사가 외상성
사건의 경험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로 고통을 받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13,38]. 간호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할 경우 환자 간호뿐 아니
라 개인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직을 초래하기도
한다[41]. 따라서 사상초유로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는 실무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외상성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안과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병원에서 가장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간호사는 업무 특성
상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소진을 경험하고 이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된다[30]. 그
리하여 지금까지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우울, 교대근무로 확인되었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42]에서도 교대
근무가 소진을 유발하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고, 간호사
는 직무 특성상 고정근무를 하는 간호사에 비하여 교대근
무를 하는 간호사는 적극적 대처능력과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에 취약하여 우울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43] 간호사
의 우울도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소진이 지
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이 업무 불만
족으로 나타나 이직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결국 교대 근
무로 인한 피로가 우울을 발생시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저항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44]. 특히 COVID-19 재
난상황에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휴일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피로감 누적
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중재법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력보충을 통하여 충분한 휴일이 보장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실제적이고 예방적이며,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통제와 개선을 통하여
소진 예방과 중재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간
호 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교대
근무와 우울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COVID-19 재난상황의 최 일선에서 감염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우울과 소진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
하기 보다는 인력보충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과 병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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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족 및 동료의 지지도 간호사의 우울과 소진을 예방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소진을 줄
이기 위하여 다양한 근무제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며, 병원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COVID-19 재난상황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우울과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병원차원
에서의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도 필요하다. 셋째, 미
래에 더욱 빈번하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과 소진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None.

References
1. Chun BC. Definition and management of the close contacts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ases: Reflection and lessons in 2015 Korean outbreak.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5;58:692-699. doi: 10.5124/jkma.2015.58.8.692
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Internet].
Switzerland; 2021. [cited 2021 March 2]. Available from: https://covid19.who.int
3. Bae JI. KBS NEWS 7 BUSAN [Internet]. Busan: KBS NEWS 7 BUSAN; 2020 [cited 2020
October 1].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hBISX3c0RI&feature=
youtu.be
4.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COVID-19 2nd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ternet]. Gyeongsan: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020 [cited
2020 October 1]. Available from: http://kstss.kr/?p=1733
5. Styra R, Hawryluck L, Robinson S, Kasapinovic S, Fones C, Gold WL. Impact on health
care workers employed in high-risk areas during the Toronto SARS outbreak.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008;64:77-183. doi: 10.1016/j.jpsychores.2007.07.015
6.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Guidelines on psychosocial care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For the field workers) [Internet]. Seoul: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0 [cited 2020 October 1]. Available from: http://kstss.kr/?p=1526
7. Chen R, Chou KR, Huang YJ, Wang TS, Liu SY, Ho LY. Effects of a SARS prevention
programme in Taiwan on nursing staff’s anxiety, depression and sleep quality: A
longitudi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6;43:215-225. doi:
10.1016/j.ijnurstu.2005.03.006
8. Bernard H, Fischer R, Mikolajczyk RT, Kretzschmar M, Wildner M. Nurses’contacts
and potential for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09;15:1438-1444. doi:10.3201/eid1509.081475
9. Corley A, Hammond NE, Fraser JF. The experiences of health care workers employed
in an Australian intensive care unit during the H1N1 Influenza pandemic of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0;47:577-585. doi:
10.1016/j.ijnurstu.2009.11.015
10. Holroyd E,McNaught C. The SARS crisis :Reflections of Hong Kong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018;55:27-33. doi: 10.1111/j.1466-7657.2007.00586.x
11. Chung BPM, Wong TKS, Suen ESB, Chung JWY. SARS: Caring for patients in Hong Ko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5;14:510-517. doi: 10.1111/j.1365-2702.2004.01072.x
12. Hu D, Kong Y, Li W, Han Q, Zhang X, Zhu LX, et al. Frontline nurses’ burnout,
anxiety, depression, and fear status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Wuhan, China: A large-scale cross-sectional study. EClinicalMedicine.
2020;24:1-10. doi: 10.1016/j.eclinm.2020.100424
13. Maunder RG, Lancee WJ, Rourke S, Hunter JJ, GoldbloomD, Balderson K,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sychological impac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n nurses and other hospital workers in Toronto. Psychosomatic Medicine. 2004;66:
938-942. doi: 10.1097/01.psy.0000145673.84698.18

http://www.stressresearch.or.kr/
14. Abolfotouh MA, AlQarni AA, Al-Ghamdi SM, Salam M, Al-Assiri MH, Balkhy HH.
An assessment of the level of concern among hospital-based health-care workers
regarding MERS outbreaks in Saudi Arabia. BMC Infectious Diseases. 2017;17:2-10.
doi: 10.1186/s12879-016-2096-8
15. Kim SJ, Song RY. Knowledge and practi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solation precaution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8;25:46-57. doi: 10.7739/jkafn.2018.25.1.46
16. Park JH, Kang JH, Kim HJ. Nurses’ Influenza A (H1N1) infection control performance
and stress at hub hospitals inHonamregion.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0;17:520-530.
17. Jeon KJ, Choi ES. Infection control of hospital nurses: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6;25:1-8. doi:
10.5807/kjohn.2016.25.1.1
18. Kim JY. Nurses’ experienc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atients c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85-196. doi:
10.5762/KAIS.2017.18.10.185
19. Jung HJ, Kim JY, Jung SY. Factors affec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in nurses
involved in direct care for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ati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6;36:488-507. doi: 10.15709/hswr.2016.36.4.488
20. Spitzer RL, Kroenke K, Williams JBW, Löwe B.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6;166:1092-1097.
doi: 10.1001/archinte.166.10.1092
21. Horowitz M, Wilner N, Alvarez W.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1979;41:209‐218. doi: 10.1097/00006842-197905000-00004
22. Eun HJ, Kwon TW, Lee SM, Kim TH, Choi MR, Cho SJ.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44:303-310.
23. Spitzer RL, Kroenke K, Williams JBW.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Primary Care Evaluation of Mental Disorders.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1999;282:1737-1744. doi: 10.1001/jama.282.18.1737
24. Maslach C, Jackson SE.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81;2:99-113. doi: 10.1002/job.4030020205
25. Choi HY. Perfectionism tendency,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counselors
[master’s thesis]. Buche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2
26. Hong MJ, Kim YW. Effects of job stress and empathy on burnout in nurses who take
care of cancer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6;18:461-474.
27. Han JH, Yang IS, Yom YH. An empirical study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Focused
on bullying and negative affectivity.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578-588. doi: 10.11111/jkana.2013.19.5.578
28. Guixia L, Hui Z. A study on burnout of nurses in the period of COVID-19.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2020;9:31-36. doi: 10.11648/j.pbs.20200903.12
29. Park SM, Jang IS, Choi JS. Affecting factors of nurses’ burnout in secondary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474-483.
doi: 10.11111/jkana.2011.17.4.474
30. Kang JS, Im JY.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263-273. doi: 10.5392/JKCA.2015.15.11.263
31. Sung CW, Chen CH, Fan CY, Su FY, Chang JH, Hung CC, et al. Burnout in medical
staffs during a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Electronic Journal. 2020;1-28. doi: 10.2139/ssrn.3594567
32. Jalili M, Niroomand M, Hadavand F, Zeinali K, Fotouhi A. Burnout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during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medRxiv. 2020;1–
32. doi: 10.1101/2020.06.12.20129650
33. Pouralizadeh M, Bostani Z, Maroufizadeh S, Ghanbari A, Khoshbakht M, Alavi SA, et al.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e related factors in nurses of Guil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hospitals during COVID-19: A web-based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 Nursing Sciences. 2020;13:100233. doi: 10.1016/j.ijans.2020.100233
34. Xiong H, Shuanglian Yi, Yufen Lin. The psychological status and self-efficacy of nurses
during COVID-19 outbreak: A cross-sectional survey. The Journal of Health Care
Organization, Provision, and Financing. 2020;57:1-6. doi: 10.1177/0046958020957114
35. Regehr C, Hill J, Knott T, Sault B.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trauma in new recruits
and experienced firefighters. Stress and Health. 2003;19:189–193. doi: 10.1002/smi.974
36. Letvak S, Ruhm C, McCoy T. Depression in hospital-employed nurses. Clinical Nurse
Specialist. 2012;26:177-182. doi: 10.1097/NUR.0b013e3182503ef0
37. Park YS, Kim JH.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South Korean nurses’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9;28:125-137. doi:
10.5807/KJOHN.2019.28.3.125
38. Choi JS, Kim JS. Factors influencing emergency nurses’ ethical problems during the outbreak
of MERS-CoV. Nurs Ethics. 2016;25:335-345. doi: 10.1177/0969733016648205
39. Carmassi C, Foghi C, Dell’Oste V, Cordone A, Bertelloni CA, Bui E, et al. PTSD symptoms
in healthcare workers facing the three coronavirus outbreaks: What can we expect after
the COVID-19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2020;292:1-10. doi: 10.1016/j.psychres.
2020.113312
40. Weilenmann S, Ernst J, Petry H, Pfaltz MC, Sazpinar O, Gehrke S, et al. Health care
workers’ mental health during the first weeks of the SARS-CoV-2 pandemic in
Switzerland—a cross-sectional study. Frontiers in psychiatry. 2021;12:594340. doi:
10.3389/fpsyt.2021.594340
41. Munnangi S, Dupiton L, Boutin A, Angus LDG. Burnout, perceived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trauma nurses at a level I safety-net trauma center. Journal of
Trauma Nursing. 2018;25:4-13. doi: 10.1097/JTN.0000000000000335
42. Ryu K, Kim JK.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stress,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439-450. doi: 10.5392/JKCA.2016.16.07.439
43. Jung JL, Kwon HM, Kim TH, Choi MR, Eun HJ.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leep, and
depression on resilience of female nurses in rotating shift and daytime fixed work schedule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19;26:111-124. doi: 10.14401/KASMED.2019.
26.2.111
44. Yeom EI, Jeon HO. Relations of burnout,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2869-2879. doi: 10.5762/KAIS.2013.14.6.2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