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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un-Suk1 · Kim, Hwasoon2

1Nurse, Bucheon Geriatric Medical Center, Bucheon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ementia attitude, empathy, and burden related 
to psycho-behavioral symptom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on job satisfaction of nurses working for the senile 
hospital. Methods: The subjects for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ere 128 nurses who worked at 7 senile 
hospitals in the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s for more than 6 months. Collected data were dementia attitude, 
empathy, and burden regarding psycho-behavioral symptom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Results: Mean scores for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regarding psycho-behavioral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were 4.09±0.39, 2.79±0.20, 2.32±0.56, and 3.09±0.40 respectively. Throug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s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empathy (r=.25, p=.005) and dementia 
attitude and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 (r=.21, p=.017). The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burden 
on psycho-behavioral symptoms of elderly dementia patient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r=-.28, p<.001). 
Significant factors of job satisfaction included dementia attitude (β=.35, p<.001), night duty (β=.21, p=.026), 2-shift 
duty (β=.21, p=.044), agitative behaviors (β=-.27, p=.039), and neurotic features (β=.33, p=.007). The variables 
explained 25.0% of nurse job satisfaction variance (F=3.94, p<.001). Conclusion: Specific efforts and approaches 
are necessary to enhance nurses’ attitudes toward elderly dementia patient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In addition, introducing two shifts or fixed night shift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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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유병율도 점

차 높아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 유

병율은 9.18%로 조사되었고 2018년도 치매 유병율은 10.16%

로 조사되었다[1].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입원 일수도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2]. 더불어,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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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증가 등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이 심각

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이 가정

을 넘어서 지역사회 또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3]. 

치매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배회, 불안, 초조, 우울, 망상, 수면장애 등

과 같은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이 흔히 나타난다[4]. 더불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현저

한 저하와 간병 부담의 증가는 치매 노인이 가정을 떠나 장기요

양시설로 입소하게 만든다[5].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시설 중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2019년 하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1,560개에 달하고[6], 요양병

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요양 시설의 47.7%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치매 환

자 비율은 42.6%이며 이 중에 중증 환자의 비율은 55.7%로 높

은 것이 현실이다[7]. 이는 절반 이상의 치매 노인이 스스로 개

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의존도가 높아져 임종 전까지 요양병원

에서 돌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8]. 반면, 의존도가 높은 치

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돌봄을 포함하여 전인적으

로 간호해야 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자신들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며 직무 관

련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현

재 직무에 해 느끼는 만족감 혹은 불만족은 개인적으로는 

간호사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치매 노인들

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양질

의 간호서비스는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만족에 따라 좌우되며, 직무 만족

의 결과는 업무수행을 증진하고, 간호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으로써 직무 만족이 결과적으로 환자 만족을 높인다[10].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치매를 비롯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타인의 돌봄과 간호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요양병

원 노인을 간호하면서 간호사가 어떤 태도로 치매 환자를 돌

보느냐는 역시 자신의 직무에 한 만족감 및 간호의 질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11]. 국외에서는 치매 노인에 한 간호인

력들의 태도와 업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고[12], 국내에서는 치매지원센터 간호사의 치매 태도와 

간호 부담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있었으나[3],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치매에 한 태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한 

조사는 없었다. 따라서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병

원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은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좀 더 섬세하고 

개별적인 간호가 요구되는데,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인 공감

은 심리적, 정서적 간호를 수행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는 데 있

어서 중요한 요소이다[13]. 따라서 간호사의 공감적 이해와 공

감을 형성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치매 노인이 흔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심리증상을 좀 더 쉽게 수용하여 직무 스트레

스를 낮추어 줄 수 있다[14].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인지장애보다도 간호하기에 

더 부담되는 증상으로, 일정한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간

호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사에게도 처하기 어렵고, 힘

이 들며 간호 부담을 증가시킨다[15]. 특히 위험에 한 인지 

및 처능력의 저하로 낙상이나 자해 등의 위험이 수반되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약물 사용이 증가하거나 신체적 억제 등

의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와의 관계에

도 영향을 주며 간호의 양적 ․ 질적 저하를 더욱 촉진시켜 궁극

적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고[15], 직무 만족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는 단편적인 선행연구들에서 요양병원 간호사

들의 직무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간호사들의 치

매에 한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직무 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해 알아보고,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

스의 질 향상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치매 태

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여 향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과 같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

감,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

이를 확인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

감,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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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태도, 공감 및 행동심리

증상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50병상 

이상 7개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80명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

에 동의한 131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연구 상자를 제한한 이유는 요

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매 환자 간호에 따른 직무 스트

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한 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중에서 미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3부를 제

외하고 총 1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중간크기효과 .15, 검정력 .8, 유의

수준 .05 및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해 양측검정을 하는 경우 최

소 표본 크기 수는 109명이었고, 불완전 응답률 20% 정도를 

고려해 131명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치매 태도 

치매 태도는 치매에 하여 지닌 마음의 자세와 양태를 의

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에 기반하여 Kim 등[16]이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치매와 관련된 태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였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는 .69였고 도구의 사용에 해 교신저자

의 승인을 받았다.

2) 공감

타인의 정서표현에 한 정서적 반응으로, 자기 자신의 관

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며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능력을 말

한다[17]. 공감은 Reiners 등[18]이 개발한 인지 정서 공감척도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

를 Kang [1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QCAE

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31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척도범위: 1~4),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도구의 사용에 해 한국판 공

감 도구의 수정 개발자인 Kang [17]의 승인을 받았다.

3)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치매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

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간호

제공자들의 중재나 감독이 필요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간호

하면서 간호사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4]. 행동심리

증상 부담감은 Kim [4]이 개발한 문제행동 부담감 사정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6개의 영역 총 25문항으로 공

격행동 6문항, 초조행동 6문항, 간호저항 5문항, 신체 증상 3

문항, 신경 증상 3문항 및 정신 증상 2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로(척도범위: 1~4), 점수가 높을수록 부

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4]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84이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5였고 6개 하위영역의 Cronbach’s ⍺는 .76부터 .93까

지였다. 도구 사용에 해서는 Kim [4] 연구의 저자로부터 승

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4) 직무만족도

한 개인이 업무를 통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적 감정 상태

인 직무만족도는 Stamps 등[19]이 개발한 도구로 Park [20]이 

6가지 요소, 총 29개 문항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개 하위요소는 보수 6문항, 전문적 수준 5문항, 

행정요구 8문항, 자율성 3문항, 업무요구 4문항, 상호작용 3문

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척도범위: 1~5),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tamps 등[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 Park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도구의 

사용에 해 Park [20] 연구의 저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4.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일에서 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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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전에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에 한 승인을 받은 

뒤, 연구자가 해당 요양병원 간호부(과)를 방문하여 연구목적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한 허락을 받았다. 설문지는 연

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

은 후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는 t-test와 일변량분산

분석으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직무만족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및 직무만족도 사이

에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치매 태도, 공감, 및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입력)으로 분

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먼저 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에 한 승인(승인번

호:180228-1A)을 받았다.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 보장, 연구참여에 한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

한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음과 신상에 한 정보는 기 로 유지되며, 연구목적 외 다

른 목적으로는 절  사용되지 않음과 설문지는 연구자가 봉

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 후 연구가 종료

된 후 파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치매 태도, 공감, 행동

심리증상 부담감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태도, 공감, 행동

심리증상 부담감 및 직무만족도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치매 태도의 경우 나이(F=5.74, p=.001), 결혼 

상태(t=-2.88, p=.005), 경력(F=4.10, p=.008)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나이의 경우 Scheffé 사후 검정에서 30세 미만의 

치매 태도 점수가 41세 이상의 치매 태도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결혼상태(t=-2.26, p=.025), 나이

(F=2.83, p=.041), 근무형태(F=2.69, p=.034)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Scheffé 사후 검정에서는 결혼상

태, 나이, 근무형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연구대상자의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직무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 상자의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직

무만족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치매 태도의 평균은 4.09 

±0.39점, 공감의 평균은 2.79±0.20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의 평균은 2.32±0.56점,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3.09±0.40점으로 나타났다.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의 경우 하

위 6개 영역의 점수는 신경 증상 부담감 영역의 점수가 4점 척

도상 1.83±0.56점으로 가장 낮았고 공격행동 부담감 영역의 

점수가 2.65±0.68점으로 가장 높았다. 

3.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치매 태도와 공감(r= 

.25, p=.005), 치매 태도와 직무만족도(r=.42, p<.001), 공감

과 직무만족도(r=.21, p=.017)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 태도와 행동심리증상 부담감(r= 

-.28, p<.001)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 태도와 공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고, 치매 태도가 높으면,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상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나이, 결혼상태, 근무형태와 주

요변수인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을 독립변수



Vol. 22 No. 3, 2020 209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 Differences in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on Psycho-behavioral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8)

Variables Categories n (%)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on PBS Job satisfa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7 (5.5)
121 (94.5)

38.71±2.87
40.98±3.91

-1.51
(.135)

83.43±5.03
86.50±6.28

-1.27
(.206)

49.86±8.53
58.53±14.05

-1.61
(.109)

80.86±5.84
85.20±7.23

-1.56
(.122)

Age (year) ＜30a

30~40b 
41~50c

＞50d

12 (9.4)
 36 (28.1)
 27 (21.1)
 53 (41.4)

37.58±4.17
39.86±4.30
41.81±3.60
41.77±3.12

5.74
(.001)

a＜c, d

89.17±6.94
85.83±5.79
85.48±6.07
86.47±6.43

1.08
(.360)

62.92±15.02
56.67±15.42
55.52±12.00
59.19±13.50

1.02
(.385)

86.33±15.63
85.72±11.72
93.66±13.47
91.49±8.81

2.83
(.041)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32 (25.0)
 96 (75.0)

39.19±4.10
41.41±3.67

-2.88
(.005)

85.56±6.33
86.59±6.22

-0.81
(.420)

58.50±12.92
57.90±14.30

0.21
(.835)

82.50±7.79
85.78±6.86

-2.26
(.025)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None

 49 (38.3)
 18 (14.0)
 13 (10.2)
 48 (37.5)

40.69±4.09
42.22±3.21
41.92±3.40
40.20±3.94

1.56
(.202)

87.29±6.80
86.78±4.52
88.08±9.53
84.73±4.78

1.84
(.143)

59.08±14.34
62.56±11.27
51.61±13.56
57.06±14.12

1.76
(.159)

85.96±7.03
84.89±9.21
86.23±5.43
83.63±6.98

0.10
(.397)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66 (51.6)
 55 (43.0)
 7 (5.5)

40.52±4.23
40.96±3.56
43.14±2.04

1.50
(.227)

85.50±6.07
87.15±6.64
87.86±3.44

1.27
(.285)

57.15±13.95
59.07±14.62
58.57±7.21

0.29
(.751)

84.86±6.96
84.33±6.65
90.86±11.64

2.62
(.077)

Total working 
experience (year)

≤3a

3~10b

11~15c

≥15d

10 (7.8)
 29 (22.7)
 40 (31.3)
 49 (38.3)

39.10±3.25
39.41±4.24
40.75±3.59
42.14±3.66

4.10
(.008)
b＜d

89.80±7.16
85.97±6.39
85.75±6.43
86.33±5.75

1.19
(.318)

60.90±11.88
60.97±13.37
56.30±15.02
57.18±13.73

0.83
(.477)

91.10±13.92
88.97±16.07
88.18±8.10
90.92±10.83

0.48
(.695)

Working 
experience in 
long-tern care 
facility (year)

≤3
3~10
11~15
≥15

 32 (25.0)
 74 (57.8)
 15 (11.7)
 7 (5.5)

39.88±4.23
41.15±3.87
40.07±3.13
43.86±1.86

2.51
(.062)

87.16±6.48
85.39±6.09
88.40±7.10
88.14±3.02

1.51
(.215)

60.72±14.36
57.42±13.59
58.47±15.56
51.71±11.60

0.93
(.429)

91.41±13.06
90.55±11.31
83.53±10.13
84.86±8.32

2.21
(.090)

Type of duty 3 shift duty
2 shift duty
Night duty 
Fixed duty
Day duty

 32 (25.0)
 35 (27.3)
11 (8.6)

 25 (19.5)
 25 (19.5)

39.84±3.91
40.51±4.15
40.82±3.97
42.28±3.16
41.20±3.92

1.53
(.199)

84.94±6.61
85.43±5.44
86.64±4.78
88.28±7.69
87.32±5.47

1.37
(.247)

59.31±12.86
56.97±14.17
58.45±14.79
57.36±13.29
58.48±15.97

0.14
(.968)

82.03±7.24
84.69±7.79
84.36±5.52
86.76±6.60
87.56±6.58

2.69
(.034)

Care experience of 
dementia elderly

A lot
Moderate
Small

 41 (32.0)
 69 (53.9)
 18 (14.1)

41.98±3.76
40.30±3.95
40.39±3.55

2.59
(.079)

86.51±5.29
86.04±6.64
87.06±6.88

0.21
(.811)

56.80±13.73
58.19±14.46
60.39±12.57

0.42
(.660)

85.54±7.63
84.22±7.06
86.50±6.84

0.91
(.407)

Dementia 
education

Yes
No

113 (88.3)
 15 (11.7)

40.82±3.99
41.07±3.03

-0.23
(.820)

86.32±6.33
86.47±5.68

-0.09
(.932)

57.82±14.29
59.80±11.03

-0.52
(.607)

85.00±7.31
84.67±6.68

-0.52
(.607)

Last dementia 
education (year)*

＜1 
1~less than 3
3~less than 5
5~less than 10
＞10

 34 (30.1)
 43 (38.1)
 24 (21.2)
10 (8.8)
 2 (1.8)

40.59±3.25
41.02±3.84
40.75±4.48
40.10±5.59
46.00±1.41

0.98
(.418)

85.85±4.45
87.43±5.82
85.58±8.54
86.10±8.94
85.00±4.24

0.47
(.758)

58.41±13.95
59.14±15.24
56.13±13.58
54.00±14.61
55.00±4.24

0.38
(.819)

85.59±8.53
85.16±7.34
84.50±5.75
83.50±7.31
87.50±0.71

0.38
(.819)

Living experience 
with dementia 
person

In the past 
In the present
None

 19 (14.8)
 5 (3.9)

104 (81.3)

41.68±3.06
39.40±4.98
40.77±3.97

0.81
(.449)

86.79±3.88
81.60±2.88
86.48±6.62

1.53
(.220)

57.79±10.58
62.80±15.64
57.87±14.45

0.30
(.742)

86.89±8.41
85.00±3.87
84.61±7.10

0.30
(.742)

*n=113; PBS=Psycho-behavioral symptoms.

로,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중 명목척도인 나이, 결혼상태, 근무형태는 가변수

(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가정을 확인하였다. 다중 공

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 한계(tolerance)를 확인하였으며 VIF값

은 1.14~6.34로 10보다 작았고, 공차 한계는 .16~.88로 0.1 이

상~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상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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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on Psycho-behavioral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N=128)

Variables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on PBS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Dementia attitude 1

Empathy .25 (.005) 1

Burden on PBS -.28 (＜.001) .05 (.576) 1

Job satisfaction .42 (＜.001) .21 (.017) -.15 (.093) 1

PBS=Psycho-behavioral symptoms.

Table 4.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of Senile Hospital Nurses (N=128)

Variables B SE β t p

Age -0.07 0.12 -.07 -0.60 .547

Marital status* Married 3.92 2.73 .15 1.44 .154

Type of duty† 2 shift duty
Night duty
Fixed duty
Day duty

5.58
8.63
1.04
1.53

2.74
3.84
2.98
2.86

.21

.21

.04

.05

2.03
2.25
0.35
0.54

.044

.026

.728

.594

Dementia attitude 1.04 0.28 .35 3.70 ＜.001

Empathy 0.29 0.16 .15 1.76 .081

Burden of PBS Aggressive behavior
Agitative behavior
Resistive to care
Vegetative behavior
Neurotic features
Psychotic features

-0.24
-0.85
0.44

-0.36
2.28

-0.57

0.32
0.41
0.34
0.65
0.83
1.00

-.08
-.27
.15

-.06
.33

-.74

-0.75
-2.09
1.32

-0.56
2.76

-0.57

.456

.039

.191

.580

.007

.572

R2=.25, F=3.94, p＜.001

*Reference group: single; †Reference group: three-shift duty; PBS=Psycho-behavioral symptoms.

Table 2. Dementia Attitude, Empathy, Burden on Psycho- 
behavioral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N=128)

Variables Total M±SD M±SD

Dementia attitude 40.85±3.88 4.09±0.39

Empathy 86.34±6.24 2.79±0.20

Burden on PBS 
Aggressive behavior
Agitative behavior
Resistive to care
Vegetative behavior
Neurotic features
Psychotic features

 58.05±13.92
15.90±4.10
11.95±3.71
12.80±3.91
 7.92±2.09
 5.50±1.69
 3.99±1.52

2.32±0.56
2.65±0.68
1.99±0.62
2.56±0.78
2.64±0.70
1.83±0.56
2.00±0.76

Job satisfaction  89.63±11.69 3.09±0.40

PBS=Psycho-behavioral symptoms.

차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점수는 1.6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의 문제는 없었다. 이상 값에 한 Cook’s 

distance는 .00~.18으로 1.0 미만으로 다중회귀분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치

매 태도(β=.35, p<.001), 야간전담근무(β=.21, p=.026), 2교

 근무(β=.21, p=.044), 초조행동(β=-.27, p=.039), 및 신경 

증상(β=.33, p=.007)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직업만족도 변량

의 25.0%를 설명하였다(F=3.94, p<.001).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에 한 태도, 공감, 행동

심리증상 부담감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여 향후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궁극적

으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특성은 연령, 결혼 상태 및 근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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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에 대한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태였다.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2교  근무, 야간전담근무, 치매 태도와 함께 행동

심리증상 중 초조행동과 신경 증상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직무

만족도 변량의 25.0%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3.09±0.40점으로 나타

났다.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들 상으로 동

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한 Park과 Choi [21]의 연구에서 평균 

2.87±0.45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구 상자가 모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보고하는 직무만족도의 정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

한 차이는 연구가 진행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근무 환경과 간

호사들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개별 간호사의 특성 

차이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감점수는 평균 2.79±0.20점이었다. 같

은 도구를 사용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공감을 연구한 

Yun과 Ryu [22]의 연구에서 공감점수 2.69점과 비슷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

를 상으로 조사한 Lee와 Park [23]의 연구에서는 영역별 평

균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2.69±0.54였으나 나머지 3개 영

역에서는 모두 3.25±0.64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점수보

다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감과 직무 만족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r=.21, p=.017)가 있었고 공감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분

명하지만, 치매의 특성상 환자와 간호사 간의 공감 형성에 어

려움이 있어[2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은 평균 2.32±0.56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행동심리

증상 부담감을 측정한 Park과 Choi [21] 연구의 평균 점수인 

1.46± 0.48점보다는 다소 높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이와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본 연구 상자와 선행연구[21] 상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 상자의 평균 나이는 44.7±10.8세

이며 요양병원 근무경력은 6.0±4.4년이었으나 선행연구[21] 

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41.6±10.8세였고, 요양병원 근무경

력은 평균 3.9±2.7년으로 본 연구 상자보다 짧았다. 이는 본 

연구 상자들이 치매 노인들의 행동심리증상에 한 경험이 

더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 노인들이 보이는 행동심

리증상은 경험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증상임

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21]. 더욱이 선행연구에서는 제

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상자들의 특성에서 간호사들의 치

매 노인 간호경험 역시 ‘적다’가 14.1%였고 ‘보통 이상’ 및 ‘많

다’가 85.9%로 많았으며, 상자의 선정기준의 경우 본 연구

에서는 6개월 이상 요양병원 근무자를 상으로 하였고, 선행

연구[21]에서는 1개월 이상 요양병원 근무 간호사를 상으로 

하였던 점도 이러한 추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치매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치매 행동심리증상

의 관리에 한 간호사들의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한 다양하

고 효과적인 중재를 개발해야 하며,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나이, 결혼상태 및 근무형태였다. 즉, 41

세 이상이고, 기혼자이며 고정근무나 낮 근무를 하는 경우 직

무만족도가 더 높았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

적 특성은 본 연구와 같이 나이로 나타났다[25]. 기혼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미혼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 임상경력이 더 많을 수 있고 고정근무나 낮 근무를 하는 

연차인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모두 나이와 같은 상

황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월수입, 하루 평균 근무시간, 총 임상경력 및 

담당 환자 수[21]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이와 같은 특성이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태도는 평균 4.08± 

0.3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4]의 연구에서 치매센

터 교육생의 치매 태도 평균 3.89점, Hwang과 Jang [26]의 연

구에서의 치매시설 간병인과 생활보조원 등의 치매 태도 평균 

3.77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한 지식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치매 태도는 치매 지식에 영향

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4,26]를 통해 본 연구 상자들의 

치매 태도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요양

병원 간호사가 일반인이나, 시설종사자, 치매교육생 집단보

다는 치매에 한 지식과 교육수준이 높고, 치매 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 간호업무 특성상 치매 환자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27] 치매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44.7세였으며, 나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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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은 간호사의 치매 태도 점수가 더 높아 상 적으로 치매 태

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간호

사를 상으로 조사한 Kada 등[24]의 국외연구에서도 역시 

나이에 따른 간호사들의 치매 태도에 유의한 차이는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40세 미만의 간호사보다 50세 

이상의 간호사들의 치매 태도 점수가 더 낮아 치매 태도가 상

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25]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나이

가 많은 경우가 나이가 더 젊은 경우보다 치매 태도가 더 부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연령이 29.5세였던 상 적

으로 나이가 젊은 치매지원센터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Ko 등[3]의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간호사들의 치매 태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나이에 따른 치매 태도의 경

향은 연구 집단, 상자 나이 및 국 ․ 내외 연구 사이에 일관되

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에 사용한 태도 측정도구가 달랐고 평

균 나이와 같은 연구 상자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근무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치매 태도에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을 잘 표하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상으로 

다수의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치매에 한 교육경험이 치매 태도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8], 본 연구에서는 치매 

교육경험에 따른 치매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29]의 급성기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치매 태도 영향 요인에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고 연

구 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역시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 태도 

(β=.35, p<.001)와 야간전담(β=.21, p=.026), 2교  근무(β= 

.21, p=.044), 초조행동(β=-.27, p=.039) 및 신경 증상(β=.33, 

p=.007)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치매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치매 태도(r=.42, p<.001)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 상자들의 88.3%가 치매 관

련 교육을 받았고 치매 태도 점수가 5점 척도 상 4.09±0.39점

으로 나타난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간호사들이 치

매를 바라보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에 한 긍정적 태도는 치

매 노인과의 인지적 관계 형성을 돕고, 치매 노인을 이해하려

는 노력인 공감과 함께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는 간호사들이 매일 수행하는 직무에 한 만족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한 태

도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지에 한 직접적인 조사연구가 없

어서 해석에 신중해야 하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근무형태 중 3

교  근무를 기준 변수로 할 때 야간전담과 2교  근무로 나타

났다. Lim 등[30]의 연구에서는 3교  근무간호사의 직무만

족도 점수가 2교  근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점수보다 유의

하게 낮았던 반면, Park과 Choi [21]의 선행연구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서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상자 중 밤번 전담근무자는 11명

에 불과하고 2교  근무자 또한 35명으로 표성이 적어 신중

한 해석과 반복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호자나 내원객

의 면회, 회진, 투약, 각종 검사, 식사, 처치 등의 업무는 일반적

으로 낮 동안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상 적으로 업무 부담이 

줄고, 야간 및 연장 근로 수당 등으로 급여가 높고, 휴일이 많

아 개인 여가가 증가하는 현실적 특성이 야간전담 근무나 2교

 근무의 장점으로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 유형에 따른 특성에서 

차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론 도출을 위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은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21]에서는 행동심리증상에 한 부

담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고, 요양보호사

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22]에서도 행동심리증상은 치매 노

인 돌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추후 반

복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환자

가 표현하는 다양한 행동심리증상 부담감 점수가 4점 척도상 

2.32±0.56점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선행연구[21,22]에서 치매 환자들의 행동심리증상이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돌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심리증상을 중재할 수 있

는 다양한 중재에 관한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행동심리증상의 하위 6개 영역 각각을 변수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간호사들의 부담감 점수가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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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공격행동이 아닌 초조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부담감 점수가 가장 낮았던 신경 증상 역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공격 행

동에 한 간호사들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문제행동 발생 

빈도를 보면 초조행동이나, 신경 증상 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

기 때문에[19]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심리증상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지는 않

았으나 Park과 Choi [21]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사들이 한 달

에 4~5회 정도(일주일에 약 2번)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에서 행동심리증상 부담감의 경우 하위영역 중 ‘신

체적 공격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의 공격 

행동 부담감 점수가 2.65±0.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매사에 무

관심하거나, 긴장하는 것’과 같은 신경 증상 부담감 점수가 

1.83±0.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21]에서는 ‘밤에 잠

을 자지 않거나, 이식증,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과 같은 신체 

증상 부담감 점수가 1.58±0.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경 증상 

부담감 점수는 1.12±0.59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들의 치

매 진행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발현되는 문제행동의 유형

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태도, 공감, 행동심리증

상에 한 부담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직무만족도와 치매 태도와 공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치매 태도, 

2교  근무, 야간전담 근무 및 행동심리증상 중 초조행동과 신

경 증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 관련 행동심리증상에 

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과 적용도 중요

하겠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이 치매 노인들에 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

다. 더불어 2교  근무나 야간전담 근무와 같이 특수한 근무형

태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환자들의 중증도

가 상 적으로 더 낮은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 전담근무나 2교

 근무와 같이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근무 일수가 더 적어 개

인 시간 활용이 용이한 근무형태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줄일 방안이 될 수

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을 제

언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에 한 조사

가 여전히 부족하고 요양병원의 지역적 위치나 규모 등 근무 

환경에서 차이가 있어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노인들의 입소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병원의 규모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요

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력 높은 변수가 무엇인지에 찾아내어 중재하기 위한 후속

적인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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