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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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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Factors in Operating Room nurses
Choi, JiYun1 · Choi-Kwon, Smi2
Depart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2College of Nursing·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and related factors related to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operating room nurses
in Korea. Metho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employe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or three
weeks in December 2018 from 110 operating room nurses working for more than six months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and Operating
nurse’s Job stress Factor Scale were used. Results: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observed between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educational level(p = .025), perceived economic status (p = .001) wearing a lead apron for protection from radiation during the
operation(p< .001), work satisfaction(p= .016), and fatigue related to work(p= .006).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However,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ased on occupational stress(p= .365).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the level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found to be
higher in subjects who did not wear a lead apron for protection from radiation(p= .017), and who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nursing work environment(p= .034).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operating nurses,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re essential.
Key Words: Operating room, Nurse; Health promotion; Work environment; Occupational stress
국문주요어: 수술실 간호사, 건강증진,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하는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

서 론

이에 따라 수술실 간호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하고 확대
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3], 업무량 과다에 따른 신체적, 정신

1. 연구의 필요성

종합 병원 내 수술실은 규모가 큰 간호 업무 단위로 수술실 간호

적 건강문제를 종종 호소하고 있다[4]. 간호사의 건강문제는 자신

사는 병원 내 전체 간호 인력 중 약 8-10%를 차지한다[1]. 수술실 간

의 건강뿐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 업무 만족도, 환자들의 건강

호 업무는 최근 외과 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첨단기구를 이용

행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5] 간호사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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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행위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6].
그러나 수술실 간호사는 과도한 신체사용, 무거운 수술기구의 이
동 등 여러 환경적 요소들과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작
업 특성[2]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결과, 일일 수술 참여시간이 길수록 수술실 간호사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건강증진행위, 간
호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위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증
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의 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방사선을 사용
하는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장시간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

연구 방법

용은 병동간호사보다 높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근육, 혈관, 신경 조직에 손상을 주고 근골격계
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수술실은 또한 근무환경이 타부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10].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실 내 진료과별 장비의 조작과 관리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와 건강증진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를 담당해야 하며, 직접 수술간호를 제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수술의 중증도에 따른 숙련된 간호 인력이 제한되어 일부 수

2. 연구대상

술실 간호사에게 업무가 과중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외에도 on-call

본 연구는 2018년 12월 서울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6개

근무를 하는 경우가 62.58%, 주 2회 이상 시간 외 근무 빈도율이

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70%에 달하여[3] 건강증진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수술

참여하는데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실 내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압

간호근무환경은 주요 변수이므로, 수술실 간호 업무를 숙지하는데

박감과 불완전한 수술 진행 과정, 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시간이 요구되는 6개월 미만 간호사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업무

등의 수술실 환경은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인다

환경과 맞지 않는 수간호사, 행정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7,11].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는 간호사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대상자 표본 수는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등 개인

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 .05, 효과크기(f) = 0.15(medium), 검정

의 건강행태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이에 따라 불가피

력(1-β) = .80, 독립변수 6개로 계산한 결과 9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

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하기

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 병원 수술실

위하여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미응답 설문지(n = 40)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행위 관련 연

를 제외하고 총 110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는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이거나 업무 환경이 다
른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6], 이러한 결

3. 연구도구

과를 수술실 간호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수술

1) 대상자의 특성

실 간호사는 인적, 물리적 환경 및 간호 업무가 일반 간호사와 달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키, 몸무게, 주

[9] 건강증진행위 정도 및 관련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

관적 경제상태(상· 중·하), 업무 중 식사시간,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

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

유, 경험한 건강문제를 조사하였다.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로 불

고, 간호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규칙한 근무 형태, 시간 부족, 습관적 식사패턴, 피곤함, 체중감량

을 파악하고자 한다.

목적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
다. 경험한 건강문제는 간호사들이 많이 호소하는 건강문제를 대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와 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www.bionursingjournal.or.kr

상으로 총 8가지 건강문제를 선별하였으며, 이외에 기타의 항목을
추가하여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경우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아시아 국가의 성인
https://doi.org/10.7586/jkbns.2019.2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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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저체중 18.4 kg/m2 미만, 정상 체중은 18.5–

의사와의 갈등 9문항, 의료한계 심리적 부담감 4문항, 간호사에 대

22.9 kg/m , 과체중은 23–24.9 kg/m , 비만은 25 kg/m 이상으로 정의

한 대우 5문항,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5문항,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내렸다[13]. 경험한 건강문제는 해당 항목에 다중 응답하도록 설명

8문항, 물품부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하였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의 연구에서는 Cron-

2

2

2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으로는 현 직위(책임 간호사, 일반 간호

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6이었다.

사), 경력, 현 근무 장소(성인 수술실, 소아 수술실), 추가근무시간(시
간/주),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 빈도(일/주), 근무 만족도, 업무 부

4. 자료 수집

담감, 근무 관련 피로도를 조사하였다. 근무 만족도, 업무 부담감, 근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해당 병원 간호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

무 관련 피로도는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1-10점)를 사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 피고용자로 연구에 참

용하였다.

여하는 것으로 취약한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
면 동의서 작성을 생략하였다. 대신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 시간,

2) 건강증진행위

연구 방법이 적힌 모집 공고문을 각 지정된 장소 3곳(간호사 휴게

건강증진행위는 Walker와 Hill-Polrecky[14]가 개발한 건강증진

실, 갱의실 혹은 스테이션)에 부착한 뒤 자율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생활양식 측정도구(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HPLP II)를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밀봉 봉투와

Yun과 Kim[1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영적 성장 9문

함께 수술실(성인 수술실, 소아 수술실) 입구에서 비치하였다. 연구

항, 건강책임 9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 9문항, 대인관계 9문항 및

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문지

스트레스 관리 8문항으로 총 6영역, 52문항(1-4점)으로 구성되어 있

작성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대신 설명문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남겨

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

두어 언제든 연구 과정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수집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상자들

α= .94이었다.

에게는 설문지 작성 후 즉시 밀봉할 수 있는 봉투를 같이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모든 설문

3)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16]가 개발한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Prac-

지는 연구자가 매일 각 장소에 방문하여 수거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한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PES-NWI)를 Cho등
[17]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

5. 자료분석

판 간호근무환경측정도구(K-PES-NW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건강증진행위, 간호근무환경 및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9문항,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3문

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4문항으로 총 5

특성, 건강증진행위, 간호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빈도수,

개 영역, 29문항(1-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고 범위를 제시하였다. 대상자

간호사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일반적 특성 중 경험한 건강문제는 다중응답 빈도수로 분석하

Cho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

bach’s α= .91이었다.

위의 정도의 차이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직무 스

4) 직무 스트레스

트레스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ong[18]가 개발한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변수들을 포함하여

Kim[19]이 수정, 보완한 10개 영역 66개 문항 도구(1-5점)를 사용하

입력방법(Enter method)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

였다. 이 도구는 간호업무 관련 사항 13문항, 전문직 역할 갈등 5문

gression)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로 하였다.

항,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6문항, 동료 등 대인관계 상의 문제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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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았다(IRB No. 1811/155-989). 병원 수술실 내 각 지

1. 대상자의 특성

정된 장소에 설문의 목적과 연구 방법이 적힌 연구 대상자 모집 공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

고문을 부착하였고, 대상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결

적 특성으로 남성 8명(7.3%), 여성 102명(92.7%)이었고 평균 연령은

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보안이 유지

33.38± 8.35세였다.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85명(77.3%)로

되는 곳에 보관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개인 식별 정보를 모두 코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재학 이상이 14명(12.7%), 2-3년제 대학 졸업

드화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11명(10.0%)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110)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Age (years)
Education level
Perceived economic status
BMI (kg/m2)†
Time of having meals on duty (minutes)
Reason for skipping meals†

Health problems‡

Job-related characteristics

Position
Clinical experience (years)

Overtime (hours/week)
Wearing a lead apron for radiation protection

Work satisfaction
Burdens of work
Fatigue related to work

n(%)

Female
Male
≤ 29
30-39
≥ 40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Low
Middle
High
≤ 18.4
l8.5-22.9
≥ 23.0
0
1-19
≥ 20
Irregular work pattern
A shortage of time
Habitually
Be fatigued
For weight control
Others
VDT (Shoulder, back, waist or neck pain)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Insomnia, sleep disorder
Headache
Gastrointestinal disorder
Menstrual disorder
Uterus or ovary problem
Fatigue or edema of leg
Others
Acting nurse
Charge nurse
<1
1-4
5-9
≥ 10
Never
Sometimes
Often
Routinely

102 (92.7)
8 (7.3)
54 (49.1)
35 (31.8)
21 (19.1)
11 (10.0)
85 (77.3)
14 (12.7)
26 (23.6)
75 (68.2)
9 (8.2)
12 (11.0)
80 (73.4)
17 (15.6)
6 (5.5)
78 (70.9)
26 (23.6)
7 (6.4)
42 (38.2)
15 (13.6)
26 (23.6)
3 (2.7)
16 (14.5)
89 (29.6)
27 (9.0)
16 (5.3)
35 (11.6)
32 (10.6)
22 (7.3)
7 (2.3)
66 (21.9)
7 (2.4)
85 (77.3)
25 (22.7)
14 (12.7)
33 (30.0)
23 (20.9)
40 (36.4)
14 (12.7)
52 (47.3)
36 (32.7)
8 (7.3)

M ± SD

33.38 ± 8.35

3.72 ± 2.22

9.24 ± 8.15

3.16 ± 2.17
2.34 ± 1.12

5.08 ± 1.97
7.13 ± 1.65
7.48 ± 1.56

†Missing cases are excepted ‡ Multiple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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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대상자가 75명(68.2%)으로 가장 많았다. 체질량 지수(Body

간호근무환경(범위: 1-4점)은 평균 2.29 ± 0.38이었으며, 각 하위 영

Mass Index, BMI)는 정상 체중이 80명(73.4%)으로 가장 많았고, 과체

역으로는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2.72± 0.47점, 양질의 간호를

중 17명(15.6%), 저체중 12명(11.0%) 순이었다. 다중응답 분석 결과, 대

위한 기반 2.51± 0.42점,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상자는 평균 3.72 ± 2.22개의 건강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어

지지 2.39 ± 0.59점,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2.08± 0.47점, 충분한

깨, 등, 허리, 목의 통증 경험비율이 29.6%로 가장 높았다.

인력과 물질적 지원 1.63± 0.43점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 특성 증 책임 간호사는 25명(22.7%), 일반 간호사는 85

또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범위: 1-5점)는 평균 3.87± 0.44점이었으

명(77.3%)이었고, 대상자 평균 임상경력은 9.24 ± 8.15년으로 10년 이

며, 각 하위 영역에서는 물품 부족 4.25 ± 0.62점, 전문지식 및 기술

상 근무자가 40명(36.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일주일 평균 추

부족 4.18± 0.50점, 의사와의 갈등 3.98± 0.62점, 간호 업무와 관련된

가근무시간은 3.16± 2.17시간이었으며, 수술 중 방사선 차폐용 납복

사항 3.98± 0.51점, 근무표와 관련된 사항 3.94 ± 0.69점, 의료한계 심

착용 빈도는 ‘가끔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2명(47.3%)로 가

리적 부담감 3.86 ± 0.62점, 간호사에 대한 대우 3.79 ± 0.72점, 전문직

장 많았으며, ‘자주 착용한다’ 36명(32.7%),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14

역할 갈등 3.75± 0.62점, 수술실의 물리적 환경 3.55± 0.73점, 동료 등

명(12.7%), ‘거의 항상 착용한다’ 8명(7.3%) 순이었다. 대상자들의 근

대인관계 상의 문제 3.52± 0.53점으로 나타났다.

무 만족도(범위:1~10점)는 평균 5.08 ±1.97점, 업무 부담감은 7.13 ±
1.65점, 근무 관련 피로도는 7.48±1.56점이었다.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간호근무환경 및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간호근무환경 및 직무 스트레스

가 있었던 변수는 주관적 경제상태(F =7.50, p = .001), 교육 수준

점수는 Table 2와 같다. 건강증진행위 점수(범위: 1-4점)는 평균 2.29±

(F =3.83, p = .025), 수술 중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 빈도(F = 6.77,

0.40점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에서는 대인관계 2.76± 0.45점, 영적 성장

p < .001)이었다(Table 3). 구체적으로 건강증진행위는 2-3년제 대학

2.38± 0.56점, 건강에 대한 책임감 2.23± 0.41점, 스트레스 관리 2.20 ±

졸업보다 4년제 졸업 대상자들의 건강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0.51점, 영양 2.14 ± 0.50점, 신체활동 2.02± 0.67점으로 나타났다.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나

Table 2. Health-Promoting Lifestyle, Environment of Nursing Work and Occupational Stress of the Subjects 
Variables
Health-promoting lifestyle
Interpersonal relations
Spiritual growth
Health responsibility
Stress management
Nutrition
Physical activity
Environment of nursing work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Occupational stress
Shortage of equipments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The conflict of the physicians
Related to nursing work
Related to work schedule
Psychological burdens on the limit of medical technology
Treatment of nurses
The conflict of professional role
The physical environment of operating room
The interpersonal problem related to other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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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10)

Range

Mean ± SD

1.52–3.44

2.29 ± 0.40
2.76 ± 0.45
2.38 ± 0.56
2.23 ± 0.41
2.20 ± 0.51
2.14 ± 0.50
2.02 ± 0.67
2.29 ± 0.38
2.72 ± 0.47
2.51 ± 0.42
2.39 ± 0.59
2.08 ± 0.47
1.63 ± 0.43
3.87 ± 0.44
4.25 ± 0.62
4.18 ± 0.50
3.98 ± 0.62
3.98 ± 0.51
3.94 ± 0.69
3.86 ± 0.62
3.79 ± 0.72
3.75 ± 0.62
3.55 ± 0.73
3.52 ± 0.53

1.14–3.38

2.2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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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lth-Promoting Lifestyl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N = 110)

Categories
Gender
Age (years)

Education level

Perceived economic status

BMI (kg/m2)†

Health problems
Job-related characteristics



Position
Clinical experience (years)

Overtime (hours/week)

Wearing a lead apron for radiation protection

Male
Female
≤ 29
30-39
≥ 40
Collegea
Universityb
Graduate schoolc
Lowa
Middleb
Highc
≤ 18.4
l8.5-22.9
≥ 23.0
<3
≥3
Acting nurse
Charge nurse
<1
1-4
5-9
≥ 10
0
0.1-2.9
3-4.9
≥5
Nevera
Sometimesb
Oftenc
Routinelyd

M ± SD

t/F/r

p

2.33 ± 0.44
2.29 ± 0.40
2.30 ± 0.40
2.24 ± 0.47
2.37 ± 0.40
1.98 ± 0.24
2.33 ± 0.42
2.31 ± 0.24
2.19 ± 0.43
2.28 ± 0.37
2.75 ± 0.29
2.12 ± 0.39
2.29 ± 0.40
2.40 ± 0.39
2.33 ± 0.40
2.24 ± 0.41
2.31 ± 0.41
2.25 ± 0.36
2.54 ± 0.33
2.21 ± 0.39
2.32 ± 0.42
2.26 ± 0.40
2.31 ± 0.64
2.33 ± 0.35
2.29 ± 0.50
2.21 ± 0.40
2.69 ± 0.35
2.18 ± 0.37
2.32 ± 0.39
2.24 ± 0.39

0.29

.772

0.76

.472

Work satisfaction
Burdens of work
Fatigue related to work

.025*
3.83
(a < b)§
7.50
(a,b < c)§

.001**

1.83

.166

1.12

.266

0.65

.520

2.41

.071

0.46

.710

6.77
(a > b,c)§

< .001***

0.23
-0.15
-0.26

.016*
.107
.006**

*p< .05 **p< .01 ***p< .001, §Scheffe test, †Missing cases are excepted.

Table 4. Correlation Among Health-Promoting Lifestyle, Environment of Nursing and Occupational Stress 
Variables
Health-promoting lifestyle

Environment of nursing work
Occupational stress

낮다고 응답한 다른 대상자들보다 건강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N = 110)

r

p

.37
-.09

< .001***
.365

4.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간호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나타났다. 또한 직무 관련 특성 중 ‘방사선 차폐용 납복을 전혀 착용

상관관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하게 높았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더 높

다. 그러나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

은 것(r= .37, p < .001)으로 나타났다. 간호근무환경의 하위 영역과 건

증진행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 결과, 병원운영에서의 간호사의 참여, 간

또한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직무 관련 특성 간의 상관계수를

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간호사와 의사와의

확인한 결과, 건강증진행위는 대상자의 근무 관련 피로도(r= -.26,

협력관계,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에

p = .006), 근무 만족도(r= .23, p = .01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가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높았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와 음의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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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Health-Promoting Lifestyle 
Variables

(N = 110)
B

(Constant)
Environment of nursing work
Fatigue related to work
Wearing a lead apron for radiation protection: Never
Perceived economic status
Work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University

SE

95.44
17.85
0.44
0.21
-1.75
1.24
14.06
5.79
11.08
7.2
0.13
1.09
5.9
4.44
R 2 = .28, adjusted R 2 = .22, F = 6.54, p< .001

β

t

.22
-.13
.23
.15
.01
.12

5.37
2.16
-1.41
2.43
1.54
0.12
1.33

p
< .001**
.034*
.161
.017*
.127
.90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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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조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비교적 낮은

5.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교대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증

를 조사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수술실 간호사

진행위 평균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유

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교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변수인 교육 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근무

구 결과[20]에 비해 낮았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는 교대 근무 간호

관련 피로도, 근무 만족도,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 간호근무환경

사에 비해 교대 근무가 적어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

변수를 포함하여 입력 방법(Enter method)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지하고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할 것을 기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

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교육 수준은 ‘대학교’를, 방사선 차폐

다. 본 연구결과는 수술실 업무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수술실

용 납복 착용은 ‘방사선 차폐용 납복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를 더

간호사는 매일 다른 수술에 참여해야 하고 다음 날 수술 스케줄이

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는 다

전날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날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18] 규

음과 같다.

칙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등분산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1.89로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부담감은 7.13점, 근무 관련 피로도는 7.48점

자기 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88로

으로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수술실 간호사는 전날 수술 스

0.1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케줄을 보고 이른 출근을 하거나 밤을 지새우는 등 수술실 간호사

VIF)값이 1.14-1.48로 기본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

의 긴장감, 부담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21] 본 연구결과를 뒷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침한다. 또한 수술실 간호사는 다른 일반 간호사와는 달리 경력

최종 회귀모형은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 간호근무환경이 선택

이 높을지라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수술환경과 새로 숙지해야 하는

되어 구축되었다(Table 5).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p < .001), 모형설

수술기구 등으로 업무에 대한 순응도 및 안정도가 저하되어[3,8] 수

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28,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는 .22

술실 간호사의 평소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로 나타났다. 방사선 차폐용 납복을 입지 않는 대상자에서(β = .23,

다.

p = .017),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β = .22, p = .034)
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건강문제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 결과를 비교해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간호사는 다른 전문

논 의

직에 비해 건강문제가 많고, 신체 증상 점수도 높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23]. 또한 국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 중 41%는 간호직무와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와 관련 요인을

관련된 질병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요통을 경험한 간호사들

간호근무환경과 직무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

중 53%는 지속적인 통증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

되었다.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파악하

로 보고된 것과도 유사하다[24].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상자들은 평

고, 건강증진행위의 관련 요인을 개인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균 3.72개의 건강문제를 경험하였으며 그 중 어깨, 등, 허리, 목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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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경험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무나 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물품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을

서에 따른 근골격계 유병율에 대해 수술실 근로자의 유병율이 높

가능성도 있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은 것과 유사하다[25].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물품 부족이 4.25점으로 높았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물품 부족

상태가 나빠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낮은 것인지 건강증진행위가 낮

점수가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간호근

아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알 수는 없

무환경 중 물품 부족을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평가한 것은 우리에

었으나 수술실 간호사의 신체적 건강 정도가 낮고 건강증진행위 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첨단 수술기법 도입으로 수술실 내 각

한 낮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수량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함에도

또한 건강증진행위 하위 영역 중 신체활동 다음으로 영양 영역

불구하고 바쁜 수술 일정이나 응급수술의 증가[2,10]로 인해 긴박

의 점수가 낮았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는 근무시간 내 식사시간이

한 상황 속 수술 물품 부족으로 수술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불규칙하고 식사시간이 매우 짧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수술

결과적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실 간호사는 수술과 수술 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추세에 의하

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여 휴식 없이 다음 수술업무를 시행함에 따라[26] 식사시간이 일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실 내

하지 않고 진행 중인 수술이 거의 끝난 이후 식사를 해야 한다. 이와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함께 수술실 간호사가 숙련된 역할을 할 수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상자 대부분은 업무 중

있을 때까지 수술 과정, 장비사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

식사시간이 20분 미만(61.8%)이었으며, 결식하는 대상자(5.5%)도 있

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었다. 식사를 거르는 주요인으로는 시간 부족(38.2%), 피로감(23.6%)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을 들었다. 대충 끼니를 챙기거나 결식을 하는 등 간호사들의 건강

는 선행연구와 달리[7,12]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 스트

에 해로운 식생활 태도는 위장장애, 영양부족과 같은 이차적인 건

레스는 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강문제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안전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했을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5-10

있다[6].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식습관 및 영양, 식이에 보다 관

년 근무경력이 가장 많았으며, 26-30세 미만의 대상자가 주를 이루

심을 기울이고 건강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는 반면[7],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경우가

있다.

19.1%, 10년 이상 경력이 36.4%에 해당하였다. 간호사의 교대 근무,

간호사는 건강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부족한

양육 문제 등 업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은 건강증진

인력 속에서 업무 부담이 높기 때문에[10] 간호근무환경은 건강증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적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건강

진행위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에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2]와 같은 맥락으

수술실 간호사는 간호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

타났다. 이는 자료 수집이 진행된 기관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스와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임에도 불구하고 간호근무환경이 미국의 마그넷 병원(Magnet hos-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pital)으로 인정되는 점수(2.95점)보다 낮은 점수(2.29점)로 더 열악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가운데 수술 중 방사선 차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간호사가 간

폐용 납복 착용 빈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간의 유의미한 차이

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았으며(r= .37, p < .001), 회

(F = 6.77, p < .001)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수술 중 방사선 차폐용

귀분석 결과 간호근무환경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납복 착용을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가 착용하는 대상자보다 건강

으로 나타났다(β = .22, p = .034). 이는 작업 조건과 열악한 환경은 건

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7). 이는 예상치 못한

강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결과이다.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과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선행연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27].

구는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장시간 납복 착용으로 인해 수

건강증진행위는 간호근무환경 하위 영역 중 특히 적절한 인력과

술실 간호사의 신체적 피로가 증가하여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물질적 지원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료 수집이 진행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납복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점

된 기관의 수술실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반영하여 병원 간호 인

그리고 착용 빈도가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병원

력 배치현황이 평균 0.33:1 비율로 국내외 최소 배치기준(1:1)을 충족

에서 사용되는 납복의 무게는 최소 3kg에서 10kg으로 영상증폭장

하고 있으나[28] 대상자들이 느끼는 적절한 인력 기준에는 미치지

치(C-arm)을 이용한 수술에 참여하는 수술실 간호사(n = 94)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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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 납복 착용 횟수는 2.34일이었으며, 수술 일정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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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 관련 방사선 차폐용 납복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
므로 이에 두 변수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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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1개 대학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1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2.29점으로 낮
은 수준의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고 있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
증진행위는 방사선 차폐용 납복 착용 유무와 간호근무환경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급변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
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의 실천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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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납복 착용 등 근무 특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변이와 변화들을 고려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
행위 관련 요인을 지속적으로 반복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수
술실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연구를 시도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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