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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글글글

이 작고 소중한 결실이 있기까지많은 도움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힘들
었지만저의부족함을생각하며되돌아볼수있는중요한시간들이였습니다.
먼저 부드럽지만 예리하고 냉철한 지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되집어 주시며 시작한

일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의금 교수님께 진
심으로 감사 드립니다.또한 꼼꼼하고 자상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과
김선아교수님께마음깊이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자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그들 가장 가까운 곁에서 어렵지만 가치있

는 일을 하고있으며,바쁘고 지친가운데서도 부족한 설문에 성의껏 답해주신간호사
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병원 일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병원의 지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논문을 진행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어 주었던 옥이,어려울 때 마치 내 일처럼 기

꺼이 도움을 준 보환,대학원생활동안 늘학교를따뜻하게느낄수있게도와 준은경,
은숙,10년 이상의 긴시간동안 친구라는이름으로 이어져 지금도깊은사랑과믿음으
로든든한울타리가되어준명신,94회친구들에게도마음깊이고마움을전합니다.
부족한 딸이지만 늘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며 기도해 주신 어

머니와늘뒤에서힘이되어준가족들에게이작은결실을바칩니다.

2005년 12월 이 정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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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및및및 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
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비교연구로서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의 관계를 확인하여 각각의 단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중
재를 적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능률향상을도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 였으며,연
구의 대상자는 병원운영체계와 운영목적에 있어 비교적 공통점이 있는 서울시와 원주
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중 직접 환자간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과계 병동,외과계 병동,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외래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표
적 모집단으로 하고,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250명을 임상등급별로 25%씩 할
당표출하였다.연구 기간 동안 배부된 설문지 총 250개 중 235개가 수거되어 약94%가
회수되었으며그중불완전하게응답한7부를제외하고228개의자료를분석하였다.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김매
자(1985)가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간호
사의 대처유형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것을 한정석,오가실
(1990)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
여전산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전체 대상자의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의 총 평균 점수가 3.46점(최대 평점 5점)으로
간호사들의업무스트레스정도가비교적높음을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보통'이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별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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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적절한 대우'(4.02점)로,임상등급별 초보자 단계군 3.8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4.16점,유능한 단계군 4.11점,숙련 단계군 3.95점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업무량 과중'(3.81점),'업무 외 책임'(3.66점),'익숙치 않은 상
황'(3.64점)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임상등급에 따른 평균 점수는 초보자 단계 군 3.32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3.38점,유

능한 단계군 3.58점,숙련 단계군 3.45점으로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 정도에는 유의
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대상자의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총 업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696,p=.169).그러나 몇
몇 항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항목은 업무량 과중(F=2.088,p=.038),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F=5.551,
p=.001),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F=2.117,p=.035),부적절한 보상(F=2.449,p=.015),
부하직원과의불만스러운관계(F=2.877,p=.004),밤근무(F=2.053,p=.041)이다.

3.전체 대상자의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는2.58점(최대 평점 4점)으로 비교적간호
사들이 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영역별 대처유형의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의 대처유

형의총평균점수는 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4.대상자의임상등급에따른 영역별 대처유형의차이를검증한결과,총대처유형 평
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56,p=.645).그러나 긴
장해소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6,p=.043).긴장해소 영역
의 추후검정 결과 상급 초보자 단계군과 유능한 단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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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체 대상자와임상등급별 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와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전체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163)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362)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과 비교해 업무 스트레스 상황시 다양한대처
유형을많이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들은 근무 연한 및 경력과 상관없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있음을 알수 있다.또한요인별업무스트레스 중 초보자단계군
은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나머지 상위군은 대체적으로 ‘업무량 과중 ’,‘대인관계상
의 문제’,‘밤근무’,‘부적절한 보상‘에서 더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중재 적용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따라서 초보자 단계에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간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교육,다양한 교육 및 행사참여의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그리고 나머지 상위 단계에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유능한 업무 수행 능력
을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상사 및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 마
련 및 경제적,사회적 보상 또한 숙련성 촉진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간호행정
가들은 각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이에 따른 공정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휴가 및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의 배려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
적인스트레스관리보수교육프로그램의계발및시행등이필요하겠다.

핵심되는말 :임상등급,업무스트레스,대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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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간호사들은 지식의 급속한 변화,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간의 생명을 다룬다
는 직업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김매자,1982;구미옥과 김매자,1985).또한 병원 구조의 세분화와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서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업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역할수
행에 도움을 주는 계획된 변화,개인적 성장,생산성 증가 등을 가져온다.그러나 반복
또는 지속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생리적,정신적 체계
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능률,사기,업무 수행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환자
간호에영향을주어(Huckbay,1979)환자의간호를태만하게하거나과실,결근및소진
을초래한다(박순자,1976;Dorris,1977;Hay&Oken,1972;Jacobson,1983;John,1979;
Jones,1978).이러한 소진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직업적 태도를
갖게 되며,환자 간호에 무관심해져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자기직업과 환경에 대
한 불만족을 갖게 되어 간호현장으로부터 이직을 하게 된다(Choi,1996).이는 간호 전
문직의 발전과 더불어 병원경영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결국 간호사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환자 간호에도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국
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Gustafson,Dushene& Baker,1992;Nicholson,1990;
Schaefer&Moos,1996;Williams,1989).
서울시 간호사회(1996)의 조사에 따르면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갖는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는의사,환자및보호자와의관계에서인정과신뢰성의문제나원만한대인관계
가유지되지못하는경우,부족한인력배치에따른 만성적인업무과다와윤리적딜레마에
따른자신의무능감을들고있다.이러한스트레스는결국간호사들의직업적가치와자존
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간호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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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의탁월성을확보하는데심각한저해요인이되고있으며,환자는양질의간호서비스
를받지못하는반면에병원입장에서는우수한간호인력을확보하지못하게된다는점에
서 병원과 환자입장에서 모두 손해가 되고 있다.따라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
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간호사
의스트레스해소및완화를위한전략수립의차원에서간호사가경험하는스트레스는그
들의 간호역량 수준에 따라 다른가?다르다면 어떻게 차별화된 간호사 스트레스 완화 전
략을수립할것인가?라는문제가제기된다.이에2000년장금성의연구에서갈등및스트
레스요인들을더이상방치하지말고,간호부문의조직개발및인력개발차원에서간호사
들에대한새로운인적자원개발방안의하나로간호사들을임상경험,교육경험,그리고간
호역량의수준에따라인정하고보상을달리하는시스템으로서간호조직내의인력개발과
인사관리를 연계 시킬 수 있는 제도인 임상경력개발제도(ClinicalCareerDevelopment
System)를고안하였다.이런제도를통해간호조직은 간호사들의간호역량을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함으로써이들을엠파워시켜직업적자신감을높이고자율적권한과책임이증
가되는간호전문성을갖춘간호사들로변화시켜나갈수있으며,이런변화는환자들에게
양질의 차별화된 간호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고,병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인적자산
가치를높이는데일익을담당할수있으리라고판단된다(2000,장금성).
한편Lazarus와Launier(1978)는한개인의 내적및외적요구가그의자원을강요하

거나 초과하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이에 대한 평가
와 대처의 과정에 따라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교류 모델로써 제시하고 있
다.또한 Lazarus(1966,1981)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결과에 진정한 차이를 주는 것
은 대처임을 강조하였는데,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으며
항상 공존해야 하므로 스트레스의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대처 유형이 더 유의성이 있다
고할수있다(홍상희,1998).
현재 이루어진 국내 연구에서는 정신과,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과 같은 특수부서

의 간호사들 및 신규 간호사들,임상근무 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 및 스
트레스 정도,소진 경험,적응,대처방법을 알아보거나 일반적인 요인에 따른 스 트레스
차이를 확인하고(김영자,1995;최부호,1994;박춘화,1999;김인숙,2001;김은하,1995;
함미영,1998;김자훈,2001),특수부서와 일반부서를 비교하는 연구(최성녀,1993;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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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000)가주로이루어져왔고,국외의논문들은 특수한 부서의간호사들과비특수부
서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Joseph,
1982;Chiriboga,1986;Toph,1989;Sullivan,1993;Gwen,1993;Pamela,1994).
한편,장금성(2000)은임상등급별간호사들의간호역량에는분명한차이가있음을보

고하였다.즉,경력이 많을수록 상위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역량이 수준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간호역량이고르게상위수준으로발전되는것은아니었다.
또한 비슷한 근무연한으로 동일한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발휘되

는 간호역량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동일한 임상적 경험과 근무경험에도 불구
하고 간호사들의 임상실무발전 수준이 동일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파악
되었다.
이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사들을 근무 연한에 따른 임상등급별로 나누

어 보았을 때 간호사의 임상적 경력과 경험의 증가 및 간호역량 수준의 차이에 따라 업
무수행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상이나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간호업무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인
소진 및 이직의도,이직률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그러나 임상등급에 따
른 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임상등급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간호

사에게 영향을 주는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상등급별 각
각의 단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 마
련에 기여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간호사 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간
호의질을향상시킬수있으므로본연구가의의가있다고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사가 지각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적응 행동을 모색함으로써 간호현장에 노출
되어 있는 여러 가지스트레스에대해효율적으로 관리.조절할 수있는 기초 자료를제
공함으로써나아가서는간호전문직발전에기여하고자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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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하여 간호현
장에 노출되어 있는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함이며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1)임상등급별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를비교파악한다.
2)임상등급별간호사의대처유형을파악한다.
3)임상등급별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관계를 규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

(1)이론적 정의:임상등급(clinicalladder)은간호사의임상적경력과경험이증가함
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 실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간호(bedside-care)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위적,경제적으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말한다(Saphiro,
1998).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enner(1984)의 기술습득 모형을 우리나라 간호실
무 실정에 맞도록 장금성(2000)이 수정 보완한 단계로 초보자 단계
(입사 후 1년 정도),상급초보자 단계(입사후 2-3년),유능한 단계
입사후4-6년),숙련단계(입사후7년이상)4단계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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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1)이론적 정의 :간호 업무 스트레스는 간호사가 병원 근무로 인해 생리
적,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구미옥과김매자,1984).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김매자(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로 1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측정된 점수가 높을
수록 업무스트레스가높음을의미한다.

333)))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1)이론적 정의 :개인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 상황을 보다 낫게 조절하
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감정을 조절하려는 의식적이
거나 무의식적인 일련의 행위(Lazarus& Folkman;1984)
를말한다.

(2)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Lazarus
와 Folkman(1984)이 개발한 Way ofcoping을 한정석,오
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정한 대처유형을 도구로 사용
하였다.어떤 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대처유형을 사용하느냐
가 중요하며,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 방법을 사
용하는 것으로정의하였다.



- 6 -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관관관련련련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스트레스의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주관적 인식과 사회 행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연구됨에 따라 (Howard&Scott,1980)생물학 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1920년대 초기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처하여
정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으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적하여 싸우거나 도피하는 반응으로 보았으나 1976년 과학적인
영역에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제시한 HansSelye에 의하면 그도 초기에는 단지 특정한
반응으로만 스트레스를 보았으나 그 후 모든 생물체에서 발생되며 손상이 없이도 정상
적이거나 유쾌한 활동에서도 스트레스는 생성되고 항상성,박탈감 같은 것은 아니며 인
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고 피할 수도 피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항상 스트레
스 하에 살아 있고 죽어야만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렇게 스트레스 개념은 추상성이
높은 개념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스트레스는 아
직도개념적정의에대한논란이많다(Dohrenwend&Shrout,1985).
스트레스는 여러 개념이 내포된 복합적 개념으로(Holems&Rahe,1967),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정의되었는데,Basowitz등(1955)은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극
으로 보았고,근원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있는 학자로는 H.J.Eysenck를 들 수
있다.그는 스트레스를 "긴장감을 생산하는 강하면서도 불유쾌한 정서적 힘 또는 압력
으로서,적응과정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라고 정의하며,이것은 인간의 적응
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있
는 학자로는 HansSelye를 들 수 있다.그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로,
스트레스를 심리적 위협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유해자극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
지는일련의신체적방어라고하는Stimulus-ResponsePattern을주장하였다.
상호교류 모델을 제시한 Lazarus&Launier는 스트레스를 인지적 이론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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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는데,스트레스는 자극이나 반응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인지 평가적의미로써 개인과 환경을 분리시키지 않
고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간의 특수한 관계라고 개념화하고 있다.이와 같이 스트레스
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개인적 지각이라는 견해는 살아가면서 매
일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개인에게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모두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이다.Lazarus&Folkman(1984)에의하면스트레스란인간
과 환경과의 관계로서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며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
인에게 평가되는 것이다.즉 내외적 환경에 의해 초래된 자극이 개인에게 특별한 방식
으로 인식되어 개인이 사건에 관한 중요성을 평가하게되어 스트레스로 규정될 수있다
는 것이다.이러한 평가는 3가지 유형인데,결과가개인에게 중요치 않은 무관한 평가와
개인에게 쾌 정서를 야기하는 온건한-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개인에게 손상/상실,위협,
도전을 포함하는 스트레스 평가가 있다.이러한 일차적 평가에서 개인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소유한 기술,자원,지식에 대해 사정하게 되는 이차적 평가로 이해한다.즉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차적 평가와 이용 가능한 대처전략에 관한 이차적 평가간의 상호작용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반응의 질을 결정한다.또한 적응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소인이되는것이다.
이상에서 스트레스란 일반적으로 현실에 존재하거나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불문하고

그 개인에게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자극이며,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반응
의질이결정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와 관련된 스트레스로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선

택하게 되었고,Lazarus&Folkman(1984)의 스트레스 정의에 입각하여 스트레스를 환
경과의 교류에서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는 자극으로 보아,간호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가 간호환경과의 교류에서 개인의 자원을 이용하여,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임상등급에 따라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모색하고자한다.
간호전문직 환경에서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복잡한 인간관계,근무조건 및 간호대상

자의 변화,증가된 요구 등이 간호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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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구미옥과 김매자,
1985).간호직의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지만 스트레스가 과중하거나 반복되면 간호사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간호의 질이 떨어
지게된다(홍근표,1985).
최근 간호계는 스트레스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간호중재를 요구하는 중요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
며(김조자,1982;김수지,1988;윤진이,1994),Lazarus&Folkman(1984)에 의하면 환경
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생활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할 때,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
서 업무상 발생되는 생활 사건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가를 알아보고 인지적 평
가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 근무를 하는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
해고찰해보고자한다.
업무스트레스는"일을수행함에있어서개인이심리생리적평형상태를파괴할정도

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나 복합적 요소가 조재하는 상태"라고 하였고(Margolis
andKroes,1974),구미옥과 김매자(1984)는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서 생리적,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즉,일로 인하여 지친 상
태 또는 일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는 상태라고 하기도 한다.따라서 일에 지치거나 무관
심해지면 그 직업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이소우,1984).또 다른 의미의 업무 스트레스
개념은 업무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과 비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Allen,1982;
Anderson,1976;Burke,1976;Yerkers,1980).Allen(1982)은 비기능적인측면을강조하
고 있는데,"업무와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정상기능을 침해하려고 하는 압력
으로써,개인의정신적,신체적항상성을깨뜨리는상태"를업무스트레스라고정의하
였다(Rossi,1989).이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스트레
스요인으로 구분해 볼수있다.Caplan(1982)은업무관련 스트레스중62~79%는 업무
자체와관련되고(업무에대한불만족,과중한업무의미분화,지루함),업무와관련된스
트레스 반응의 25~60%는 우울,불안,불안정감,신체적 불평이라고 하였다(French,
1982).
간호사의 스트레스 요인의 영역을 살펴보면 구미옥과 김매자(1984)는 업무량 과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대인관계상의 문제,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의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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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갈등,의료의 한계,부적절한 대우,상사와의 관계,부적절한 보상,부하직원과
의 갈등,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업무 외의 책임 요인,익숙치 않은 상황,밤근무 등 1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배정이와 서문자(1989)는 권위적 행정자세,과중한 업무,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갈등,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동료와의 갈등,타 의료 요원과의 갈등,
환자와의 갈등,부적절한 근무 환경,인력부족,부적절한 보상 등 14개 요인으로 분류 하
였다.
김(1990)은 24시간 환자를 계속 돌봐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교대상

황이 불가피하고,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병원환경은 각종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결국 현실적으로 빈번한 교대근무 및 과중한 업무는 간호사의 피로를 증가시키
고각종스트레스를유발하며(이,2001),병원내의간호사라는직무는정신.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직업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구조,기술혁신,급증하는 지
식,전문인에 대한 예리한 비판력과 기대감 등은 오늘날 간호사가 느끼는 위협감과 스
트레스의원인이된다고할수있다(이소우,1984).
Rizzo등(1990)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원으로 과중한 업무량,부서간의 갈등-의사

소통의 어려움,부서간의 협조문제,역할에 대한 좌절-부적당한 위치 및 권위성,빈약한
감독의 지지 및 편애,편견,불충분한 자원-비품,공급물,필요시의 정보,자문 등이 용이
치 않은 문제,교대근무 사이의 의사소통 및 협력문제,역할 갈등-한 사람 혹은 그 이상
의 사람,혹은 부서로부터의 불일치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 등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
고,Wandelt등(1981)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정된 근무,부적합한 봉급,
전문인으로서의 인정결여,교육의 기회부족 등을 들었다.또한 Rosenow(1983)는 간호
사의 결정,판단할 기회의 결여,건강관리체계에 있어 권력의 결여,전문직 대 관료직의
갈등 경험,가 환자의 개별적 간호계획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
로자기관리에대한개인별계획의불가능등을보고하였다.
한편 홍근표(1985)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그 측면이 다양하며 또한 개인

에따라그수준의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고하였으며,이소우(1984)는간호직스트레
스는 그 스트레스원의 ㅡ 정도,빈도,본질과 스트레스원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력,생활
사건,문화,교육,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개인환경이 조화되지 않은 상태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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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행상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의 사용정도,심리.사회측면의 건강문제 및 역할갈등
과애매모호한역할인식이간호직의스트레스요인이된다고하였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간호사는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기능저하로 환자 간호 시에

자주 실수하거나 빼먹게 되고 일 자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위축되며,흥미를 상실하
여 소외감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고 탓하게 된다.이로 인해 도덕적 규범에 둔하고 태만
해지며,이유 없는 계획적인 결근을 자주 하게 되고,직업 만족도가 저하되고,근무부서
를 자주 바꾸거나 이직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한 육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고,직업으로 인한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김,1984;Scully,1980)고 하였고,
Chiriboga(1986)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전문
직으로서발전할수있는잠재력도감소시킬수있다고하였다.
임상실무 현장에서 간호사는 자기 업무 시간의 50~70%를 간호 아닌 다른 일에 소모

하고 있고 간호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관료적,조직 정책으로 인하여 환자중심
이 아닌 일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요되고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간호사
자신의갈등과불만족을저해하고있다(조와조,1991).
이상의 문헌 고찰을 종합해 보면 업무환경에서 간호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요인들은 크게 간호업무 요인,대인관계 요인,간호사 역할 및 대우,물리적 환경 요
인등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환경에

서 근무하는 간호들을 임상등급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간호사의 임상적 경력과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수행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상이나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이
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간호업무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인 소진 및 이직의도,이직률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임상
등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며 그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개
인적인 변수와 환경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더불어 스트레스와 상호 교류적인 대처
유형및방식과의관련성을파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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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

임상등급 제도는 1972년 Dimmer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서 careerladder,clinical
advancementmodel등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되어 왔는데 이 모든 용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병원 임상에서 근무하는 전문적 능력을 지닌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인정받음으로써 병원에 머무르고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상자에게는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이 확보된 간호를 제공하는 뛰어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효율적 보상
보장,간호실무의 질 증진,간호사와 대상자 만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사용되어
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Saphiro,1998;Gustin,1998;Hayes,1999;Clements,1998;
Krugman,2000).
이 임상등급이라는 모델은 Dreyfus가 pilot교육에 사용했던 것을PatriciaBenner가

1982년간호에적용한것으로초보자(novice),상급초보자(advancedbeginner),유능한
단계(competent),숙련자(proficient),전문가(expert)5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단계는 사
고과정(thinking),행위유형(behavior),수행 정도(performance)를 기반으로 나뉘어졌
다.
초보자단계는 자신이 수행해야할 상황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객

관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황에 대해 배워야 하며 이를 안내해 줄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단계이며 상급 초보자 단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적 요소를 지적하고 대처
한 경험이 있는 상태로 선행경험이 여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이다.
유능한 단계는 숙달된 느낌과 많은 임상적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소유
하게 된 시기로 장기적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이며 숙
련 단계는 상황의 어 던 한 측면만을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
의 전체로서 인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또한 전문가 단계는 분석적 사고와 풍부한 경
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단
계로보았다(Saphiro,1998;Benner,1984).
장금성의 연구(2000)에서는 Benner의 5단계에서 전문가 단계를 제외하고 오히려 상

급 초보자 단계의 내용을 초보자와 상급 초보자 단계로 나누어 각 4단계를 초보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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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정도),상급 초보자 단계(입사 후 2-3년),유능한 단계(입사 후 4-6년),숙련
단계(입사 후 7년 이상)로 나누었다.이는 근무 시작 후 6개월 된 신규 졸업 간호사를 상
급 초보 단계로 분류하고 그 이후부터 유능한 단계로 분류하는 Benner의 단계가 국내
간호사들의 실제 실무수준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국내 실정에 맞추어 병
원입사 후1년간초보자단계,2-3년차단계를상급초보자단계로나눈것이다.또한아
직은 전문간호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고 국내 간호사들이 숙련 단계에
이르는데걸리는기간이Benner의숙련단계에이르는기간보다길기때문에어느정도
는 숙련단계에서도 전문가단계에 보이는 역량이 보일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문가단계
를제외시켰다고하였다.
Bell(1993)은 southwest의 Magnethospital에서 헤르쯔버그의 직무 만족의 위생,

동기요인에 근거하여 임상등급제도에 직무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임상등급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그들이 가진 책임감에 따른 성취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안
정감과 중요성을 느끼고 승진의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더 많은 만족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Corley(1994)는 임상등급제도가 간호사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항상
간호사 업무 만족도와 관련 지어 이 제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직률을 줄이
고 병원 외 간호사들의 시간제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고 하였다.NashGeneralHospital에서는 간호사 임상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
로서 임상등급을 가진 간호사들이 임상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간호를 잘
파악하고 의사들과 협조를 이루면서 병원 전체 재정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였으며,Virginia의 한 병원에서도 임상등급제도를 실시하면서 간호사들의 잦은 이
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교육,서비스 질 감소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족,같이 일하
는 의료진들과의 부조화 등으로 생기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력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다(Worthy,1996;Hollabaugh,1998;
Malik,1991).
한편 DelBueno(1982)는 임상등급을 "환자 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평가와

개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도로 만들어진 기준의 위계질서"라고 정의하면서,임상
승급제도(clinicalladdersystem)가 신규간호사와 경력 간호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임상기술을 증진시키며,간호사들로 하여금 임상에 남아 있도록 자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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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고,임상등급은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평가와
개발을위한수단으로서의단계기준을제시한다고하였다.
Saphiro(1998)는 임상등급제도는 간호사 만족,대상자 만족,의사 만족,전문직 발전,

전문 간호사의 수,비용효과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간호사 만족 측면에서는
임상등급제도가 의사결정력과 같은 자율성,유동성 있는 근무 번표,발전 및 승진 가능
성,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며,대상자들은 대부분 간호사와의 상호관계에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임상등급제도로 인한 간호사들에게 미치는 보상(incentive)들이 대상자 만
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또한 전문 간호사와 같이 높은 임상등급에 위치한
간호사일수록 자신감 있게 의사와의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의사소통하고 일을 처
리하므로 업무의 효율과 질이 향상되어 의사 만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전문직 발전으로서의 임상등급제도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간호사가 침상 곁에 남아
임상의 전문화를 추구하도록 동기화 해주며 이외에도 위원회 조직,표준 진료지침
(clinicalpathway)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임상등급제도의 목표는 전문
간호사 양성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전문 간호사의 수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임상등급제도는 간호사 만족을 증가시켜 간호 이직률을 감소
시키므로 경력 간호사의 이직으로 생기는 비용부담과 신규 간호사 모집과 교육에 들어
가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 가치가 있으며 높은 임상등급에 위치한 간호사에게
적절한임금을제공하는것이오히려비용효과적이라고하였다.
미국 CharlestonAreaMedicalCenter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임상등급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간호사들을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지위를 보장해 주어 임상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있으며 초보자,상급 초보자,유능한 단계,숙련 단계의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환자 간호,질 관리,전문적 관계 및 리더십,지식과 기
술의 4가지 면에서 전 단계보다 발전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개인적으로
는 전문적인 성장과 간호직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Hayes,1999).현재 미국에
서는 239개의 병원에서 임상등급제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병원에서도 적
용할 계획이라고되어 있는데(Saphiro,1998)우리나라에는아직이 제도가 병원에도입
되어있지 않고 국내의 일 병원에서도 인사개발 관리 방법의 하나로써 그 필요성에대한
연구와 적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김혜숙,1998),2000년 장금성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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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제시된 4단계임상등급 개발에대한연구와 2001년박지은이 중
환자실 간호사의 임상등급별 간호역량 측정도구개발에 대한 연구,2003년 육신영의 연
구에서임상등급에다른간호역량및행동지표개발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있다.
서울시 간호사회(1996)의 조사에 따르면,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흔히 갖는 갈등 및 스

트레스 요인으로는 의사,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인정과 신뢰성의 문제나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부족한 인력배치에 다른 만성적인 업무과다와 윤리
적 딜레마에 따른 자신의 무능감을 들고 있다.이러한 스트레스는 결국 간호사들의 직
업적 가치와 자존감의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사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간호활동이 일
어나지 않으며 간호실무의 탁월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환자
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반면에 병원 입장에서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확보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병원과 환자입장에서 모두 손해가 되고 있다.이에 2000년
장금성의 연구에서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간호부문의 조
직개발 및 인력개발 차원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방안의 하나로 간
호사들을 임상경험,교육경험,그리고 간호역량의 수준에 따라 인정하고 보상을 달리하
는 시스템으로서 간호조직내의 인력개발과 인사관리를 연계 시킬 수 있는 제도인 임상
경력개발제도(ClinicalCareerDevelopmentSystem)를 고안하였다.이런 제도를 통해
간호조직은 간호사들의 간호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함으로써 이들을 엠파워시
켜 직업적 자신감을 높이고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증가되는 간호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며,이런 변화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차별화된 간호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고,병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인적자산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
할수있으리라고판단된다(2000,장금성).
지금까지의 문헌고찰을 종합해 보면,임상등급제도에 내재된 기본 가정은 간호실무

수준에 따라 간호사들을 차등적으로 인정.보상하는 것이라고 파악된다.다시 말해 직
접적인 환자간호에 대한 차등 화된 보상을 하여 간호사들을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직업
적으로 더 유능해지도록 동기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간호사들을 인정
받도록하는것이라여겨진다.
장금성(2000)은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의 간호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즉,경력이 많을수록 상위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역량이 수준이 발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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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간
호역량이 고르게 상위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었다.또한 비슷한 근무연한으로 동
일한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발휘되는 간호역량에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동일한 임상적 경험과 근무경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임상실무 발전
수준이동일하게발전해나가는것은아닌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사들을 임상등급별로 나눠 간

호사의 임상적 경력과 경험의 증가 및 간호역량수준의 차이에 따라 업무수행에서받는
스트레스와대처유형을파악하고자한다.

333...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스트레스의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원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노력이다(Lazarus,1984).일상생활에서필연적으로겪게되는스트레스는반응
적인 측면보다는 인지적 과정에 의한 대처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입장
에서 Lazarus(1967)는 스트레스의 유기체적 인지적 내용을 묘사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
였는데 즉,스트레스와 정서의 관련을 원인으로서 보다 인지적 결과와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설명하면서 정서는 원인보다 결과로써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결과는 정서를 유
도하는 인지적 과정에 의한 것으로,이러한 연속과정이 대처행동의 유형을 조직하는 기
능을 한다고보았다.이러한대처행동은그 기능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나눌수 있는
데 Lazarus(1966,1981)는 스트레스 개념 그 자체는 대처에 비하여 그 유의성이 적으며,
적응적 결과에 진정한 차이를 주는 것은 대처임을 강조하면서 대처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으므로이것이모두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학자들에 따라 대처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Rudolph,H.Moos&

Andrew,G.Billings(1982)는대처행동의유형을상황의의미를규정하거나재규정하는
평가 지향적 행동,실제 상황을 다룸으로써 스트레스원을 조정하거나 소거하는 문제 지
향적 행동,스트레스원의 관련된 정서를 통제하거나 효과적인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정
서지향적행동으로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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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rus는 대처행동 유형을 문제지향과 정서지향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
자로 그는 대처행동 유형을 크게 이분하여 개인의 대처 노력을 자기 자신의 활동 방향
을 바꾸거나 위협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상황을 좀 더 좋게 바꾸는
문제집중적 대처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 자체의 신체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다
루어 사회적 기능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으려 하는 정서 집중적 대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으며,사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고 대처행동은
상황에대한인지적평가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하였다(Lazarusetal,1981,1985).
Folkman&Lazarus(1980)는68개문항으로이루어진대처방식척도를개발하였는데

대부분이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 집중적 대처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어,어느
한 가지 유형의 대처행동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
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한편 Lazarus는 정서 집중적 행동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극복에는 효과적이나,본질

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왜곡을 내포하는 반응이므로 상습적인 사용은 차후의 스트레
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스트레스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누구나 평형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대처(coping)란 내적,외적 요구와 갈
등을 감소시키고 참아 내고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의지적 행동적 노력으로(정순영,
양진향,1993),Gal&Lazarus는스트레스상황동안에행동을취하는것이상황에대한
지배력,조절력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 정신에너지를 발산하
기 때문에 무의미한 활동조차도 스트레스를 경감,완화하는데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
하였다.
Aguilera등(1978)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요소는 개인의 환경생활에 대한 인식,상황적 지지 및 적응기제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고,또한 Bell(1977)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가는 정도는 대처방식의 선택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처행위
를 장기적 대처방법,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현실성이 적고 개인에게 파괴적
인 효과를 미치는 대처행위를 단기적 대처방법이라고 구분하여 적절한 장기 대처방법
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적응해 나갈 수
있으나 부적절한 단기 대처방법을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어려우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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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된다고 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을앓고있는사람들이단기대처방법을많이사용한다고하였다.
배정이(198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방식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사들이 장기 대응방법을 더 많이 시용하고 있다고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정서집중
적 행동은 문제집중적 행동이 불가능하거나,또는 문제집중적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때
에만한해서긍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고설명하고있다.
Bell(1977)과이은화(1987),박호숙(1987)의연구결과에의하면스트레스정도가높을

수록 대처방식의 수가 많고 단기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단기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장기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군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인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최영희(1982)는 생활사건이 많
을수록대처방식을많이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대처행동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개념이 아니라 한 스

트레스 조건에 대하여 여러 방면의 대처를 사용할 수 있는 다면적 행동양식으로 파악해
야함을알수있다(김정희,1985).또한스트레스개념과대처유형이복잡하고다양하여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임상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경험하게 되는 대처유형에도
임상등급에 따라 다양함과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때,임상등급에 부합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유형의 모색이 필요
하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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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분석하기위한서술적횡단적비교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병원 운영체계와 운영목적에 있어 비교적 공통점이 있는 서울시
와 원주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중 직접 환자간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과계 병동,외과계 병동,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외래 등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250명을 임상등급별로
25%씩 할당 표출하였다.위의 연구 장소를 택한 이유는 대규모 운영 체제인 대학 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다양한 대처유
형을 사용할것이라사료되었기때문이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얻어진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6문항,업
무 스트레스 측정 15문항,대처유형 측정 33문항으로 총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자가보고식형식을사용하였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연령,결혼상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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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현근무부서,총임상경력,현직위로총6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222)))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김매자(1985)가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
레스척도로서,그 내용은 업무량 과중 요인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업무 외의
책임 요인으로 총 1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고,각 요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업무량
과중,전문직으로서 역할 갈등,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대인관계상의 문제,의사와
의 대인관계상의 갈등,의사와의 업무상 갈등,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부
적절한 대우,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부적절한 보상,부하 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업무 외의 책임,익숙치 않은 상황,밤근무이다.
점수는 "아주 심하게 느낀다"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까지 Likert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고,점수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간호업무 수행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alpha=0.956이다.본 연구에서의
Cronbach'alpha=0.779이었다.

333)))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대처유형 측정도구는 Lazarus&Folkman(1984)이 개발한 것
을 한정석,오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Lazarus&
Folkman(1984)의 Wayofcoping측정도구는 본래 총 66문항으로 경험적으로 구축된 척
도(Empiricallyconstructedscale)와 추론적 척도(Rationallyconstructedscale)로 구성
되었으며 이를 한정석,오가실(1990)이 사전조사를 통하여 43명의 대상자로부터 의미
있게응답된내용을선택하여총33문항으로축소한것을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 중심 영역 8개 문항,희망적 관점 영역 5개 문항,무관심 영역 6개 문

항,사회적 지지 탐색 영역 7개 문항,긍정적 관점 영역 4개 문항,긴장해소 영역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4점 층화 평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4점),'대체로 그렇다'(3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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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그렇지 않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총 점수 범위는 33점에서 132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다양한대처유형을사용하는것으로보고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한정석,오가실(1990)에서 Cronbach'alpha=0.79이

다.본연구에서의Cronbach'alpha=0.737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및및및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 였으며 서
울시와 원주시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의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 명
하고 협조를 구한 후,해당 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수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상등급별
로 적절히 배분하여 특정 연차의 경력 간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모집 후,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배부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가보고 형식
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배부 10일 후 각 간호부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직
접수거하였다.
연구기간동안배부된설문지 총250개중235개가 수거되어약94%가 회수되었으며

그중불완전하게응답한7부를제외하고228개의자료를통계처리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연구
변인에따른구체적인통계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1)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서술적통계(실수와백분율)로산출하였다.
2)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대처유형의 차이검증은 ANOVA,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인
연령,결혼 상태,최종 학력 ,현 근무부서,현 직위 등의 관련 변인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본 연구자는 임상등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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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업무 스트레스만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통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연구결과를분석하였다.

3)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대처유형의 관계는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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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일일일반반반적적적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표1>과같다.
연령의 범위는 21-48세로 평균 28.3세이었고,미혼은 156명(68.4%),기혼은 72명

(31.6%)이었다.최종학력은 간호전문대졸업자 87명(38.2%),간호학과(대학)졸업자 113
명(49.6%),대학원졸업(과정)자가 24명(10.5%),기타 4명(1.8%)으로 대학졸업이상이
60%이상을차지하였다.
현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152명(66.7%),중환자실 23명(10.1%),수술실 22명(9.6%),응
급실 13명(5.7%),기타 18명(7.9%)으로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가 60%이상을 차지하였
다.
임상등급별로 임상경력을 구분하여 입사 후 1년 미만 간호사 56명(24.6%),입사 후 2

년 이상 3년 이하 간호사 57명(25%),입사 후 4년 이상 6년 이하 간호사 55명(24.1%),입
사 후 7년 이상인 간호사 60명(26.3%)이었다.현 직위는 일반간호사 195명(85.5%),책임
간호사24명(10.5%),기타9명(3.9%)으로직접환자간호를 담당 하는간호사가 95%이상
을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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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대상자의일반적특성                                  

                                                                               N = 228(100%)     

  연령 21±48세 28.3±5.9

결혼상태 미혼 156(68.4)
기혼 72(31.6)

최종학력 간호전문대학졸업 87(38.2)
간호학과(대학)졸업 113(49.6)
대학원졸업(과정) 24(10.5)
기타 4(1.8)

현근무부서 일반병동 152(66.7)
중환자실 23(10.1)
수술실 22(9.6)
응급실 13(5.7)
기타 18(7.9)

임상등급 초보자단계(1년미만) 56(24.6)
상급초보자단계(2년이상3년이하)57(25.0)
유능한단계(4년이상6년이하) 55(24.1)
숙련단계(7년이상) 60(26.3)

현직위 일반간호사 195(85.5)
책임간호사 24(10.5)
기타 9(3.9)

특 성 구분혹은범위N(%)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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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전체대상자의요인별업무스트레스의총평균점수가3.46점(최대평점5점)으로 간
호사들의 업무스트레스 정도가비교적높음을알 수있다.임상등급에 따른 평균 점수
는 초보자 단계 군 3.32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3.38점,유능한 단계군 3.58점,숙련 단계
군3.45점으로유능한단계군의스트레스점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표2-1>.
본 연구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보통'이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별 범주로

는 '부적절한 대우'(4.02점)로,임상등급별 초보자 단계군 3.8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4.16점,유능한 단계군 4.11점,숙련 단계군 3.95점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업무량 과중'(3.81점),'업무 외 책임'(3.66점),'익숙치 않은 상
황'(3.64점)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반면,3.5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요인별 범주
로는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2.59점),‘부적절한 보상(3.24점),’병동의 부적절
한물리적환경‘(3.09점)순으로업무스트레스정도가비교적낮게나타났다.

222)))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 되었
다.총 업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
1.696,p=.169).그러나몇몇항목에있어서는차이가나타났다.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업무량 과중

(F=2.088,p=.038),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F=5.551,p=.001),상사와의 불만스러운관
계(F=2.117,p=.035),부적절한 보상(F=2.449,p=.015),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F=2.877,p=.004),밤근무 (F=2.053,p=.041)이다.즉 업무량 과중은 상급 초보자 단계
군과 유능한 단계군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초보자 단계로 갈수록 업무 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사와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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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스러운 관계는 상급 초보자 단계군과 유능한 단계군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났으며,부적절한 보상은숙련단계로 갈수록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숙련 단계로 갈수록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밤근무는 유능한 단계군과 숙련 단계군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대인관계상의 문제,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부적절한 대우,병동의 부적절
한 물리적 환경,업무 외의 책임,익숙치 않은 환경 등의 항목은 그룹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차이를 추후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초보자 단

계군은 전문지식과 기술의부족에서 숙련 단계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즉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에서 초보자 단계군이 숙련 단계군보다 업무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초보자 단계군은
나머지 상위 세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즉 부하직원과의 불만
스러운 관계에서 숙련 단계로 갈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밤근무
에서 초보자 단계군은 나머지 상위 세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1).
즉 밤근무에서 숙련 단계로 갈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 초보
자 단계군은 업무량 과중에서 초보자 단계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38).즉 업무량과중에서상급초보자단계군은초보자단계군보다업무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능한 단계군은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초보자 단
계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즉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유능한 단계군이 초보자 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능한
단계군은 부적절한 보상에서 초보자 단계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5).즉 부적절한 보상에서 유능한 단계군은 초보자 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숙련자 단계군은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초보자
단계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4),밤근무에서 초보자 단계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1).즉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와 밤근무
에서숙련단계로갈수록업무스트레스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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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임상등급별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차이검증
N=228

부적절한 대우 4.02±0.86 3.86±0.90 4.16±0.82 4.11±0.86 3.95±0.89 1.443 .231

업무량과중 3.81±0.81 3.63±0.75¹ 3.93±0.86² 3.91±0.75 3.78±0.85 2.088* .038 1vs2

업무외의 책임 3.66±0.88 3.55±0.85 3.58±0.96 3.82±0.86 3.68±0.85 1.032 .379

익숙치않은환경 3.64±0.87 3.77±0.91 3.63±0.92 3.80±0.73 3.40±0.87 2.592 .054

의사와의 업무상갈등 3.62±0.94 3.63±0.84 3.63±0.90 3.80±1.01 3.45±0.99 1.328 .266

의료의한계에 대한부담 3.62±0.85 3.64±0.82 3.56±0.71 3.76±0.79 3.52±1.03 .923 .431

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 3.50±0.94 3.48±0.88 3.51±0.97 3.69±0.96 3.35±1.02 1.225 .302

밤근무 3.45±1.12 2.91±1.10¹ 3.47±1.07² 3.71±0.96² 3.68±1.16² 2.053* .041 1vs2

전문직으로서
역할갈등 3.42±0.96 3.32±1.01 3.56±0.89 3.55±0.89 3.27±1.04 1.438 .233

대인관계상
문제 3.35±1.12 3.20±1.07 3.26±1.08 3.53±1.16 3.40±1.17 .976 .409

1,2;사후검정에서 그룹간 차이

                                                     M±SD
업무 스트레스                                                                                             F값      P값     추후검정

요인 범주                전체 초보자단계 상급 초보자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228(100%) 56(24,6%) 57(25%) 55(24.1%) 60(26.3%)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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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임상등급별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차이검증(계속)
N=228

전문지식과
기술의부족 3.35±0.93 3.71±0.78¹ 3.37±0.84 3.31±0.99 3.03±0.98² 5.551* .001 1vs2

상사와의
불만스러운관계 3.27±1.04 3.00±0.97¹ 3.35±1.09 3.55±1.07² 3.20±0.95 2.117* .035 1vs2

부적절한 보상 3.24±0.89 2.96±0.97¹ 3.37±0.86 3.38±0.87² 3.25±0.82 2.449* .015 1vs2

병동의부적절한
물리적환경 3.09±0.94 2.93±0.81 3.16±0.88 3.09±1.06 3.17±0.99 .781 .505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2.59±0.98 2.16±1.02¹ 2.72±0.98² 2.71±0.96² 2.75±0.86² 2.877* .004 1vs2

                                                   M±SD
업무 스트레스                                                                                             F값      P값     추후검정

요인 범주              전체 초보자단계 상급 초보자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228(100%) 56(24,6%) 57(25%) 55(24.1%) 60(26.3%)

총
업무스트레스 3.46±0.63 3.32±0.52 3.38±0.59 3.58±0.55 3.45±0.79 1.696 .169

*:p<.05,**:p<.01
1,2;사후검정에서 그룹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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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전체 대상자의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는 2.58점(최대 평점 4점)으로 비교적 간호
사들이대처유형을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표3-1>.
전체 대상자의 영역별 대처유형의 평균 점수 순위 비교는 긍정적 관점 평균 2.81점,

문제중심 대처 평균 2.92점,사회적 지지 탐색 평균 2.76점,무관심 평균 2.26점,희망적
관점 평균2.22점,긴장해소평균 2.16점으로 영역별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초보자 단계군(입사 후 1년 미

만)은 총 평균 점수 2.58점,상급 초보자 단계군(입사 후 2년 이상 3년 이하)은 총 평균
점수 2.60점,유능한 단계군(입사 후 4년 이상 6년 이하)은 2.55점,숙련 단계군(입사 후
7년 이상)은 총 평균 점수 2.58점으로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상급 초보자 단계군이 가장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유능
한단계군이 가장적게대처유형을사용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영역별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초보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 평균 2.90점,희망적 관점 평균 2.83점,무관심 평균 2.56점,사회적 지지 탐색 평균
2.76점,긍정적 관점 평균 2.80점,긴장해소 평균 2.58점으로 영역별 대처유형 중 문제중
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다음으로 희망적 관점,긍정적 관점 순으로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 초보자 단계군(입사 후 2년 이상 3년 이하)은 문제중심
대처 평균 2.90점,희망적 관점 평균 2.22점,무관심 영역 2.29점,사회적 지지 탐색 평균
2.77점,긍정적 관점 평균 2.82점,긴장해소 평균 2.30점으로 영역별 대처유형 중 문제중
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으로 긍정적 관점,사회적 지지 탐색 순으로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능한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 평균 2.90점,희망적 관
점 평균 2.20점,무관심 영역 평균 2.26점,사회적 지지 탐색 평균 2.73점,긍정적 관점 평
균 2.78점,긴장해소 평균 2.07점으로 영역별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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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며 다음으로 긍정적 관점,사회적 지지 탐색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숙련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 평균 2.99점,희망적 관점 평균 2.17점,무관심 영
역 평균2.25점,사회적지지탐색 평균2.79점,긍정적관점 평균 2.82점,긴장해소평균
2.09점으로 영역별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으로 긍
정적관점,사회적지지탐색순으로많이 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2)))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비비비교교교

대상자의 임상등급에 따른 영역별 대처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1>에 제
시되었다.
총 대처유형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56,

p=.645).그러나 긴장해소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6,
p=.043).
문제중심 영역은 초보자 단계군 2.90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2.90점,유능한 단계군

2.90점,숙련 단계군 2.99점으로 숙련 단계군이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F=2.034,p=.110).
희망적 관점 영역은 초보자 단계군 2.2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2.22점,유능한 단계군

2.20점,숙련 단계군 2.17점으로 초보자 단계군이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
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않았다(F=.611,p=.608).
무관심 영역은 초보자 단계군 2.2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2.29점,유능한 단계군 2.26

점,숙련 단계군2.25점으로 상급 초보자 단계군이무관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이지않았다(F=.184,p=.907).
사회적 지지 탐색 영역은 초보자 단계군 2.7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2.77점,유능한

단계군 2.73점,숙련 단계군2.79점으로 숙련 단계군이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을 가
장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F=.454,p=.715).
긍정적 관점 영역은 초보자군 2.80점,상급 초보자군 2.82점,유능한 단계군 2.78점,숙

련 단계군 2.82점으로 상급 초보자 단계군과 숙련 단계군이 긍정적 관점대처유형을가
장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F=.176,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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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해소 영역은 초보자 단계군2.18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2.30점,유능한 단계군
2.07점,숙련 단계군 2.09점으로 상급 초보자 단계군이 긴장해소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2.766,p=.043).추후
검정결과상급초보자단계군과유능한단계군간에유의한차이를보였다(p=.043).즉
상급 초보자 단계군이 유능한 단계군보다 긴장해소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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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임상등급별 대처유형 차이검증
N=228

*:p<.05,**:p<.01
1,2;사후검정에서 그룹간 차이

                                                         M±SD

대처유형

범주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F값        P값       추후검정

228(100%) 56(24,6%) 57(25%) 55(24.1%) 60(26.3%)

문제중심 대처 2.92±0.23 2.90±0.19 2.90±0.29 2.90±0.15 2.99±0.24 2.034 .110

긍정적 관점 2.81±0.33 2.80±0.34 2.82±0.36 2.78±0.29 2.82±0.35 .176 .912

사회적지지 탐색        2.76±0.31 2.76±0.30 2.77±0.35 2.73±0.28 2.79±0.30 .454 .715

희망적 관점  2.22±0.37 2.83±0.44 2.22±0.37 2.20±0.39 2.17±0.38 .611 .608

무관심 2.26±0.36 2.56±0.39 2.29±0.31 2.26±0.36 2.25±0.39 .184 .907

긴장해소  2.16±0.48 2.18±0.50 2.30±0.54¹ 2.07±0.47² 2.09±0.37 2.766* .043 1vs2

총 대처유형  2.58±0.19 2.58±0.19 2.60±0.19 2.55±0.18 2.58±0.19 .556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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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전전전체체체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의의의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대처유형과의상관관계는<표4-1>에제시되었다.
전체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량 과중은 무관심 대

처유형(r=.135)과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의사와의대인관계상의
갈등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r=.172)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한계에대한심리적부담은사회적지지탐색대처유형(r=.135)과약한양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적절한 대우는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131)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사회적 지
지 탐색 대처유형(r=.147)과 긍정적 관점 대처유형(r=.134)의 두 개의 영역에서 약한 양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총 대처유형(r=.173)과는 양적 상관관계가 있
는것으로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불만스러운관계는무관심대처유형(r=.150)과약한
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총대처유형(r=.171)과양적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무관심 대처유형(r=.174)과 양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긴장해소 대처유형(r=.132,p<.05)과 총 대처유형
(r=.139)의 두개 영역에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외의 책임은 문
제중심대처유형(r=.163)과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r=.217)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숙치 않은 상황은
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250)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밤근무
는 긍정적 관점 대처유형(r=-.133)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업
무 스트레스는 문제중심 대처유형(r=.170)과 총 대처유형(r=.163)의 두개의 영역에서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163)과
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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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 4-1>에 제시되
었다.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와의 대인관계

상의 갈등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 유형(r=.296)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사와의불만스러운관계는총대처유형(r=.331)과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
는것으로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불만스러운관계는무관심대처유형(r=.299)과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무관심 대처유
형(r=.273)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외의 책임은 사회적지
지탐색대처유형(r=.302)과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상관관계를 보면 업무량 과중은

무관심대처유형(r=.411)과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총 대처유형(r=.345)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와의 대인
관계상의 갈등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77),무관심 대처유형(r=.319),총 대처유형
(r=.331)의세개영역과 약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의사와의업무상의갈
등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88),무관심 대처유형(r=.286)의 두개 영역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총대처유형(r=.344)과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
로 나타나,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업무 스트레스 상황인 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문제와
업무상의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다양한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
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359)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총 대처유형(r=.319)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적절한 대우는 총 대처유형(r=.273)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총 대처유형(r=.295)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불만스러운관계는긴장해소대처유형(r=.264)과약한양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희망적 관점 대
처유형(r=.275)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무 외의 책임은 사회
적지지 탐색대처유형(r=.302)과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익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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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은 문제중심 대처유형(r=.279),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71)의 두개 영역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총 대처유형(r=.370)과 양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업무 스트레스는 총 대처유형(r=.362)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능한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인관계상의 문제

는 문제중심 대처유형(r=-.300)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문제중심 대처(r=.276),무관심 대처유형(r=.289),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305),총대처유형(r=.272)의네 개영역과 약한 양적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나,유능한 단계군이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업무 외의 책임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
(r=.313)과 약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숙련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은 문제중심 대처유형(r=-.394),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r=.339)의 두개 영역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문제중심 대처유
형(r=.289)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인관계상의 문제는 문제
중심 대처유형(r=.298)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와의 대인
관계상의 갈등은 문제중심 대처유형(r=.269)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94),무관심 대처유형
(r=-.408),총 대처유형(r=-.267)의 세 개 영역과약한 부적 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 나타
나,숙련 단계군은 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시 앞서 제시된 세 개 영역의 대처유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무관심 대처유형
(r=-.268)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적절한 대우는 희망적 관
점 대처유형(r=-.324)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사와의 불만스
러운 관계는 문제중심 대처유형(r=.379)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
적절한 보상은 문제중심 대처유형(r=.265)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문제중심 대처유형(r=.339)과 양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숙치 않은 상황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81)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265)과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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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총업무스트레스는문제중심대처유형(r=.380)
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적 지지 탐색 대처유형(r=.312)과 약
한양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상등

급에 따라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대인관계상의 갈등은 초보자 단계군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과 무관심 대처유형,숙련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
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초보자 단
계군은 무관심 대처유형,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긴장해소 대처유형,숙련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초보자 단계군은 무관심 대처유형,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
형,유능한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무관심 대처유형
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상급 초보자 단
계군은 총 대처유형,숙련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와의 업무상 갈등은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무관
심 대처유형,총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숙련자 단계
군은 희망적(r=-.294),무관심 대처유형(r=-.408),총 대처유형(r=-.267)과 약한 부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시 앞서 제시된 세 개 영역의 대
처유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상급 초보
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숙
련자 단계군은 무관심 대처유형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268),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무관심 대처유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적절한 대우는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총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반면 숙련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324),부적절한 대우에서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는초보자 단계군은 총대처유형,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총 대처유형,숙련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긴장해소 대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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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숙련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숙
치 않은 상황은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희망적 관점 대처유형,총 대
처유형의 세 개 영역,숙련자 단계군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을 주로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숙련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281)과 약한 부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익숙치 않은 상황에서는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은 숙련자 단계군에서 문제중
심대처유형과 사회적지지탐색대처유형을주로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의의의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전체 대상자와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는 다음
과같다<표4-1>.
전체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163)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초보자단계군의업무스트레스와대처유형(r=.176)은유의한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362)은 양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과 비교해 업무 스트레스 상황시 다양한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능한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은 (r=.056)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숙련 단계군의 업무 스트
레스와대처유형(r=.108)은유의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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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대대대처처처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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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유형
업무 스트레스 그룹별 문제중심 대처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 해소 총대처유형

업무량 과중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02 .032 .135* .062 -.034 .018 .076
-.073 .195 .055 .091 .002 -.103 .066
-.117 .152 .411** .039 -.085 .162 .160
.084 .063 .206 -.044 -.008 -.175 .056
.160 -.210 -.068 .152 -.033 .134 .028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70 .024 .020 .096 .009 .044 .018
-.046 .086 .018 .100 .006 -.119 .027
-.041 .067 .009 -.082 -.014 .030 -.020
-.080 .109 .110 .024 -.141 .022 .045
.394** -.134 -.052 .339** .134 .244 .246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70 .007 .017 .107 -.064 .061 .067
-.242 -.094 -.044 -.092 -.154 -.018 -.173
.234 .226 .139 .250 -.013 .228 .345**
-.042 .038 .056 .032 -.082 -.209 -.031
.289* -.208 -.059 .245 -.020 .179 .113

대인관계상의
문제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00 -.007 .068 .059 .001 .069 .088

.121 .207 .088 .215 -.015 .022 .199

.113 .164 .211 .040 .101 .222 .247
-.300* -.207 .005 -.029 -.106 -.027 -.167
.298* -.110 .011 .033 .013 .125 .098

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96 .011 .043 .172** -.013 -.024 .099

.017 .080 .049 .296* .151 -.027 .174

.142 .277* .319* .162 -.040 .196 .331*
-.101 -.079 .159 .132 -.195 -.142 -.018
.269* -.199 -.252 .159 .036 -.172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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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대대대처처처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계계속속속)))
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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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유형
업무 스트레스 그룹별 문제중심 대처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 해소 총대처유형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58 -.006 -.063 .127 -.069 -.047 .012

.036 .102 -.146 .253 .098 -.163 .052

.149 .288* .286* .200 -.043 .207 .344**
-.086 -.057 .131 .167 -.166 -.113 .008
.132 -.294* -.408* -.031 -.130 -.170 -.267*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31* .030 -.028 .135* .111 -.054 .097

.123 .038 .150 .143 .231 -.117 .169

.122 .359** .079 .229 .158 .084 .319*

.016 .084 .058 .108 .033 -.120 .068

.250 -.227 -.268* .115 .062 -.048 -.047

부적절한 대우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04 .007 .041 .131* .004 .028 .069
-.111 .209 .080 .145 .189 .059 .169
-.008 .225 .166 .227 .159 .148 .273*
.048 -.011 .076 .090 -.213 -.156 -.016
.075 -.324* -.126 .077 -.139 .014 -.123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50* .039 .047 .147* .134* .081 .173**

.200 .210 .145 .237 .251 .125 .331*

.104 .228 .148 .248 .095 .113 .295*
-.080 -.196 -.113 -.006 .136 .055 -.085
.379** -.030 .011 .129 .097 .060 .185

부적절한 보상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20 .020 .033 .113 .014 -.005 .094

.120 .135 .033 .131 .091 -.126 .115

.014 .107 .113 .150 .045 .067 .155

.132 .087 .191 .044 -.212 -.024 .093

.265* -.205 -.185 .134 .086 .09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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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대대대처처처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계계속속속)))
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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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유형
업무 스트레스 그룹별 문제중심 대처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 해소 총대처유형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28 .022 .150* .107 .027 .130 .171**

.001 .183 .299* .095 -.156 .000 .165

.050 .079 .157 .109 .133 .264* .228

.087 -.029 .187 .110 .098 .224 .189

.339** -.065 -.042 .114 .032 .071 .126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42 .045 .174** .074 -.023 .132* .139*

.013 .130 .273* .076 -.121 .154 .181

.001 .275* .219 .036 .063 .138 .209

.276* -.036 .289* .305* -.039 .099 .272*
-.060 -.094 -.027 -.108 -.022 .173 -.067

업무 외의
책임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63* .003 -.041 .217** -.051 -.008 .098

.162 .139 .059 .302* .078 -.145 .188

.168 .121 -.079 .302* -.081 .109 .200

.057 -.055 .067 .313* -.160 .034 .101

.233 -.155 -.187 -.024 -.037 .01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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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대대대처처처 유유유형형형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계계속속속)))
N=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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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유형
업무 스트레스 그룹별 문제중심 대처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색 긍정적 관점 긴장 해소 총대처유형

익숙치 않은
상황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24 -.029 -.052 .250** -.117 -.077 .055
-.096 .011 -.120 .109 -.110 -.223 -.106
.279* .271* .092 .451** -.150 .082 .370**
.114 -.183 .014 .205 -.013 -.120 .006
.230 -.281* -.159 .265* -.138 -.112 -.034

밤근무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013 .003 .060 .034 -.133* .033 .009
-.220 .154 .019 -.067 -.161 -.047 -.071
-.041 .043 .176 .076 -.204 .102 .058
.170 -.090 -.036 .151 -.082 .007 .028
-.002 .001 .093 -.004 -.101 .184 .043

총 업무스트레스

전체
초보자 단계
상급 초보자 단계
유능한 단계
숙련 단계

.170* .019 .056 .241** -.007 .017 .163*

.002 .215 .114 .236 .039 -.082 .176

.122 .292* .255 .250 .008 .226 .362**

.021 -.072 .153 .176 -.127 -.063 .056
.380** -.197 -.150 .312* .025 -.01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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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111...임임임상상상등등등급급급별별별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및및및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간호 업무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
스는 역할수행에도움을 주는 계획된 변화,개인적 성장,생산성 증가등을 가져온다.그
러나 반복 또는 지속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생리적,정
신적 체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능률,사기,업무 수행을 감소시켜서 결과적
으로 환자간호에 영향을 주어(Huckbay,1979)환자의 간호를 태만하게 하거나 과실,결
근 및 소진을 초래한다(박순자,1976;Dorris,1977;Hay&Oken,1972;Jacobson,1983;
John,1979;Jones,1978).이러한 소진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직업
적 태도를 갖게 되며,환자 간호에 무관심해져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자기직업과
환경에대한 불만족을갖게되어간호현장으로부터 이직을 하게 된다(Choi,1996).이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더불어 병원경영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결국 간호사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환자 간호에도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인력자원의 측면에
서도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Gustafson,Dushene&Baker,1992;Nicholson,
1990;Schaefer&Moos,1996;Williams,1989).
이에 장금성(2000)은 간호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간

호부문의 조직개발 및 인력개발 차원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방안
의 하나로 임상경력개발제도(ClinicalCareerDevelopmentSystem)를 고안하였다.장
금성(2000)은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의 간호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경력이 많을수록 상위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역량이 수준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간호역량
이 고르게 상위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었다.또한 비슷한 근무연한으로 동일한
임상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라 하더라도 발휘되는 간호역량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임상적 경험과 근무경험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의 임상실무 발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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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하게발전해나가는것은아닌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사들을 근무 연한에 따른 임상등급별로 나누

어 보았을 때 간호사의 임상적 경력과 경험의 증가 및 간호역량 수준의 차이에 따라 업
무수행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상이나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간호업무에 대한 태도 및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인
소진및이직의도,이직률또한달라질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따라서 임상등급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하고 간호

사에게 영향을 주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유형의 관계를 확인하여 임상등급별
각각의 단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
마련에 기여하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간호사 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간호의
질을향상시킬수있음에본연구의의의를두고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의 총 평균 점수가 3.46점(최대평점

5점)으로 간호사들이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간호직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라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써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조직적,개인적인 차원의
계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임상등급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의 비교 결과 그룹간 업무 스트레스 정도

에는 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고 근무연한및 경력과 상관없이 높은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대체적으로 초보자 단계군에서 상위군으로 갈수록 업무
상황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직
위가 높을수록 환자 상태에 대한 신속하고 신중한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에서평균3.5점이상의 '보통'이상으로 업무스트레스가높은 요인별 범주로

는 '부적절한 대우'(4.02점)로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업무
량과중'(3.81점),'업무외책임'(3.66점),'익숙치않은상황'(3.64점)등의순으로 높게나
타났다.김복순 외(1998)의 연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밤근무'가 가장 스트레
스를 많이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나타났으며,'의사와의대인관계상의갈등','업무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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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업무량 과중'순
으로나타나본연구결과와는순서상다소차이가있다.
대상자의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총 업무 스트레스 평

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696,p=.169).그러나
몇몇 항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업무량
과중,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부적절한 보상,부하직원
과의불만스러운관계,밤근무이다.
초보자 단계군은 ‘전문지식과 기술의부족’에서 숙련군보다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신규 간호사에게 있어서 임상간호실습과 이론적 지식과의 괴
리,효과적인 간호경험 및 지식의 부족 등이 스트레스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려주고 있
다.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업무량 과중’에서 초보자 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무량 과중’이 간호사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는김매자,구미옥(1984)의연구결과를뒷받침해주고있다.
유능한 단계군은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초보자 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능한 단계의 간호사가 병원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
창 정열적으로 일하는 시기이며 많은 일을 수행하다 보면 상사뿐만 아니라의사들이나
타 직종 간에 잦은 대면으로 인하여 갈등의 부분이 더 많이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Norine(1978)은 대인관계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였고,Arndt&Laeger(1970)는건강전문요원들에게스트레스요인이되는것중의하
나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병원이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관계의 복잡
성 갈등이 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하위직급 및 기타 병원 직원과의 대인
관계에서간호사는스트레스를거의느끼지않는다고하였다(이정숙,1983).또한‘부적
절한 보상’에서 유능한 단계군은초보자 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가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간호사들이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그에 합
당한대우나사회적지지를얻지못하는실정(지성애,1993)과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숙련자 단계군은 ‘밤근무’에서 초보자단계군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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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또한 초보 단계에서 숙련의 단계로 갈수록 밤근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응급한 상황을 포함한 간호 업무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감 및 정신적,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초보자 단계에 있
는 간호사들에 비해임상 경력이 높은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있다
는것을보여주고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는 2.58점(최대 평점 4점)으로

비교적 간호사들이 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대상자의 영
역별 대처유형의 평균 점수 순위 비교 결과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나타났다.이는 영역별 대처유형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문제 중심 대처 유형
을 많이 사용한다는 김혜숙(2001)과 김경숙(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와는 반대
로 간호사의 스트레스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조금
숙(1997),암환자에관한 홍영란(1998)의 연구결과에서도역시간호사가 정서중심대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서 지
향적 대처가 일시적인 스트레스 극복에는 효과적이나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 왜
곡을 내포하는 반응이므로 상습적인 사용은 차후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될 수 있
다는Lazarus(1980)의견해와도일치하였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평균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급 초보자 단계군이 가장 대처유형을 많
이 사용하며 유능한단계군이 가장적게대처유형을사용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르자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유능한 단계군이 대처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당연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능한 단계군
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처유형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임상 경력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다양한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름
대로 대처를 해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며,임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겪은 갈등 상
황에대한경험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고생각된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영역별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초보자 단계군은 문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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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유형 다음으로 희망적 관점,긍정적 관점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나머지
상위 세 그룹은 문제중심 대처유형 다음으로 긍정적 관점,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반성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여 발전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한편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것 다음으로 초보자
단계군은 상위 세군 간에 사용하는 대처유형과 다르게 희망적 관점,긍정적 관점 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Spivack(1985)가 문제중심 대처유형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지만 정서상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대처전략도적응을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
였고 어떤 대처유형이 효과적인가는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르
므로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직면한 상황 즉 스트레스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특
성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듯이,전문직 훈련을 통하여 높은 이상과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된 초보 단계의 간호사들이 자신의 근무 연한 및 경력에 따라
직면한 간호 상황에 적절한 대처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긍정적인결과
라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등급에 따른 영역별 대처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 대처유형 평

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56,p=.645).그러나 긴
장해소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2.766,p=.043)상급 초보자
단계군이 유능한 단계군보다 긴장해소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능한 단계의 간호사들이 스트레스에대해 휴식이나 휴가와 같은적절
한긴장해소방법을찾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163)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r=.362)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과 비교해 업무 스트레스 상
황시 다양한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간호사들이 스트레스
를 심하게 느낄수록 대처행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며,스트레
스의 적응에 있어서대처행위가 많을수록 더욱 현실적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적응능력
이강해질수있다는관점(최영희,1982)에서본다면바람직한결과라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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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상등
급에따라요인별업무스트레스에대한대처유형에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사와의 대인관계상의 갈등’에서 초보자 단계군은 사회적지지 탐색 대처유형

(r=.296)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희망
적 관점 대처유형(r=.277),무관심 대처유형(r=.319),총 대처유형(r=.331)의 세 개 영역
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숙련 단계군은 문제중심 대처유형(r=.269)
과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
담’에서 상급 초보자 단계군은 희망적 관점 대처유형(r=.359)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단계군은 무관심 대처유형(r=-.268)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유사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 그룹간 대처하는 유형
에차이가 나타난 것은 임상경력및근무연한에따라 각자 인지하는스트레스의원인
에 대해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해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한편 초보자 단계
군과 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간호사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지지 탐
색 대처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업무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이고
격려가 되는 상관과 동료 간호사들의 회환이 의미가 있고,도전이 되는 의욕을 갖게 해
줌과 동시에 스트레스 경험에 완충역할을 한다고 Cherniss(1980)와 LaRocco등(1980)이
보고하였듯이 즉 한 개인의 넓은 범위의조직망의 구성원으로부터 충족되는 사회적 지
지는 복합적인 업무 상황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완충요인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입증해 주는 바람직한 연구 결과라 사료된다.반면에 숙련 단
계의 간호사들이 여러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겪은 갈등 상황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임상지식과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또는 임상문제를 더욱 자주 접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더욱 효
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선행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임상
경력에 따라 의사결정,지식,숙련성,임파워먼트 등의 의사결정의 과정또는 결과에 차
이가있음을보고하고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임상등급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의 관계가 확

인되었으며 이에 임상등급별 각각의 단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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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및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반성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
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처유형의 적용으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
하고업무에대한동기부여및능률향상을도모함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
초보자 단계 간호사들의 임상 수준의 핵심은 안전한 환자 간호의 확보이며 이를 위

해 간호사들은 지침과 규정에 따르며,명백한 증상의 변화를 발견하고 보고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상위자를 돕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본 연구에
서 초보자 단계의 간호사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이 단계의 간호사들에게는 지원과 교육이 필수적
이다.간호지식이나 기술을 좀더 빨리 향상시키고 병동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간호지식 및 환자를 대하는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관련 분야
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교육,다양한교육및 행사참여의 기회 제공,경력 간호사들의 신
규간호사들에대한 정서적인배려와지지제공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상급 초보자 단계 간호사들의 임상 수준의 핵심은 간호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

할 수 있게 되며 비교적 복잡한 간호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적인 간호과정의 적용이 비
교적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업
무량 과중’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
창 열정적으로 많은일을 수행하는 시기에 있는간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 경험을완화
시키기 위해 과중한 업무에 합당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업무 스트
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휴가 및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의 배
려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계발 및
시행등이필요하겠다.
유능한 단계 간호사들의 임상 수준의 핵심은 간호단위 내의 대부분의 실무가 독립적

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업무처리가 유연해진다고 규정하였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잠
재적이거나 복잡한 간호문제를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응급상
황의 인지와 대처가 초보자와 상급 초보자의 그것과는 확실히 구별되면서 위기관리능
력이 높아져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간호 수행이 가능해 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와 ‘부적절한 보상’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시기에 있는 간호사들의 유능한 업무 수행 능력을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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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사 및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 마련 및 경제적,사회적 보상
또한 숙련성 촉진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간호행정가들은 각 간호사의 업무수
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
요하다.
숙련 단계 간호사들의 임상 수준의 핵심은 간호실무수행에 있어 효과와 효율을고려

하면서 매우 유연해지며 환자상황과 간호문제들을 전체적인 패턴으로 인식하는데 있
어 예민한 지각력이발휘되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위기관리
에 매우 능하다고 보았다.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간호사의 예민한 지각력이 비단 응
급상황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입원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도 개입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소규모 집단 혹은 간호단위 차원의 직업적 발전 노력을 보다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에서 이 단계의 간호사들은 ‘밤근무’와 ‘부하직원
과의 불만스러운 관계’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있는
숙련 간호사들을 위해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의 배려,병동 자체 내에서의 팀리더로서
의 역할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또한 숙련된 간호사들이 양질의 간호사를 제
공하도록 이들에게 적절한 훈련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며,다양한 역할수행을 통하여 숙
련성이촉진되도록돕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과 동기를 가지며 능률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이직을 감소시켜 간호사 개인의 안
녕과 직업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간호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를 효율적으
로관리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간호연구,실무면에공헌할것으로사료된다.

간호연구면에서의의의;
환자간호에 있어 중요한역할 및 책임을 담당하는 간호사 자신의 업무 상황에서의 스

트레스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호 실무에 직접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본
다.그리고 대처유형이 간호 업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스트레스 상태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적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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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또한 실험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고생각한다.

간호실무및간호행정면에서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

하고 임상등급별 각단계의 간호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유형의
관계를 파악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중재를 적용함으로써 스
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함
으로써 간호사 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연구 대상자들의 공통된 스트레스
요인은 행정면에 반영되어 그 체계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추

출에 의해 선정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단기적인 횡단적 연구로서 본 연구
의 결과를 가지고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패턴을 일반화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개인적 요인이나 병
원조직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무병동이나 간호전문분야별 스트레스 및 대처유
형을파악하는장기적인시계열종단적 연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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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및및및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비교
분석하기위한서술적횡단적비교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21일까지 였으며 서

울시와 원주시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의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한 후,해당 병동을 직접 방문하여 수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상등급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특정 연차의 경력 간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할당모집 후,연구에 동
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배부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가보고 형식으
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배부 10일 후 각 간호부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기간동안배부된설문지 총250개중235개가 수거되어약94%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불완전하게응답한7부를제외하고228개의자료를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병원 운영체계와 운영목적에 있어 비교적 공통점이 있는 서울시

와 원주시 소재 Y대학 부속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중 직접 환자간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과계 병동,외과계 병동,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외래 등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250명을 임상등급별로
25%씩 할당 표출하였다.위의 연구 장소를 택한 이유는 대규모 운영 체제인 대학 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다양한 대처유
형을 사용할것이라사료되기때문이다.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김매

자(1985)가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척도로서 그 내용은 업무량
과중 요인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업무 외의 책임 요인으로 총 15개 요인으로 구
성되었고,간호사의 대처유형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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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오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6개 영역,총 33개 문항으로 작성
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PC+를이용하여전산통계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고,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대처유형의 차이검증은
ANOVA,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특
성인 연령,결혼 상태,최종 학력 ,현 근무부서,현 직위 등의 관련 변인이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는 임상등급에 따른 업
무 스트레스만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통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연구 결과
를 분석하였다.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대처유형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전체 대상자의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의 총 평균 점수가 3.46점(최대 평점 5점)으로
간호사들의업무스트레스정도가비교적높음을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평균 3.5점 이상의 '보통'이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별 범주로

는 '부적절한 대우'(4.02점)로,임상등급별 초보자 단계군 3.86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4.16점,유능한 단계군 4.11점,숙련 단계군 3.95점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어 '업무량 과중'(3.81점),'업무 외 책임'(3.66점),'익숙치 않은 상
황'(3.64점)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임상등급에 따른 평균 점수는 초보자 단계 군 3.32점,상급 초보자 단계군 3.38점,유

능한 단계군 3.58점,숙련 단계군 3.45점으로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 정도에는 유의
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2.대상자의 임상등급별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총 업무 스트레스 평
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696,p=.169).그러나
몇몇 항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업무량 과중(F=2.088,p=.038), 전문 지식과 기술의 부족
(F=5.551,p=.001),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F=2.117,p=.035), 부적절한 보상



- 52 -

(F=2.449,p=.015),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러운 관계(F=2.877,p=.004),밤근무 (F=2.053,
p=.041)이다.

3.전체 대상자의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는 2.58점(최대 평점 4점)으로 비교적 간
호사들이 대처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영역별 대처유형의 평균 점
수 순위 비교에서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임상등급별 대처유형의 총 평균 점수 순위 비교에서 임상등급별 간호사들의 대처유

형의총평균점수는 유의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4.대상자의 임상등급에 따른 영역별 대처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 대처유형
평균 점수에 있어서는 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556,p=.645).그러나
긴장해소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6,p=.043).긴장해소 영
역의 추후검정 결과 상급 초보자 단계군과 유능한 단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3).

5.전체 대상자와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전체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163)은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 초보자 단계군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r=.362)은 양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과 비교해 업무 스트레스 상황시 다양한
대처유형을많이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들은 근무 연한 및 경력과 상관없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 중 초보자 단계군
은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나머지 상위군은 대체적으로 ‘업무량 과중 ’,‘대인관계상
의 문제’,‘밤근무’,‘부적절한 보상‘에서 더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중재 적용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따라서 초보자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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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간호사들에게는 간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교육,다양한 교육 및 행사참여의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그리고 나머지 상위 단계에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유능한 업무 수행 능력
을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상사 및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 마
련 및 경제적,사회적 보상 또한 숙련성 촉진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간호행정
가들은 각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공정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또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휴가 및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의 배려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
적인스트레스관리보수교육프로그램의계발및시행등이필요하겠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위한 추
후연구와간호업무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1.본 연구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
추출에 의해 선정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단기적인 횡단적 연구로서 본 연
구의 결과를 가지고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패턴을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개인적 요인이
나 병원조직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무병동이나 간호전문분야별 스트레스 및 대
처유형을파악하는장기적인시계열종단적 연구의시행을제언한다.

2.임상등급에 따른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효과
를 검증하는실험연구가필요하다.

3.자료의 타당성을확보할 수있도록 면접,관찰,생리적측정등의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사용하는연구가실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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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임상등급별 임상등급별 임상등급별 임상등급별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간호사의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와 대처유형 대처유형 대처유형 대처유형 조사를 조사를 조사를 조사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          

   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임상등급별 간호사가 지각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적응 행동을          

   모색함으로써 간호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효율적으  

   로 관리.조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하  

   여 주시는 모든 의견은 보다 나은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순순히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니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5년 10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전공

                                                       연구자 이 정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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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일일일반반반적적적사사사항항항

*다음 해당란에 V표 해 주시고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자세히 기입하여 주
십시오.

1.귀하의연령은?만______세

2.귀하의결혼상태는?
1)미혼 2)기혼 3)기타

3.귀하의최종학력은?
1)간호전문대학졸업 2)간호학과(대학)졸업
3)대학원과정/졸업 4)기타___________

4.귀하의현재근무부서는?
1)일반병동(내과,외과)2)중환자실 3)수술실 4)응급실 5)기타

5.귀하의총임상경력은?
1)1년미만 2)2-3년 3)4-6년 4)7년이상

6.귀하의현직위는?
1)일반간호사2)책임간호사 3)기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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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문문문항항항들들들은은은임임임상상상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업업업무무무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요요요인인인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하께서근무하시면서경험하는스트레스의정도와일치된다고생각하시는란에
V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내내내 용용용
아주
심하게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보통
느낀다

약간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업무량이너무많아피로감을느낄때
2.자신의 역할이 애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
할에갈등을느낄때

3.적절한간호수행을위한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할때

4.환자,보호자,동료간호사와의관계가좋지
않을때

5.의사 및 기타 의료팀과 대인관계상의 갈등
을 느낄때

6.의사와의업무상의갈등을느낄때
7.간호사가해줄수있는 의료의한계에
대해 심리적으로부담을느낄때
8.병원 내에서 간호 인력이 적절한 대우
를 받지못할때

9.상관이나윗사람과의인간관계로인해

10.하는일에비해보상이 적다고느낄때

11.부하직원과의인간관계때문에

12.병동의부적절한물리적 환경때문에

13.간호업무외의일에책임을 져야할때

14.잘알지못하는새로운업무에임하게될때

15.밤근무를하게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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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다다다음음음 질질질문문문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상상상황황황에에에 처처처했했했을을을 때때때 사사사용용용하하하여여여 도도도움움움을을을 받받받는는는 내내내용용용들들들
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하가사용한적절한항목에V표해주세요.

문문문 항항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노력한다.

2.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
린다.

3.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누군가와 이야
기한다.

4.기적이일어날것으로생각한다.
5.운명에맡긴다.
6.아무일도안일어난것처럼지낸다.
7.일의밝은면만보려고애쓴다.
8.누군가로부터 이해와 동정심을 받으려고
한다.

9.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원기를 북돋
는다.

10.모든일을잊어버리려고애쓴다.
11.한 인간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성장하려고애쓴다.

12.그 문제를잊기위해다른일에몰두한다.
13.대처 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
한다.

14.나의느낌을어떤방법으로든지표현한다.
15.그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사람과대화한다.

16.잠시 동안 일을 잊기 위해 휴식이나 휴가
를가진다.

17.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
용함으로써감정을좋게하려고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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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항항항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일을 처음 예감에 따라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19.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려고 애
쓴다.

20.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충고를 구한
다.

21.누군가에게나의감정을이야기한다.
22.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야
기한다.

23.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24.아무것도할수있는일이없다는사실을 받
아들인다.

25.다른 것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라도 감정을
유지하려고노력한다.

26.일어나고있는일이나나의감정이 변화
되기를원한다.

27.현재보다더좋은시간과장소에대해
꿈꾸고상상한다.

28.어떤 상황이 사라져 버리거나 끝나 버리기
를원한다.

29.일이잘해결될것이라는희망을 품고
환상을갖는다.

30.기도하거나성경(불경)을본다.
31.말해야할곳과할일에대하여 곰곰이생각
한다.

32.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일)을 보려고 노
력한다.

33.운동및취미생활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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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간호사의업무스트레스도구의신뢰도

Item-Total Stat isticsItem-Total Stat isticsItem-Total Stat isticsItem-Total Stat istics

48.04 80.302 .541 .761

48.43 78.590 .545 .757

48.50 81.608 .377 .768

48.50 77.361 .518 .757

48.35 77.470 .617 .753

48.23 77.833 .607 .754

48.23 79.404 .573 .758

47.83 79.117 .573 .757

48.58 77.223 .578 .754

48.61 78.917 .579 .757

49.26 78.988 .507 .760

48.76 80.419 .445 .764

48.19 79.425 .546 .759

48.21 81.556 .413 .767

48.18 70.503 .108 .890

업무스트레스1

업무스트레스2

업무스트레스3

업무스트레스4

업무스트레스5

업무스트레스6

업무스트레스7

업무스트레스8

업무스트레스9

업무스트레스10

업무스트레스11

업무스트레스12

업무스트레스13

업무스트레스14

업무스트레스15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

.779 15

Cronbach's
Alpha N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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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간호사의대처유형도구의신뢰도

Item-T otal S tatis ticsItem-T otal S tatis ticsItem-T otal S tatis ticsItem-T otal S tatis tics

82.10 37.312 .086 .738

82.91 35.816 .241 .731

81.93 36.960 .092 .739

83.66 35.150 .355 .725

83.61 35.464 .291 .728

83.36 35.149 .270 .730

82.53 35.237 .255 .731

82.86 34.371 .359 .723

82.39 36.053 .231 .732

82.73 34.886 .297 .728

82.02 36.656 .180 .734

82.49 35.687 .272 .730

82.19 36.559 .181 .734

82.25 36.644 .141 .736

82.05 36.354 .223 .732

82.58 34.421 .368 .723

83.59 35.626 .184 .736

82.18 37.029 .103 .738

82.15 36.122 .238 .732

82.19 35.731 .290 .729

82.09 35.948 .244 .731

82.21 35.691 .342 .727

82.10 36.338 .264 .731

82.86 35.995 .204 .733

82.19 36.832 .163 .735

82.28 35.903 .272 .730

82.27 34.569 .343 .725

82.54 35.694 .227 .732

82.50 34.639 .351 .724

82.86 34.679 .213 .736

82.07 36.871 .119 .737

82.20 35.950 .277 .730

82.58 35.680 .218 .733

스트레스대처1

스트레스대처2

스트레스대처3

스트레스대처4

스트레스대처5

스트레스대처6

스트레스대처7

스트레스대처8

스트레스대처9

스트레스대처10

스트레스대처11

스트레스대처12

스트레스대처13

스트레스대처14

스트레스대처15

스트레스대처16

스트레스대처17

스트레스대처18

스트레스대처19

스트레스대처20

스트레스대처21

스트레스대처22

스트레스대처23

스트레스대처24

스트레스대처25

스트레스대처26

스트레스대처27

스트레스대처28

스트레스대처29

스트레스대처30

스트레스대처31

스트레스대처32

스트레스대처33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Reliability Statistics

.737 33

Cronbach's
Alpha N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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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WWooorrrkkkSSStttrrreeessssssaaannndddCCCooopppiiinnngggTTTyyypppeeeooofffNNNuuurrrssseeesssBBByyyCCCllliiinnniiicccaaalllLLLaaaddddddeeerrr

Lee,JungHee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exploratory,cross-sectionalstudycomparativelyanalyzedthework-related
stressandcopyingtypesofnursesbyclinicalladder.Thisstudywasconductedto
figureouttherelationshipsbetweenworkstressandcopyingtypeofnursesby
clinicalladder soastoapplyappropriatestressmanagementandintervention
programstogroupsineachstageofstressinordertohelpthemovercomestress,and
providebasicdatarequiredtoimproveworkmotivationandefficiency.
ThedataforthisstudywasgatheredfromOctober11to21,2005,andthetarget

populationswerenursesservingintheaffiliatedhospitalsof'Y'UniversityinSeoul
andWonju-sithathavesimilaritiesinhospitaloperationsystemandobjectives,who
aredirectlyattendingonpatientsinthemedicalward,surgicalward,intensivecare
unit,emergencyroom,operatingroom,andambulatorycare.Amongthem,250
nurseswhoagreedtoparticipateinthisstudywerechoseninsuchamannerthat
each25%ofthemwouldcompriseeachclinicalladder.235orabout94%ofthetotal
250 copiesofquestionnairewerecollected and 228 copiesexcluding seven
incompletely-answeredquestionnaireswereanalyzed.
Inordertomeasuretheworkstressofnursesbyclinicalladder,thisstudyusedthe

measuresofstressexperiencedbynursesduringworkthathadbeendevelop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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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i-OkandKimMae-Ja(1985).Forthemeasurementofcopyingtypesofnurses,
thetooldevelopedbyLazarus& Folkman(1984)andtranslated,revisedand
completedbyHanJeong-SeokandOhGa-Sil(1990)wasused.Inaddition,the
SPSS/PC+wasusedforcomputer-basedstatisticaldata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below:
1.Theaveragescoreoftheworkstressbyfactorofallsubjectswas3.46(highest

score:5),showingarelativehighworkstressofnurses.
Thefactorsforworkstresswhosetotalaveragescorewas3.5('average')orhigher

were"Inadequatetreatment"(4.02),with3.86fornovicegroup,4.16foradvanced
beginnergroup,4.11forcompetentgroup,and3.95forproficientgroupbyclinical
ladder,followed by"Excessively heavy work"(3.81),"Responsibilitiesoutside
work"(3.66)and"Unfamiliarsituation"(3.64).
Theaveragescoresbyclinicalladderwas3.32fornovicegroup,3.38foradvanced

beginnergroup,3.58forcompetentgroup,and3.45forproficientgroup,which
showednosignificantdifferenceinworkstressbyclinicalladder.

2.A verificationofworkstressbyclinicalladderofthesubjectsrevealedno
differenceamonggroupsfortotalaveragescoreofworkstress(F=1.696,p=.169),
exceptafewfactors.
The factors for work stress that showed a difference among groups

were:excessivelyheavywork(F=2.088,p=.038),lackofprofessionalknowledgeand
skills(F=5.551,p=.001),unsatisfactoryrelationswithsuperiors(F=2.117,p=.035),
inadequate compensation (F=2.449, p=.015), unsatisfactory relations with
subordinates(F=2.877,p=.004),andnightwork(F=2.053,p=.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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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totalaveragescoreofcopyingtypesforallsubjectswas2.58(highestscore:
4),showingthatnurseswereusingrelativelymanyresponsetypes.Acomparisonof
average score ranking for response types by area revealed that the
"problem-centered"copyingtypewasusedthemost.
However,acomparisonofaveragescorerankingforresponsetypesbyclinical

ladderrevealednosignificancedifferenceoftotalaveragescoreforcopyingtypes
amongdifferenceclinicalladders.

4.Averificationofthedifferenceofcopyingtypesbyareabyclinicalladderofthe
subjectsrevealednodifferenceamonggroupsintheaveragescoreforallcopying
types(F=.556,p=.645),butsomedifferenceinthe'relaxationarea'(F=2.766,p=.043).
A follow-upverificationfortherelaxationarearevealedasignificantdifference
betweenadvancedbeginnerandcompetentgroups(p=.043).

5.Ananalysisofthecorrelationsbetweentheworkstressandcopyingtypeof
nursesforallsubjectsandforeachclinicalladderrevealedthattherewasaweak
quantitativecorrelationbetweenworkstressandcopyingtypeforallsubjects
(r=.163),andaquantitativecorrelationbetweenworkstressandcopyingtypefor
advancedbeginnergroup,whichshowedthatthisgroupusedmorevariouscopying
typesinworkstresssituationcomparedtoothergroups.

From thefindingsofthisstudysummarizedabove,wecanconcludethatnurses
areexperiencingahighworkstressregardlessofworkperiodandcareer.Forwork
stressbyfactor,wefoundthatthenovicegroupwasexperiencingahigherwork
stressby"lackofprofessionalknowledgeandskills",andtheothergroupsby
"excessivelyheavywork","problemsin personalrelations","nightwork"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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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equatecompensation"onthewhole.Theseresultssuggestthatweshould
differentiatetheapplicationofstressmanagementandinterventionprogramsfor
nursesbecausethereisadifferenceofworkstressfactorsbyclinicalladder.
Therefore,fornursesinthenovicelevel,weneedtodevelopsystematiceducation

programsfornursingknowledgeandskills,educationofin-depthknowledgefor
relatedfields,andprovisionofopportunitiestoparticipateinvariouseducationsand
events.Fornursesinupperclinicallevels,weneedtoprepareinformal,friendlytalks
with superiorsand colleaguesto promote and encourage job performance
capabilities.Moreover,associalcompensationwasrevealedtobeanimportantfactor
in stimulating expertise,nursing administrators should evaluate the work
performancecapabilitiesofnursesproperlyandestablishafaircompensationsystem
accordingtothem.Furthermore,tomanagethementalandphysicalexhaustionby
workstress,aconsideration forvacation and schedulemanagementand the
developmentand execution ofa continuing education forsystematicstress
managementfornursesarerequired.

KeyWords:workstress,clinicalladder,copying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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