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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the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among hospital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9 nurses in a hospital. We us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to assess the level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hospital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t-test,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42.6, 28.3 and 14.1, respectively. 
When scor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were high, the level of mild and major depression of subjects 
decreas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level were the department of work,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might be useful.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justify the scale on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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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여러 직종들 간의 팀워크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정적인 표현을 조절하는 감정노동을 갖는 직업으로, 

업무수행 과정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적 문

제들을 경험하고 있다(Kim et al., 2010; Mann & Cowburn, 

2005). 이러한 업무 관련 정신적 긴장이나 지속인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능률을 감소시키고 직무몰입이나 질적 간호에 대한 

동기 저하, 투약 오류, 의료기기의 오작동, 주사침 상해 등 사

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이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의 생명이

나 치료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Iacovides, Fountoulakis, 

Kaprinis, & Kaprinis, 2003).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장에서 직업 또

는 업무수행 관련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기타 심리적 문

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Kim, Hyun, & 

Kim, 2009).특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겪는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심리적인 문제는 그 서

비스를 받는 환자의 치료와 서비스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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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업무수행 중에 겪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심리

적 문제가 우울로 이어진다는 주장과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

다. 간호사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

로 인한 우울은 간호사의 삶의 질과 의료서비스 질적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정

신적 긴장이 간호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우울로 이어진

다면, 그 원인과 우울수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한편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상황 및 

부정적 심리문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으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인의 지적수준이나 성격, 필요, 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Ock & Kim, 2001). 최근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우울을 대처하고 극복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

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라고 알려지고 있다. 즉,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매사에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활동적이고 즐거운 감정을 자주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감정은 덜 경험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Kim 

& Min, 2011).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

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따라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

력을 가지고,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부

정적 정서 경험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클 뿐 아니라 직면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적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지금까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은 주로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부모-자녀간 관계, 

유아 ‧ 보육교사,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Lee & Cho, 2009; Min & Gwon, 2009; 

Cho & Lee, 2010) 최근 들어 병원종사자 및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Kim & Suh, 2011; Kim, 

Oh, & Park, 2011; Kim, 2011). 간호사와 함께 병원종사자

의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및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Kim 

& Suh, 2011; Kim, Oh, & Park, 2011; Kim, 2011).

또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에 의한 우울의 극

복 및 대처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

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

적 자원으로(Cohen & Hoberman, 1983), 개인이 인적네트

워크 통해 제공받는 정보 및 업무상 지원 그리고 애정과 관심

이 내재된 감정적 배려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Han, 2004), 

대상자의 부정적 정서인 심리적 불안과 부담감을 견디도록 하

는 자원이 되며(Seo, Kang, & Lee, 2004), 또한 신체적 건강, 

우울 자살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Shin, 2004). 지역사회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

면, 개인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조직수준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위험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업무의 특성

상 의미 있는 타자인 조직의 지지, 동료 간호사의 지지, 상사 

간호사의 지지 등의 관리자로부터 경험되는 관심과 애정, 신

뢰감 등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간

호사의 긴장감 해소와 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Kim, Hyun, & Kim, 2009).

이상에서 간호사의 우울은 간호사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근무의욕과 업무수행 능률의 감소, 잦은 결근과 직무 불만족, 

경험 있는 간호사의 이직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상자인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Kim & Hyun, 2005). 특히 간호사의 우울은 역할 명료화, 자

율성, 동료 간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직무특성의 요소들이 

우울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o, Park, & 

Lee,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과 사회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

다.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

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우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

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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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우울, 자아탄력성, 사

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에 J 지역 소재 3차 종합병원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개월 이

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 간

호부 승인을 얻었으며, 연구자가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설문지

를 배부하였고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간호단위마다 설문지를 배

포하였다. 38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중 369명의 자료만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

항(연령, 결혼 상태, 근무부서, 직위, 임상경력, 부서 근무경

력, 한 달 밤 평균 근무 일수) 우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었다.

1) 우울 수준 척도

우울 측정도구는 Radloff (1997)에 의해 개발된 우울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Kwon과 Kim (1999)이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임상에서 진단이나 치료과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의 증

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개발 당

시 Cronbach's ⍺=.85였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 

전혀/거의 없음(1일 이하)은 0점, 가끔(1~2일) 1점, 종종/자

주(3~4일) 2점, 항상/대부분(5~7일) 3점까지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합을 구하여 간호사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였다. 20문

항으로 구성된 CES-D 점수는 0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Radloff (1997)는 CES-D 척도에서 절단

점(Cut-off score)인 16점 이상이면 임상적 우울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ES-D 점수가 15점 이하인 경우는 

‘우울 없음’, 16~20점인 경우 ‘경증 우울’, 21점 이상을 ‘주요 

우울’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939였다.

2)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 (1996)

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Han 

(201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대인관계(3문항), 활력성(2문항), 감정통제

(2문항), 호기심(5문항), 낙관성(2문항) 등의 5개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79였고, 본 연구에

서는 .827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의 지지와 상사의 지

지, 동료의 지지로 측정하였다. 조직의 지지는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와 Sowa (1986)에 의해 개발된 측

정도구를 Yoon과 Lim (1999)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

된 조직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n과 Lim (1999)의 연

구에서 Cronbach's ⍺=.6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68이었

다.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는 House's (1981)도구를 재

구성하여 Yoon과 Lim (1999)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각 3문항으로 이루어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조직 

및 상지의 지지는 Cronbach's ⍺=.853이었고, 동료의 지지

는 .925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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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Level of Depression (N=3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9
30~39
≥40

32.01±7.79
173 (47.3)
117 (32.0)
 76 (20.8)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66 (45.1)
202 (54.9)

Work department Special unit‡

Ward§

OPD

131 (35.6)
158 (42.9)
 79 (21.5)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329 (89.6)
 38 (10.4)

Work experience
(year) ≤5

＞5

9.74±7.75
153 (41.8)
213 (58.2)

Career department
(year) ≤3

＞3

4.10±4.62
218 (59.7)
147 (40.3)

Shift work Non-shift
Shift

101 (27.4)
267 (72.6)

No. of nighttime shift 
per month 0

3~5
≥6

4.28±3.23
119 (33.1)
 67 (18.7)
173 (48.2)

†Excluding no responses;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emergence room; §Ward, laboratory

Table 2. Level of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Depres-
sion (N=369)

Variables M±SD n (%)

Ego-resiliency 42.6±5.89

Social support 28.3±4.90

CES-D score 14.1±9.17

 No depressive symptoms (≤15) 218 (59.1)

 Mild depressive symptoms (16~20)  68 (18.4)

 Major depressive symptoms (≥21)  83 (22.5)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

시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

석을 적용하였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은 다변

량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는 모두 여성으로 총 369명이었다. 

간호사의 연령은 만 29세 이하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평

균연령은 32.01세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4.9%, 근

무부서는 일반병실, 특수부서, 외래 등이 각각 42.9%, 35.6%, 

21.5%였으며, 일반간호사가 8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

상경력은 5년 이상이 58,2%, 부서근무 경력은 3년 미만이 

59.7%로 나타났고, 간호사의 72.6%가 교대근무자였고, 한 달 

평균 밤 근무 일수는 6일 이상이 48.2%를 나타냈다.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우울 수준

대상 간호사들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우울 수준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아탄력성은 평균 42.6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평균 28.3점, 우울 수준은 평균 14.1점으로 나타났고, 

CES-D 점수가 15점 미만의 ‘우울 없음’은 218명(59.1%)이었

고, 16~20점인 ‘경증’은 68명(18.4%), 21점 이상인 ‘주요우

울’은 83명(22.5%)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와 우울수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와 근무부서, 임상경력, 부

서경력, 근무형태, 한 달 밤 평균근무 일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은 경우 특히 40대 이상 간호

사가 지각된 자아탄력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F=8.7, p< 

.001), 책임간호사 이상 직위의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보다 자

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t=-2.1, p<.041). 

 사회적 지지는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상태, 임상경력, 부서경력, 근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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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9
30~39
≥40

42.5±5.96
41.4±5.23
44.9±6.13

8.7
(.001)

28.5±4.93
27.2±4.67
29.6±4.98

5.6
(.004)

15.0±9.44
14.1±8.84
11.6±8.36

3.7
(0.22)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42.7±5.99
42.6±5.85

1.4
(.892)

28.1±4.88
28.5±4.93

-0.7
(.442)

12.8±8.82
15.2±9.33

-2.7
(.009)

Work department Special unit
Ward
OPD

43.1±5.15
42.2±6.45
42.6±5.93

0.9
(.415)

29.8±4.74
27.4±4.91
27.8±4.66

9.3
(.001)

14.1±8.94
15.9±9.59
10.6±7.66

9.2
(.001)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42.3±5.62
44.8±6.31

-2.1
(.041)

28.1±4.75
30.8±5.64

-3.3
(.001)

14.6±9.57
11.7±10.06

1.1
(.134)

Work experience (year) ≤5
＞5

42.4±6.19
42.7±5.69

-0.5
(.612)

28.6±5.04
28.2±4.83

0.7
(.462)

15.7±9.87
12.8±8.34

3.1
(.003)

Career department
(year)

≤3
＞3

44.0±5.86
42.1±5.94

1.6
(.142)

28.3±5.01
28.4±4.80

-0.2
(.871)

14.5±9.04
13.3±9.22

1.3
(.193)

Shift work Non-shift
Shift

43.2±4.78
41.8±5.74

1.8
(0.79)

28.4±4.90
28.3±4.92

0.2
(.877)

10.9±8.07
15.3±9.28

-4.3
(.001)

No. of night time shift 
per month

0
3~5
≥6

43.2±4.78
41.8±5.74

1.8
(.071)

28.8±4.98
29.3±5.12
27.6±4.69

4.0
(.019) 14.4±8.83

16.2±9.37

-1.4
(.168)

Table 4. Respondents' Depression by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N=369)

Variables Categories

 CES-D

Total  
 p

No depressive 
symptoms (≤15) 

Mild depressive 
symptoms (16~20)

Major depressive 
symptoms (≥21)

n (%) n (%) n (%) n (%)

Ego-resiliency Lower (≤14.3)
Upper (≥14.3)

 107 (49.1)
111 (50.9)

43 (64.2)
24 (35.8)

56 (67.5)
27 (32.5)

206 (56.0)
162 (44.0)

.005

Social support Lower (≤28.3)
Upper (≥28.3)

93 (42.7)
125 (57.30)

42 (61.8)
26 (38.2)

57 (68.7)
26 (31.3)

192 (52.0)
177 (48.0)

.001

태, 한 달 밤 평균근무 일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즉 40세 이상의 간호사(F=5.6, p<.004),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F=9.3, p<.001)와 일반간호사 보다 책임 

간호사 이상(F=-3.3, p<.001)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

이 높았다.

 우울수준은 결혼상태, 근무부서, 근무경력, 근무형태 등에

서 차이를 보였다. 즉 미혼자의 우울수준이 기혼자보다 높았

으며(t=-2.6, p<.009),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우울

수준이 특수부서,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높았다(F=9.2, 

p<.001). 5년 이하의 경력자가 5년 이상의 경력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t=3.1, p<.003), 교대 근무간호사의 우울수준

이 그렇지 않는 간호사보다 더 높았으며(t=-4.3, p<.001), 연

령, 간호사의 직위, 부서경력, 한 달 밤 평균 근무 일수에 따른 

우울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

과 낮은 군을 각각의 평균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은 군은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군에 

비해 ‘경증우울’과 ‘주요우울’이 각각 64.2%, 67.5%로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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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군의 경우 ‘경증우울’은 61.8%, 

‘주요우울’은 68.7%로 높은 군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고 이

는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Table 4). 

5.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 분석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

량 분석에서 유의한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로지스

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CES-D 점수 21점 이상인 대상자

를 ‘우울’ 유소견자로 분류하여 ‘우울 유무’를 종속변수로, 연

령, 직위, 임상경력, 현근무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 근부부서, 근무경력,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였다. 

즉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

다 3.1배(95% CI=1.4~7.2) 우울 수준이 높았고,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4배(95% CI=1.0~5.8) 우울 수준이 높

았다. 5년 이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5년 이상 경력자에 비해

서 2.1배(95% CI=1.2~3.5) 우울 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간호사 또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간호사에 

비해서 2.7배(95% CI=1.6~4.8) 높았다(Table 5). 

논 의

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우울 수준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각각 3.04 (5점 만점), 3.14 (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탄력성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점수 42.6점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Oh와 Park (2011)의 연

구결과에서는 58.26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Min과

Gwon (2009)의 연구에서는 53.4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

상자들이 더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서로 다

른 도구와 대상자가 달라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추후

에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28.3점

이었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1±0.54점으로 중등도 이상

의 점수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던 

Kim 등(2009)의 연구에서 3.57점, Kim과 Kim (2011)의 연

구에서 2.9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복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모색

이 필요하겠다.

 대상간호사들의 평균 우울 점수는 60점 만점에서 14.1점

으로 ‘우울 없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adloff (1977)

가 제안한 16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하여 분석한 결

과 경증 및 주요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40.9%였다. 

이는 본 연구의 평균 우울 점수는 낮았지만 대상자의 40.9%가 

우울 상태로 나타나 간호의 질과 간호사 개인적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우울 중재가 요구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우울수

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

구에서는 연령과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나이가 40세 이상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일반간

호사 보다는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자아탄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위도 올라가고 직장 내 

직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업무가 

숙련되면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자신

감과 성취감이 함께 증가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근무부서와 직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

호사 이상에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다. 이는 측정도구는 다

르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개념을 다룬 연구들에

서 연령이 많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Table 5. An Multivariate Analysis on the Level of Depression 
of Respondents (N=369)

Categories Categories OR 95% CI 

Work department OPD
Special unit
Ward

1.0
2.4
3.1

-
1.0~5.8
1.4~7.2

Work experience
(year)

≤5
＞5

2.1
1.0

1.2~3.5
-

Social support Upper (≥28.3)
Lower (≤28.3)

1.0
2.7

-
1.6~4.8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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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Kim & Kim, 2011; Yoon & 

Lim, 1999).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은 사람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망의 수가 많으며, 특수부서 근무

간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인정받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

에서는 미혼자,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5년 이하의 경

력 간호사, 교대 근무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하

여 우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상

태, 근무부서, 경력, 근무형태에 등이 간호사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Kim & 

Kim, 2011; Kim et al., 2010; Kim et al., 2007). 즉 기혼인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의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를 더 크게 얻

을 수 있고 생활만족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되어(Kim et 

al., 2010)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혼

자, 짧은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업

무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적응 능력이 부족하

여 그로 인한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Yoon, 2009). 또한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특수부서

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은 특수

부서에 비해 많은 환자의 돌봄과 환자나 보호자들을 직접 대

면하는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교대근무와 관계되어, 교대근무자가 정규직 간호사보다 우

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Kim (201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는 밤 근무 수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밤 근무 일수가 3~5일을 

하는 간호사보다 6일 이상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우울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간호 업무의 특성 상 교대 근무

는 불가결한 것이나 적절한 밤 근무 수를 유지하는 것이 간호

사들의 신체적 ‧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을 분류하여 우울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높은 자아탄력성 집

단이 낮은 자아탄력성 집단보다 ‘경증우울과 주요우울’이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Kim (2011), Kim 등(2011), 

Han (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

레스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은 좋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하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아

탄력성 하위척도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

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업무 시 성

공경험을 할 수 있게 격려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

적 지지가 높은 군에서 우울 수준은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Kim과 Kim (2011)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간호업무 수행 시 

적응적 대처행위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요인들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7).

4.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변량 분석

 본 연구에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부서, 근무경력에 따

른 우울 수준의 교차위험비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즉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다 3.1

배,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4배 우울 수준이 증가하

였고, 5년 이하의 경력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에 비하여 2.1배 

증가하였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연령, 결혼상

태, 경력, 직위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Jung et al., 2007; Kim & Kim, 2011; 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이는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연구가 수행되

는 대상자 혹은 연구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보여 왔고, 개

인의 일반적 특성은 유용한 예측변수가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우울 등은 개인의 특성 및 작업 관련 특성에 따라 분명 다르다

는 점을 고려하여(Kawano, 2008), 간호사의 우울 예방 및 직

무 스트레스 관리 시 표적 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해 사용되

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Kim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 일수록 우울 위험교차

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낮은 사회적 지지가 근로자의 사회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Jung et al., 2007; Kim & Hyun, 2005; Kim et al., 2009)나 

개인 및 조직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를 

낮춘다는 Kim과 Kim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간호업무 수행 시 적응적 대처행위

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 요인들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Kim et al., 2007).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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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Han, 2010), 간호사를 대상으로 탄력성과 직

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1).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는 서

로 다른 측정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비교에 무리가 있고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낮은 결과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사들의 전체 자아탄력성은 평균 42.6점, 

사회적 지지는 평균 28.3점, 우울 수준은 평균 14.1점으로 나

타났고, 40.9%가 ‘경증우울’과 ‘주요우울’을 차지하였다.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연령,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 따라 유

의하였다. 우울 수준의 차이는, 결혼상태, 근무부서, 근무경

력, 근무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탄력성과 사회

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석 결과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5년 이하 경력자,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

은 군 일수록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우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긴장 및 심

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조성과 상황변화와 환경적응능력

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관련 조직원들과의 인

간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가족 및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근무환경과 경력관리를 통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 및 부정적 심리문제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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