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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과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은 C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 간호사 291명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정신건강, 일반  특성을 

조사하 고,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 스는 61.96 , 정신건강은 92.45

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직무 스트 스는 나이, 이직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

스는 정신건강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33, p=.000).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정신건강 련 

요인으로 직무 스트 스의 역할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융합시 에 맞게 

변하고 문화 되고 있는 간호업무에서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직무 스트 스 방  재를 한 융합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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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291 nurses from two general hospitals in C city. Job stress, mental health,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were measur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7 to 30, 2015.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for job stress was 61.96 point and 92.45 for mental health. 

The mean scores for job str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and turnover experience in nurses. Job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ntal health(r=.233, p=.000). The findings indicate that job stress has 

an influence on mental health. We’d like to provide basic data on developing convergence programs to 

prevent and intervene job stress considering nurses’ mental health problems in nursing service that is 

rapidly changing and specialized for the convergenc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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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직장인들의 스트 스  정신질환 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신체 , 정신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 인 스트 스는 개인에게 신

체 , 정신 으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한다. 2012년 한국

산업안 보건공단의 산업재해원인조사에 의하면 업무량 

증가, 직무 스트 스, 운  작업, 외부환경 변화, 교 작

업이 질병 유발요인이라고 하 다[1]. 련된 질병으로 

심  질환이 많았고 이와 련된 과로사, 근 골격 질환 

외에도 재는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련 스트 스성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다[1,2]. 한 직

무 스트 스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에 질  변화를 가

져오고, 정신·신체  건강에 향을 미쳐 결국 근로자의 

결근과 이직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 하에도 향을 

주게 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손해

를 가져와 한 리가 필요하다[3]. 

특히 직장인들은 직무에 한 업무량 증가, 업무의 반

복성과 단조로움, 직장 내 동료와의 계, 자신의 역할 문

제, 보상 부  문제, 직무에 한 만족도 등과 같은 직

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로 정신건강에 을 받

는다고 하 다[4]. 산업안 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254

개 사업체 직장인 6,977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4,541

명(73%)이 잠재  직무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고, 1,346

명(22%)이 심한 스트 스를 받으며, 5%만이 스트 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 다[5]. 한 직장인 5명  1명이 직무 

스트 스가 있어[5] 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임상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 내 문직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직 , 지속 으로 하고 있다[6]. 특히 

병원이 형화, 문화되어가고 있어 간호사는 병원의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 환자 요구도의 증가 

등으로 직무 스트 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

사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와 유기 으로 력하여 환자

들을 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늘 

미소와 친 함을 표 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높아 다른 

조직에 비해 직무 스트 스가 상 으로 높다[7,8]. 이처

럼 간호사는 지속해서 직무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된 상

태이다. 과도한 직무 스트 스는 간호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향을 주고, 업무수행 능력을 감소시켜 간호의 

질 하를 가져와 여러 사고의 험성을 래하게 한다

[9]. 결과 으로 직무 스트 스는 간호 상자와 보호자에

게 간호업무 활동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극

인 리가 필요하며, 직무 스트 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한 심과 

재가 요구된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 련 선행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 스가 높으면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만족도가 

하되고,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의도에 향 요인이 된다

고 하 다[10,11]. Lee [12]는 직무 스트 스 하부 요인  

직무 자율성 결여, 업무량 과 , 부 한 우와 보상, 

인 계 문제, 자아존 감이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향

을 미친다고 하 고, Yoon & Cho [13]도 사회·심리  요

인  인지와 직무 스트 스 요인 모두가 정신건강 수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 외에도 직무 스트 스와 

직무 만족[14], 직무 스트 스 향 요인[6,15], 직무 스트

스에 한 처[16], 직무 스트 스와 분노[17,18] 등 

선행연구들은 련 요인과의 연 성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의 정신건강과 련된 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인

구학  특성이나 직업  특성의 수 에서 이루어졌고, 

정신건강 수 의 재 요인이 되는 련 요인들을 포함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19]. 따라서 직무 스트 스 

하부 요인과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 효율 인 간호를 해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를 

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에 본 연구는 업무 특성상 직무 스트 스가 높은 간호사

를 상으로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을 탐색하고, 직무 

스트 스의 각 요인과 정신건강의 계를 확인하여 간호

사의 직무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

강의 상 성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정신건강 수 을 악

한다. 

둘째,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정신건강과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직무 스트 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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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은 C 시에 소재한 2개 종합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 291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
*POWER 3.1.2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효

과 크기 .15, 검정력 .80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27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340명을 상으로 

설문하 고, 설문에 응답한 상자는 총 305명이었으며, 

회수한 설문지  결측치가 많은 14부를 제외한 29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 스 측정도구는 Chang et al [20]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 스 요인 단축형 척도(The short form 

of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7가지 하 역으로 구

성되었다. 문항 수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계 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 

부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각 문

항은 Likert 4  척도로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4 으로 응답하게 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스

트 스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 직무 스트

스의 체  평가는 역별로 실제 수를 단순 합산하

는 방식과 100 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단순 합산 방식을 사용하 다. 연구개발 당시 역

별 Cronbach's α는 직무요구 .71, 직무자율 .66, 계 갈

등 .61, 직무불안정 .67, 조직체계 .82, 보상 부  .76, 직

장문화 .51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83이었고, 

역별 Cronbach's α는 .51∼.71으로 나타났다. 

2.3.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Derogatis [21]가 개발한 정신건강 평가척

도를, Kim & Kim [22]이 재 표 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를 Lee [23]가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47문항 

도구를 사용하 다. 구성내용은 ‘강박증(Obsessive- 

Compulsive)’ 5문항, ‘ 감(Hostility)’ 6문항, ‘공포

(Phobic Anxiety)’ 4문항, ‘ 인 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8문항, ‘신체화(Somatization)’ 6문항, ‘우울

(Depression)’ 5문항, ‘불안(Anxiety)’ 5문항, ‘편집증

(Paranoid Ideation)’ 4문항, ‘정신증(Psychoticism)’ 4문항

의 9개 하부 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척도이다. 각 문항

은 ‘  그 지 않다’ 1 , ‘약간 그 다’ 2 , ‘그 다’ 3

, ‘자주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수 범 는 

47 에서 23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Lee [23]가 재분석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7이었으며 하부 역 신뢰도는 

Cronbach’s ɑ=.75∼.8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98이었고, 하부 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ɑ=.82
∼.93으로 나타났다. 

2.3.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04월 07일부터 04

월 30일까지 으며, 자료수집 장소는 C 시에 소재한 2개

의 종합병원이었다. 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

하여 연구목 을 설명하고 부서장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

다. 각 병동 수간호사들에게 다시 연구의 필요성과 목

을 설명하고 각 병동 간호사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간호사에 한하여 서면 동의를 받

고 자료 수집을 하 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된 투에 넣어 보  

후 연구자가 직  수거하 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직무 스트 스, 정신건강은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일

반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정신건강은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Scheffe‘s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사용하 고, 정신건강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5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을 해 연구 목 과 필요성에 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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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1)

Characteristics N(%)
Job Stress Mental health

Mean ± SD t/F p Mean ± SD t/F p

Age

20-25 11(3.8) 69.00±10.169

5.582 .001

124.82±47.51

8.270 .000
26-30 136(46.7) 61.62±6.404 96.15±33.56

31-35 74(25.4) 61.51±4.145 94.34±33.11

≧ 36 70(24.1) 62.00±5.445 78.19±31.39

Gender
Female 266(91.4) 61.84±4.78

-1.149 .252
89.14±30.93

-2.668 .000
Male 25(8.6) 63.28±12.43 127.64±51.25

Marital status

Unmarried 201(69.1) 61.76±5.46

.396 .673

94.19±31.21

7.451 .001Married 88(18.6) 62.39±6.97 8.60±38.83

Other 2(0.7) 63.50±14.85 175.00±22.68

Religion

Christian 41(14.1) 61.41±6.48

1.456 .216

93.1±34.36

2.571 .038

Buddhist 26(8.9) 64.02±6.34 103.27±43.19

Catholic 54(18.6) 61.57±3.43 84.43±25.10

No 152(52.2) 61.58±5.62 91.13±33.42

Other 18(6.2) 62.06±11.28 109.67±49.82

Turnover 

Experiences

Yes 66(22.7) 63.29±7.05
2.044 .042

102.94±40.33
2.829 .005

No 225(77.3) 61.58±5.628 89.31±32.48

Current position

Head nurse 16(5.5) 61.06±1.84

.206 .816

64.06±13.54

9.938 .000Charge nurse 27(9.3) 61.81±5.23 76.78±15.25

Staff nurse 248(85.2) 62.04±6.26 95.99±35.94

Clinical career

(years)

1 ≦ 14(4.6) 61.14±14.24

.633 .674

139.07±54.06

15.047 .000

1-5 148(48.2) 62.11±6.46 100.13±36.12

6-10 56(18.2) 61.68±2.30 87.59±22.92

11-15 22(7.2) 63.68±5.15 73.36±19.14

16-20 31(10.1) 60.94±2.61 74.71±15.96

≧ 21 20(6.5) 61.95±5.15 65.10±13.08

Working place

Medical ward 65(21.2) 62.34±5.35

.651 .735

89.28±30.13

6.513 .000

Surgical ward 112(36.5) 62.97±5.093 88.56±29.33

I.C.U. 33(10.7) 60.8±4.46 90.85±30.21

E.R. 20(6.5) 61.75±7.24 122.15±50.16

O.P.D. 7(2.3) 64.16±5.93 67.00±15.77

O.R. 15(4.9) 64.20±11.18 115.87±51.33

Psychiatric 5(1.6) 60.60±21.73 142.40±57.63

Other 34(11.1) 61.15±2.26 77.59±19.28

분히 설명하 고, 연구 참여시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 연구 참여 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 다. 연구

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 코드로 상자의 정보를 식

별하 다. 

3. 연구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결

과, 평균 연령은 26∼30세가 46.7%로 가장 많았고, 부

분 여성(91.4%)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69.1%)이 많았

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52.2% 차지하 다. 일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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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stress and Mental heal of the subjects

                       (N=291)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Job stress 61.96±6.00 24-96 26∼92

Job demand 10.97±1.37 4∼16 5∼16

Insufficient job 

control
9.99±1.31 4∼16 5∼15

Interpersonal 

conflict
8.42±1.08 3∼12 3∼12

Job insecurity 5.25±1.08 2∼8 2∼8

Occupational 

system
9.63±1.60 4∼16 4∼16

Lack of 

reward
7.18±1.17 3∼12 3∼12

Organizational 

climate
10.52±1.74 4∼16 4∼15

Mental health 92.45±34.76 47∼235 49∼235

O-C 10.08±3.88 5∼25 5∼25

SOM 12.81±4.63 6∼30 6∼30

I-S 15.41±6.06 8∼40 8∼40

DEP 10.41±3.97 5∼25 5∼25

ANX 9.67±4.07 5∼25 5∼25

HOS 11.16±5.22 6∼30 6∼30

PHOB 7.79±3.06 4∼20 4∼20

PAR 7.37±3.11 4∼20 4∼20

PSY 7.70±3.25 4∼20 5∼16

O-C: Obsessive- Compulsive, Som: Somatization

I-S: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ANX: Anxiety, HOS: Hostility, PHOB: Phobic Anxiety

PAR: Paranoid Ideation, PSY: Psychoticism

(85.2%), 임상경력은 1년∼5년이 48.2%, 외과계에 근무하

는 간호사가 36.5%로 가장 많았다. 

3.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와 정신건강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 스와 정신

건강은 <Table 1>과 같다. 상자의 직무 스트 스는 나

이(F=5.582, p=.001)와 이직경험(t=2.044, p=.042)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s를 이용한 사후분석 결과, 

20-25세의 간호사들이 직무 스트 스가 높고, 이직경험

이 없는 간호사가 있는 간호사보다 직무 스트 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상자의 나이(F=8.270, p=.000), 성별

(t=-2.668, p=.000), 결혼상태(F=7.451, p=.001), 종교

(F=2.571, p=.038), 이직경험(t=2.829, p=.005), 직

(F=9.938, p=.000), 임상경험(F=15.047, p=.000), 근무부서

(F=6.513, p=.000)의 일반  특성  역에서 차이가 있

었다. 즉 20-25세 간호사들이 다른 연령  간호사들보다, 

남성보다 여성이, 임상 경력이 1년 미만부터 5년 이내의 

간호사들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정도는 61.96±6.00, 정신건강

정도는 92.45±34.76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상

관관계

상자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정도는 Table 3

과 같다. 직무 스트 스는 정신건강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총 직무 스트 스와 강박증, 감, 공

포, 인 민성, 신체화, 우울, 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모

든 정신건강 역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 스의 하 역인 직무

요구는 총 정신건강과 강박증, 신체화, 우울, 불안에서 유

의한 양의 상 계를 보 고, 직무자율, 조직체계, 보상 

부 은 모든 정신건강 역에서 유의한 상 계를 나

타냈다. 계갈등은 강박증, 편집증에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고, 직장문화는 강박증, 공포, 인 민, 우울, 

불안, 편집, 정신증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직무 불안정은 총 정신건강과 모든 정신건강 하

역에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직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 스 

하 요인을 악하기 해 정신건강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직무 스트 스 하부요인 7개를 독립변수로하여 다

 회기분석을 수행하 다.

다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543∼.731, 분

산팽창인자(VIF)가 1.44∼1.71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악되었다. 직무 스트 스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향은 <Table 4> 와 같다.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 스 요인은 계갈등(β=-.251, p=.000)과 직무 

불안정(β=.141, p=.031), 보상 부 (β =.219 p=.001), 직

장 문화(β=.145 p=.030) 으며, 이들 변인은 정신건강에 

해 18.8%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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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of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N=291)

Job stress
Mental health

O-C HOS PHOB I-S SOM DEP ANX PAR PSY Total 

Job demand
.133

(.024)
＊

.096

(.101)

.098

(.097)

.110

(.061)

.211

(.000)
＊＊

.159

(.007)
＊＊

.144

(.014)
＊

.079

(.176)

.149

(.011)
＊

.141

(.016)
＊

Insufficient 

job control

.251

(.000)
＊＊

.207

(.000)
＊＊

.211

(.000)
＊＊

.238

(.000)
＊＊

.335

(.000)
＊＊

.272

(.000)
＊＊

.215

(.000)
＊＊

.225

(.000)
＊＊

.224

(.000)
＊＊

.262

(.000)
＊＊

Interperson

al conflict

-.122

(.038)＊
-.029

(.623)

-.053

(.372)

-.103

(.080)

-.065

(.267)

-.092

(.116)

-.087

(.137)

-.123

(.035)＊
-.076

(.194)

-.087

(.138)

Job 

insecurity

-.074

(.209)

-.056

(.341)

.087

(.139)

-.057

(.338)

-.066

(.263)

-.104

(.077)

-.031

(.597)

.016

(.784)

-.076

(.195)

-.053

(.370)

Occupation

al system

.251

(.000)＊＊

.220

(.000)＊＊

.281

(.000)＊＊

.259

(.000)＊＊

.287

(.000)＊＊

.316

(.000)＊＊

.247

(.000)＊＊

.262

(.000)＊＊

.254

(.000)＊＊

.282

(.000)＊＊

Lack of 

reward

.251

(.000)
＊＊

.265

(.000)
＊＊

.233

(.000)
＊＊

.260

(.000)
＊＊

.295

(.000)
＊＊

.319

(.000)
＊＊

.261

(.000)
＊＊

.248

(.000)
＊＊

.307

(.000)
＊＊

.292

(.000)
＊＊

Organizatio

nal climate

.135

(.022)
＊

.104

(.078)

.175

(.003)
＊＊

.120

(.042)
＊

.105

(.073)

.150

(.011)
＊

.152

(.010)
＊＊

.114

(.014)
＊

.128

(.029)
＊

.139

(.018)
＊

Total
.205

(.000)
＊＊

.190

(.001)＊＊

.241

(.000)＊＊

.198

(.001)＊＊

.260

(.000)＊＊

.245

(.000)＊＊

.214

(.000)＊＊

.204

(.000)＊＊

.222

(.000)＊＊

.233

(.000)＊＊

＊p<0.05, ＊＊p<0.01

<Table 4> Influencing job stress factors on mental 

health                            (N=291)

Job stress Mental health
β t p

Job demand .124 1.342 .181

Insufficient job control .075 1.784 .075

Interpersonal conflict -.251 -3.980 .000

Job insecurity .141 -2.169 .031

Occupational system .123 1.739 .083

Lack of reward .219 3.282 .001

Organizational climate .145 2.182 .030

R²=.188, F=9.246, p .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상

성을 악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는 61.96 으로 

간 이상의 직무 스트 스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Jung, Lee, Lee, 

Kim & Kim [11]의 53.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호스피스 자원 사자의 직무 스트 스는 29.8

[24], 서울시 사회복지사 45.3 [25], 일반근로자 51.2

[20]으로 나타나 다른 직업 종사자보다 간호사의 직무 스

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건의료노조 산

하 79개 병원 종사자 10,091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도 병원 체 종사자의 스트 스는 체 평균 17.9%인

데 비해 간호사는 68.7%로 다른 병원 종사자보다 스트

스가 매우 높다고 하 다[26]. 2014년 62개 의료기  병

원 종사자 18,263명을 상으로 한 실태조사[27]에서는 

반복되는 강도 높은 노동과 감정노동으로 ‘번아웃 증후

군’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많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상

하는 과정에서 재의 업무가 힘들고(39.4%), 좌 감

(23.8%)과 지겨움(22.6%)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가 높음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에 차이를 보이

는 일반  특성은 나이와 이직경험이 있었다. 79개 병원 

종사자 10,091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세 이하 

간호사 비율이 미국, 독일, 잉 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5개국  가장 높은 5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간호사가 직무 스트 스로 이직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 말하고 있다[26]. Lee [15]는 직무 스트 스 반응이 개

인  수 에서 분노감, 신체증상, 우울 반응으로 먼  나

타난 후에 조직 수 에서 업무태만과 실수 증가, 이직에 

한 생각이 증가하므로, 간호사의 이직을 이기 해 

직무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개인  반응에 한 

방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총  평균은 92.45 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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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평균평  1.97 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요인  

우울이 문항 평균 2.60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정신건

강을 측정한 Park [28]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총 이 

1.63 , 하부요인  우울이 1.8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나 본 연구의 상자들

의 정신건강 수 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간호사 상의 연구와 비교는 

어렵지만, Lee [12]의 연구에서도 하부요인  우울이 가

장 높게 나타나 간호사의 우울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 외에 신체화 2.13 , 강박 2.02 으로 높게 나타나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한 심과 이에 한 재가 

실히 필요하다. Park [28]의 연구에서도 우울, 신체화, 강

박증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다. 

본 연구의 상자들의 부분은 26∼30세(46.7%)로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인 간호사(4.6∼48.2%) 고, 20∼25

세, 1년 미만 간호사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과 간호 상자, 동료

와의 계로부터 오는 신체 ·정신 인 스트 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Park [28]은 1∼5년 근무자가 

11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 고, Park [29] 역시 9년 미만인 간호사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 다. 이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 해소와 

정신건강을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직무 스트 스에 취약한 5년 이내의 간호사들을 지

지하기 한 다양한 로그램이 실히 필요함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 계(r=.233, p=.000)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 보육교사, 기혼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12, 30]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스트 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 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사의 정신건강과 업무의 효율성을 해 

직무 스트 스 리에 심을 가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 스 

요인은 계갈등(β=-.324, p=.000)과 직무 불안정(β

=.141, p=.031), 보상 부 (β=.219 p=.001), 직장 문화(β

=.145 p=.030)로 나타났다. Lee [12]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 스 요인으로 

직무 자율성 결여, 업무량 과 , 부 한 우와 보상, 

인 계 문제, 자아존 감, 교 근무로 나타났다. 이러

한 직무스트 스 리를 해 Lee와 Shon [31]은 심과 

그에 상응하는 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처

럼 직무 스트 스는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고, 직무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 5년 이내의 간호사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 한 보상

을 한 제도 인 개선과 효율 인 근무를 한 간호 인

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정신

건강은 개인 인 문제이지만 결국 간호 상자와 간호 

장의 문제로 나타나므로 간호사의 정신건강을 이해하

기 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사를 상으로 하 기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이 연구의 제한 이

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상

성을 악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 자

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직무 스

트 스는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직무 스

트 스를 일 수 있는 융합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

다. 본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외  타당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지역

의 간호사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본다. 

둘째, 근무부서, 경력, 직 에 따른 분석을 세분화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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