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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간 사  근로 경,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하고,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계  하고  실시하 다. 료수집  경남 G시  J시에 재한 합병원 간 사 220  

연  상 로 하 , 문지  용하 다. 료  SPSS WIN 21.0 프로그램  용하여 하 다. 본 

연  결과는 근무 태는  근무가 70.5%, 재 근무  곳  병동  54.6%로  차지하 다. 상 후 스

트레스 후  28.20 , 아탄력  39.98 로 나타났다. 간 사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계는 통계 로 한  상 계가 는 것 로 나타났다(r=.226, p=.001). 본 연 결과  로 간 사  

근로 경  상 후 스트레스 후  초래하고 아탄력  수록 상 후 스트레스 후  도가 낮아지

므로 병원 력 리차원에  상  사건  경험한 간 사  해 심리  재 안  색해야 할 것 로 보 다.

주 어 : 간 사, 근로 경, 아탄력 , 상 후 스트레스 후 , 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and the self-resilience of nurses, and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and the self-resilienc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method among 220 General Hospital 

nurses at Gyeongnam G and J city.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1.0 program WIN. The results of 

working conditions of the nurses majority were shift work 70.5%, currently working in the ward 54.6%.  

Scores were shown as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28.20) and self resilience (39.98).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r =.226, p=.001) between the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and the self-resilience. Based on the 

result, since working conditions of nurses caused psychological stress and nurses with high self-resilience eased 

the degree of post-traumatic stress, in term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of hospitals, a psychological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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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근로자는 어떠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스트 스 수 건강이상에 향을 받게 된다[1]. 간호

사는 직업 특성상 입원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해 3교 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으

로 병원간호사를 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교 근무 형

태로 3교 근무가 89.4%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3개

월 평균 밤 근무 일수는 한 달에 7~9일이 35.4%이다[2].

간호사는 직업 특성상 교 근무는 피할 수 없고, 교 근

무로 인한 생리 , 정신 향과 간호사 특유의 과 한

업무로 인한 육체 피로와 스트 스 정도를 증가시키며

[3,4,5] 밤근무는 간호사가 가장 스트 스를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그러므로 교 근무 환경은 생리

, 정신 , 신체 건강 문제의 원인이되며 결국 간호업

무 효율성의 감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7,8,9]. 이처럼

간호사의 근로환경은 간호사의 간호업무 효율성과 련

이 있는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은 간 외상 사건 건수가 많

고, 주간근무보다 교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서 높은 경

향을 나타낸다고 하 다[10]. 그러므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간호하는 부서의 특성과 교 근무로 인해 외상

사건에 노출되기 쉽다.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

한 결과 주간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교 근무를 하는 사

람의 외상 후 스트 스가 높게 나타났다[9]. 폭력에 의한

외상 사건의 노출빈도가 많은 간호사일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11], 응 실 간

호사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와 련된 생명에 인

상황이나 학 , 강간과 같은 극도의 스트 스 상황에 처

한 응 환자에게 일차 인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부서

가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10]. 환자실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 다[12]. 한

간호사가 경험하게 되는 외상 사건은 직 으로 환자,

보호자, 의사, 동료 등으로부터 받는 언어 폭력, 신체

, 신체 폭력을 경험하거나[13], 환자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고 외상 사고환자를 자주 경험하는 간 인

외상이 있다[10,12,14]. 간호사는 이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자율신경계 기능과 스트 스 호르몬 행동

의 변화로 압증가, 갑상선 기능 억제, 면역 기능의 변화

로 우울과 피로, 안 부 , 우울증, 심박동 증가, 호흡곤

란 등이 동반되는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PTSS)을 경

험할 수 있다[15]. 간호사는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능력, 친구 계, 여가생활 등 일상생

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12,14] 결국

간호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15].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외

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증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아탄력성은 스트 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 으로

응하는 정 인 힘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동일

한 스트 스 환경 내에서 인내수 을 조 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

고 처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

스 상황을 효율 으로 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16,17].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스트

스 증상을 보일 확률이 히 낮으며[13,18], 자아탄력성

은 간호사들이 매일의 업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 스를 극복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19].

이와 같이 병원 간호사들은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병원 내 폭언,

폭력, 심각한 이상 사건 경험환자의 간호처치, 응 실

는 환자실근무, 교 근무 등의 근로환경으로 직·간

외상사건이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발생시킬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간호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재까지 간호사를 상으로 외상 후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직의도, 신체 , 폭력경험, 왕따

경험, 이직경험, 간 외상사건 경험, 교 근무, 직무 스

트 스, 사건처리 만족도[10,11,13,21] 등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외상 후 스트

스 증상과 자아탄력성에 해 조사한 연구는[13]외에

는 매우 드물었으며, 근로환경과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악하고, 외상 후 스

트 스와 자아탄력성 과의 계를 살펴 으로써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감소시키는 효과 인 재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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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의 상 계를 악하기 함이

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

성 정도를 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일반 특성 근로환경에 따라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악

한다.

넷째,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

성과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근로환경

의 실태를 악하고,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

력성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로 G시, J시에 소재한 상병원 간호부 책임자에게 화

로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를 허

락한 종합병원을 간호사로 임의 표출하 고, 상자에게

연구 목 과 취지,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수집된 자료

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 유지 보장 응답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된다는 등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ɑ) .05, 검정

력(1-β) .80, effect size .25로 하 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216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부를 배부하여 240부

를 회수하 으며, 이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 20부를

제외한 22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2.3 연 도

2.3.1 근로 경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로환경 특성을 악하기

해 근무형태, 근무병동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상 후 스트레스 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주도 학습능력 도구는

Horowitz, Wilner, Alvarez[22]가 개발하고, Eun, Kwon,

Lee, Kim, Choi, Cho[23]이 번안한 한국어 사건충격척

도 수정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version;

IES-R-K)를 사용하 으며, 일반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IES-R-K는 과각성, 회피, 침습의 하 문항으로 구성되

며 각각의 문항들은 DSM-IV에서 제시된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17개 증상으로 구성되었다. 외상 사건

에 해 상자가 경험한 증상을 5 Likert 척도(0-4)로

구성되어 있다. 총 수범 는 0 에서 88 의 범주에 있

고, 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IES-R-K의 PTSS 단 을 기 으로 25

이상이면 PTSS 고 험군, 18-24 이면 PTSS 험

군, 17 이하는 정상군으로 분류하 다. 도구의 개발당

시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6이었다<Table 1>.

2.3.3 아탄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는 Block,

Kremen[1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를 Cheong[2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 으며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되었고, 응답 수를 합산하여 산출되었

다. 각 항목은 1 ( 부분 그 지 않다)에서 4 ( 부분

그 다)의 Likert 4 척도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eong[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6이었다<Table 1>.

Scale Domain
Cronbach's ɑ 

for domain

Cronbach's ɑ 

for scale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Hyper

arousal
.924

.959
Avoidance .882

Invasive .867

Resilience .863

<Table 1>  Cronbach alpha's value for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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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료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 근로환경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자아탄력성

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 근로환경에 따른 자아

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차이는 t-test와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

성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상   특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30.30세(±5.69)로 29세 이하가

54.4%(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은 61.4%(135명)가

미혼이었고, 상자의 57.7%(135명)가 종교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 은 3년제 졸업이 82.3%(181명)로

가장 많았고, 상자의 51.8%(114명)가 인 계가 ‘좋다’

고 응답하 고 상자의 43.2%(95명)가 주 건강상태

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7.47년

(±5.46)으로 2년∼3년이 43.2%(95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서경력은 2년∼3년 미만이 60.45%(67명)로 가장 많

았다. 직 는 일반간호사가 69.1%(152명)를 차지하 다

<Table 2>.

3.2 상  근로 경 

본 연구 상자의 근로환경에 한 내용은 <Table 3>

과 같다. 근로 환경에 해서는 근무형태는 교 근무가

155명(70.45%), 일제 근무가 65명(29.55%)로 나타났다.

재 근무 인 곳은 병동이 120명(54.55%)로 반 수

이었으며, 특수병동( 환자실, 응 실, 수술실)이 77명

(35.00%), 기타 23명(10.45%) 순이었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Age(years)

≤29 113 51.4

30.30±6.7930-39 80 36.4

≥40 27 12.3

Marital status
Single 135 61.4

Married 85 38.6

Religion
Yes 127 57.7

No 93 42.3

Education

Diploma 181 82.3

Bachelor or

master
39 17.7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29 58.6

Usually 91 41.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11 50.5

Usually 95 43.2

Bad 14 6.4

Total clinical

career

<5 95 43.2

7.47±73.565∼9 58 26.4

≥10 67 30.5

Clinical career of

current

unit(years)

<2 62 28.2

2∼3 67 30.5

4∼6 48 21.8

≥7 43 19.6

Position

Staff nurse 152 69.1

Charge nurse 45 20.5

Head nurse 23 1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Work patternt
3 Shifts 155 70.45

No shift 65 29.55

Work Unit

General ward 120 54.55

Special ward(ICU, ER, OR) 77 35.00

Others 23 10.45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urse's working conditions (N=220)

3.3 상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도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Table 4>와 같다.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은 총 88 만 에 평균 32.05(±16.57) 이었으

며,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단 25 이상을 보인

상자가 54.55%를 차지하 다. 자아탄력성은 총 56

만 에 평균39.98(±7.00) 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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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or 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0-88 1.00 71.00 28.20±16.57

PTSS normal

(≤17)
73(33.18)

PTSS risk

(18-24)
27(12.27)

PTSS high risk

(≥25)
120(54.55)

Resilience 14-56 19.00 56.00 39.98±7.00

<Table 4>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and 

resilience                     (N=220)

3.4 상   특   근로 경에 따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차

상자의 일반 특성 근로환경에 따른 외상 후 스

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

다.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은 주 건강상

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918, p=.035). 자아탄력성은 종교(t=3.132, p=.02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 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와 보통인 경우보다 자아탄력

성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8.184, p<.001). 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 수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15.936, p<.001).

상자의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 스 증

후군과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근무형

태에 따른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는 교 근무

Characteristics Category N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Resilience

M±SD t/F p M±SD t/F p

Age(years)

≤29 113 29.03±16.07

0.284 .753

40.00±6.62

0.297 .74330-39 80 27.35±17.92 39.65±7.60

≥40 27 27.30±14.73 70.86±6.88

Marital status
Single 135 28.93±16.43

0.203 .420
39.85±6.30

-0.317 .376
Married 85 27.92±16.86 40.18±8.02

Religion
Yes 127 27.57±13.09

0.038 .990
43.78±7.79

3.132 .027
No 93 27.96±16.80 40.15±6.74

Education
Diploma 181 27.99±16.42

-0.404 .686
39.75±6.96

-1.031 .303
Bachelor or master 39 29.18±17.40 41.03±7.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29 27.90±16.47

-0.320 .749
39.58±7.21

-0.317 .752
Usually 91 28.62±16.78 40.15±6.74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11 26.86 a±15.50

3.127 .046

42.06b±7.28

18.356 .000Usually 95 28.25a±17.53 38.74b±5.16

Bad 14 38.50b±15.57 31.86a±8.08

Total clinical career

<5 95 29.11±15.38

0.271 .763

39.89±6.71

1.645 .1955~9 58 27.88±18.37 38.83±6.69

≥10 67 27.21±16.73 41.09±7.56

Clinical career of current

unit(years)

<2 62 29.53±15.44

0.081 .922

39.66±6.50

0.148 .148
2~3 67 27.72±15.62 40.39±7.09

4~6 48 28.92±18.77 40.08±7.71

≥7 43 26.26±16.57 39.67±6.92

Position

Staff nurse 152 28.41±16.20

0.262 .770

39.51±6.82

2.995 .052Charge nurse 45 28.18±19.34 39.84±7.59

Head nurse 23 26.91±13.39 43.30±6.35

Work pattern
3 Shifts 155 29.80±16.62

2.226 .014
39.80±6.95

-0.579 .282
No shift 65 24.40±15.93 40.40±7.16

Work Unit

General ward 120 27.56±16.00

0.256 .774

40.38±7.38

0.666 .515
Special ward

(ICU, ER, OR)
77 29.29±17.16 39.77±6.37

Others 23 27.96±17.96 38.61±7.05

* Scheffe test: a<b

<Table 5> Characteristics and nurses' working condition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resilience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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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일제 근무인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26, p=.014). 자아탄력성은 근무형태와 재 근무

병동에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상 후 스트레스 후 과 아탄력 과

상 계

상자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간의

상 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p=.001). 즉, 자

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은 외상에 노출될 험

이 높고, 이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질 하 등 부

정 인 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상 종합병원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근로환경을 악하고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해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수는 88 만

에 평균 28.20 이었으며,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단 25 이상을 보인 상자가 54.55%를 차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상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7.51 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다소 낮았

으며[13], 단 25 이상을 보인 상자가 31.4%를 차

지하 다.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37.4 으로 보고하여[11]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단 25 이상을 보인 상자가 20.4%를 차지하 다.

간호사는 병원인력의 심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환자에

한 모든 처치 활동은 간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

므로 업무와 련된 계 심 에서 의료진, 상 , 환자

와 다양한 이해 계의 고리에 얽 있어 간호사에 해

비우호 인 경우가 많다[25]. 이런 이해 계의 고리속에

서 간호사는 폭력 등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26]에서 간호사의 93.7%가

언어 폭력, 23.4%가 신체 폭력을 경험하고 ,간호사의

71.0%가 언어 폭력, 신체 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다

고 하 다[27]. 그러나 폭력에 노출된 다수의 병원간호

사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는 시 의 흐름에도 불

구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업무 폭력 등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문제를 인식하여 심리 외상을 방하고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재 로그램과 안 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해 행정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자아탄력성 수는 56 만 에 평균 39.98 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평 평균 2.86 으로 앙 값 보다 약간 높

은 수이다. Connor, Davidson(2003)이 개발한 도구를

[28] Baek, Lee, Joo, Lee, Choi(2010)가 번안한 도구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를 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5 만 에 2.33 [29] Lee, Yoon, Lee(2012)의 연구에서

는 3.04 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 다[30]. 이러한 자아탄

력성은 간호업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 스를 극

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스트 스를 완화시키므로[19] 간

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간호조직 차원에서도 지속 인 자

아탄력성 유지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통계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하여 종교가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10]. 이는

지속 인 종교생활로 희망 인 감정을 가져 주 의 종교

인간 계를 유지하여 정 인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생활이 간호업무에서 나타나는 과

Variables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r(p)

Resilience

r(p)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1 -.226(.001)

Resilience 1

<Table 6> Correl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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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스트 스를 재하는 요소로서 삶의 의미와 목

사명감을 주어 인식을 증진시켜주므로[31] 정

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간호사의 직업 유지증

진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인 계에 따라 유의한 통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인 계가 좋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자아탄력

성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 계는

간호업무가 환자나 보호자, 직장동료, 타부서 직원, 선후

배 등 다양한 인간 계 속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 계, 간호조직에서 인간 계, 의료진과의

업무 조 계를 원활히 유지함에 있는 개인의 정 능

력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인 계가 잘 유지되는 간호

사인 경우 자아탄력성 한 높아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

어 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부서에는 간호사들이 좋은

인 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로환경에 따른 외상 후 스트 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 근무에 따라 유의한 통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교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일제 근무를 하는 간호

사에 비해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수가 높았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결과 주

간 근무를 하는 사람보다 교 근무를 하는 사람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9].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 근무로 인해 업무

스트 스와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고 병원의 야간근무 같

은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 함으로써 폭력 등 외상

사건에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응 실,

환자실 등과 같은 특수병동인 경우 환자의 증도가 높

아 간호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의 강도도 높아지게 되어

타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

을 경험할 빈도나 정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므로 근로환경과 련된 직·간 인 외상 사건 경

험을 일 수 있는 병원차원에서의 극 인 처방안과

간호사를 보호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해 노력해야 하며,

교 근무로 인한 신체 , 정신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상자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은 자아탄력성과

부 상 계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

성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은 외상 후 스트 스 증

후군을 감소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자아탄력성을 유지 증진시

키기 한 병원 내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실무측면에서 종합병원 간호사가 근로

환경 교 근무와 특수병동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외

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이 높다는 결과를 실증 으로 확

인함으로써 병원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리를 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 종합

병원의 간호사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 이 따른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근로환경,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악하고, 외상 후 스트 스 증후

군과 자아탄력성의 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사의 직업

상 혹은 개인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으로 인한 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효율 인 업무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근무형태는 교 근무가 70.45%,

재근무 인병동이일반병동 54.55%, 특수병동 35.00%

순이었다.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은 평균 32.05 이었고,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단 25 이상이 54.55%를 차

지하여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심각한 간호

사의 비 이 높았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9.98 으로 나

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과 자아탄력성은 음

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r=-.197, p=.003) 자

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낮았다.

결론 으로, 간호사의 근로환경은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래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의 정도가 낮아지므로 병원인력 리차원에

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간호사를 해 심리 재방

안을 모색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해 행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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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토 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사건을 직·간 으로 경험한 병원간호

사를 한 외상 후 스트 스 리 로그램을 개발, 용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병원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 스 증후군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악하고 이를 검정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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