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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 지역 6개의 2차 병원에 재직 중인 6개월 이상의 신규간호사 198명으로 편의표집하였고 2016년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자아탄력성 정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간호업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정도, 직무스트레스 정도, 간호학을 택한 동기 순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33.6%이
었다. 따라서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신규간호사, 2차 병원,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
Abstract  his is an explanatory study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job stress, the ego-resilience, and nursing 
performance of new nurs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new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for 6-12 
months in six secondary hospitals in province from February 16 to April 30, 2016. The degree of nursing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high and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ego-resilience were found to be middle.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nursing performanc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were ego-resilience, 
job stress,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which explained 33.6% of the variance. It is suggest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nursing performance and to develop and execute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enhancing the ego-resilience of new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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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차 병원은의료전달체계상 1차의료기관과 3차의료

기관을연계해주고대형병원이전단계에서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

고있다[1]. 2차병원은 30병상이상의병원과 100병상이

상의종합병원으로구분된다[2]. 그러나 2차병원은대형

병원에비해병원시스템, 인력구성비율, 의료인의특성,

환자들의 중등도,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임금 차이

등으로[3] 간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중소병원은대학병원에비해열악한업무환경으로간

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5]. 2015년 병원간호사회의보고에의하면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2.6%이며, 병원규모에 따라 400병상 이

상 599병상 이하는 16.3%, 200병상 이상 399병상 이하는

21.9%, 200병상 미만은 22.1% 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

다[6]. 따라서간호사부족현상은중소병원이대형병원보

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7].

간호사는병원에서환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대부

분을 제공하므로, 병원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전체인력의 60%를차지한다[8]. 그러므로간호사는병원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간

호업무성과를 높이도록 요청받고 있다[8].

간호업무성과는간호사가업무에대한전문성으로, 합

리적으로역할을수행하여일정기간동안간호조직의목

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9]. 이러한 간호업무성과는 전문직 발전에 중요한 과제

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가 시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10].

신규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하여

첫 1년이내실무에종사하는간호사로[11], 간호사는입

사 후 대상자에게 개별적이고 다양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전문 인력으로 환자간호를 제공해야

한다[12]. 그러나 신규간호사는 입사 후 3개월간 미숙한

업무능력으로 독자적 간호수행이 어려워 간호사로서 완

성되기위해노력이 많이필요하다[13]. 근무한지 6개월

미만에는 특히 기본적인 업무적응과 대인관계로 힘들어

하다가[14],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업무에 적응하여

독립적인 간호사로 자리 잡을지가 드러난다[15]. 신규간

호사는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

다[16]. 신규간호사는학교에서배운이론적지식과간호

수행이 일치하지 않아 좌절감을 경험하고[17], 간호수행

을위한전문지식과기술이부족하며[18], 환자와보호자

와의갈등[19] 등으로심한스트레스를경험한다. 더욱이

대형병원에비해 2차병원에근무하는간호사는상대적

으로인력부족과낙후된환경, 낮은임금, 근무시간초과

등과같은스트레스환경에노출되어직무스트레스가매

우높다[4]. 이러한신규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가높을수

록 간호업무성과는 낮았고[20], 대학병원 간호사와 응급

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는

낮았다[21],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의

미 있는 개념이 자아탄력성이다[22].

자아탄력성은개인이직면한역경에적응하고오히려

성장을가능하게하는개인의사회심리적특성이다[23].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들이 어려운 업무 상황을 극복하도

록 도와주고,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이상의기능과적응을촉진하여스트레스의영향을

완화시켜준다[24].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간호사에게 전

문직역량과자아정체성을획득하는데필요한개인적특

성이다[22].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5], Kim, Suh

[26]는 병원종사자의자아탄력성이직무스트레스의부정

적 영향을 조절하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며,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연구로 직무스트레스[20,21], 자

아존중감[26], 직무몰입[27], 셀프리더십[28,30], 자아탄력

성[31] 등이있었다. 대부분연구가일반간호사[28], 대학

병원 간호사[29], 요양병원 간호사[30], 응급실 간호사

[21]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규간호사를 대상

으로한직무스트레스와자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의세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함으로써신규간호사들의간호업무성과를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목적은 2차 병원신규간호사의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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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자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규명한다.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의 차

이를 규명한다.

3) 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

정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4) 대상자의간호업무성과 정도에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 광역시에소재한 6개의 2차 병원

에 재직 중인 6개월 이상의 신규간호사로 편의표집하였

다.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 목적과 설명

을 이해하여 연구에 동참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본의크기는 G-power 3.1.3 program[32]을 이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는 중

간크기인 0.15, 검정력 .95, 예측변수 7개로 하였을 때표

본 수는 153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10부를 배부

하여 203부를 회수한 후,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 1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Kim, Gu[33]가 개발한간호사의직무

스트레스척도를 Kim[20]이 신규간호사에게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의료의한계

에대한심리적부담, 전문지식과기술의부족, 대인관계

문제, 상사와의 불만스런 관계, 부적절한 대우, 의사와의

갈등, 업무량과중, 밤근무의 8개요인,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Likert 4점척도로배점하여점

수가높을수록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정도가높음을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Gu[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Connor, Davidson[34]이 개발한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Baek[35]이 번

안한 한국형 코너-데이비슨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강인함, 낙관성, 인내력, 지지, 영성의 5

개 요인,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onnor, Davidson [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Baek [35]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2.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Park[36]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독자적 간호업무, 비독

자적간호업무, 대인관계업무의 3개 요인, 총 23개 문항

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Likert 5점척도로배점하

여점수가높을수록대상자의간호업무성과정도가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2월 10일부터 동년 4월 3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

집방법은 B광역시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KU IRB 2015-0099)을 받은후, 연구자와훈련된연

구보조자가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내용을설명한후연구참여동의서에서명을받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즉시 회수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연구의수집된자료는 IBM SPSS 22.0 통계프로그

램으로분석하였다. 대상자의제특성은실수, 백분율, 평

균과표준편차로분석하였고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 자

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정도는평균, 표준편차로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의 차

이는 t-test, ANOVA와 Scheffé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간호업무성과 정도

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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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2.9%, 남자가 7.1%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4.78±3.31세로, 26세 미만 군이

78.3%, 26세이상군이 21.7%이었다. 종교는있다고답한

군이 50.0%, 교육정도는 4년제 졸업이 52.5%이었다. 근

무부서는병동이 58.6%이었고, 총근무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 이하가 82.3%, 6개월에서 8개월이 17.7%이었고,

평균 10.59±2.13 개월이었다. 희망부서배치여부는그렇

다고 답한 군이 70.7%이었고,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82.3%, 고정근무가 10.6%이었다. 프리셉터로부터교육을

받은군이 83.3%이었다. 간호직에대한만족도는만족하

는 군이 83.8%,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자의로 선택한

군이 56.1%, 타의로 선택한군이 43.9%이었다. 희망휴무

일에 쉴 가능성은 그렇다고 답한 군이 50.5%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M±SD)

Categories n(%)

Gender
Female 164(92.9)
Male 14(7.1)

Age(yr)
(24.78±3.31)

<26 155(78.3)
≥26 43(21.7)

Religion
Yes 99(50.0)
No 99(50.0)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91(46.0)
University 104(52.5)
RNBSN/Intensive
course Bachelor

3(1.5)

Working area
Word 116(58.6)
Others 82(41.4)

Clinical career
(month)

6-8 35(17.7)
9-12 163(82.3)

Whether the
department hopes placed

Yes 140(70.7)
No 58(29.3)

Type of duty
Three shifts 163(82.3)
Two shifts 14(7.1)
Fixed shifts 21(10.6)

Whether from a trained
preceptors

Yes 165(83.3)
No 33(16.7)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166(83.8)
Dissatisfied 32(16.2)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Willingly 111(56.1)
Unwillingly 87(43.9)

Possibility of rest
in hope closed

Yes 100(50.5)
No 98(4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8)

3.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간
    호업무성과 정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 2.87± 0.46(척

도범위:1-4)로 나타났다. 대상자의자아탄력성정도는평

균이 3.20±0.54(척도범위:1-5)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

호업무성과 정도는 3.71±0.48(척도범위:1-5)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M±SD
Scale
rage

Job stress 2.87±0.46 1-4

Ego-resilience 3.20±0.54 1-5

Nursing Performance 3.71±0.49 1-5

<Table 2> Scores of perception for Job Stress, Ego- 
Resilience and Nursing Performance    

 (N=198)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연령

(F=5.320, p=.006),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t=2.623, p=.009),

근무부서(F=2.799, p=.012), 간호학을 택한 동기(t=2.503,

p=.013), 희망휴무일에쉴가능(t=2.013, p=.046)에서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한결과, 연령에서 25세이상부터 30세미만

군보다 25세미만군이, 25세이상부터 30세미만군보다

30세 이상 군이 간호업무성과 정도가 더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간
호업무성과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는 약한 정도

의 음의 상관관계(r=-.16, p=.0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간호업무성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r=.5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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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Female 84.00±16.45 -0.49

(.621)Male 85.52±10.61

Age(yr)
<26 85.69±10.64 0.681

(.497)≥26 84.39±12.58

Religion
Yes 84.82±11.25 -0.744

(.458)No 86.00±10.90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86.70±13.28
2.270
(.106)

University 84.04±8.56
RNBSN/Intensive
course/ Bachelor

93.66±8.96

Working
area

Word 85.76±11.01 0.533
(.595)Others 84.91±11.20

Clinical
career
(month)

6-8 84.60±13.29 -0.478
(.633)9-12 85.58±10.57

Whether the
department
hopes placed

Yes 86.05±10.80 1.272
(.205)No 83.86±11.63

Type of duty
Three shifts 85.90±10.95

0.920
(.400)

Two Shifts 82.92±11.22
Fixed shifts 83.23±11.93

Whether from
a trained
preceptors

Yes 86.04±11.31 1.813
(.071)No 82.24±9.29

Satisfaction
with nursing

Satisfied 86.30±10.97 2.623*

(.009)Dissatisfied 80.78±10.53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Willingly 87.13±10.57 2.503*

(.013)Unwillingly 83.21±11.35

Possibility of
rest in hope
Closed

Yes 86.97±11.45 2.013*

(.046)No 83.82±10.49

*p<.05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erformance 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Variables Nursing Performance

r(p)

Job stress -.167*(.017)

Ego-resilience .540*(<.001)

*p<.05

<Table 4> Correlations among Job Stress, Ego- 
           Resilience and Nursing Performance   

(N=198)

3.5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간호업무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

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제 특성에서 간

호업무성과에유의한차이를보였던간호직에대한만족

도, 간호학을택한동기, 희망휴무일에쉴가능성을가변

수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이하로나타나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위험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

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663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로 회귀모형에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

을택한동기, 희망휴무일에쉴가능성을투입한결과, 간

호직에 대한 만족도(β=.176), 간호학을 택한 동기(β

=.205)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났다.

2단계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

탄력성 정도(β=.516)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직무스트레

스정도(β=-.192), 간호학을택한동기(β=.130)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간호업무성과를 3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t(p) B β t(p)

Satisfaction
with nursing
(1=Satisfied)

5.296 .176 2.456*

(.015)
2.140 .071 1.140

(.256)

Motivation to
choose nursing
(1=Willingly).

4.560 .205 2.959*

(.003)
2.894 .130 2.199*

(.029)

Possibility of
rest in hope
Closed(1=Yes)

2.430 .110 1.536
(.126)

.502 .023 0.370
(.712)

Job stress -.134 -.192 -3.279*

(.001)

Ego-resilience .399 .516 8.430*

(<.001)

R2 084 .353

Adj. R2 .070 .336

F=5.948*, p=.001, F=20.970*, p=<.001,
Durbin Watson=1.663

*p<.0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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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자

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2차 병원신규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정도의평

균이 2.87±0.46(척도범위: 1-4)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

를 사용한 Kim[20]의 연구에서 대학병원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정도의평균이 2.85±0.81과 비슷하였다. 다

른도구를사용한Ko[37]의 연구에서중소병원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의 평균이 3.56±0.51(척도범위:1-5)로

비슷하였다. 그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 Park[25]의 연

구에서는평균평점 3.05±0.60(척도범위:1-5)으로본연구

결과가 더 낮았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병원규모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차 병원에근무하는 신규간호사의 경우 대학

병원이나종합병원에비해낙후된환경으로인력이부족

하고낮은임금과 근무시간초과등[4]과같은스트레스

환경으로인한것이라생각된다. 그러나 2차병원신규간

호사의직무스트레스정도를측정한연구가매우부족하

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이

3.20±0.54(척도범위:1-5)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

한 Park[25]의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신규간호사의 자아

탄력성 정도의 평균이 2.51±0.51로 본 연구결과가 더 높

았다. 이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비해 간호중등도

가낮기때문에 2차병원에근무하는간호사의업무과중

이 덜하여[38] 업무환경에 적응할수 있는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달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신규간

호사의 자아탄력성은 임상현장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능력[22]으로 신규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을 높

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이

3.71± 0.48(척도범위: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

은 도구를 사용한 대학병원 신규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정도의평균이 3.65±4.53보다다소높게나타났다[20]. 이

는 병원 규모에 의한 간호업무성과 정도의 차이로 생각

된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Kim[20]의 연구가 유일하여 신규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업

무성과 정도는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간호학을 택한 동

기, 희망휴무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군보다 간

호직에 만족하는 군이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는 간

호라는직업에자부심을가지고능동적인간호업무를시

행하면간호업무성과가향상될것이라생각된다. 근무부

서에서 응급실, 수술실, 내과병동이 간호업무 성과가 높

았다. 간호직을택한동기에서 타의로선택한군보다자

의로 선택한 군이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는 스스로

간호사가되기위해간호학을선택했다면간호직에만족

하게 되어 간호업무성과의 향상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신규간호사의간호직에대한열정

과 긍지를 높이고 근무부서에서 간호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과 근무부서 내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

하여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2차 병원신규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정도와간

호업무성과 정도의 관계는 약한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

(r=-.16, p=.017)가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정도가높을

수록간호업무성과정도가낮았다. 하지만 Kim[20]의 연

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는 유의

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나신규간호사가직무스

트레스를 느끼기는 하지만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정도가아닌것으로생각된다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업

무성과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신규간호사의직

무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자아탄력성정도와간호업무성과정도는중

간정도의양의상관관계(r=.54, p<.001)를 보였다. 즉, 자

아탄력성정도가높을수록간호업무성과정도가 높았다.

이는 Park[8]의 연구에서병원간호사의자아탄력성과간

호업무성과의관계(r=.51, p<.001)와유사한결과였다. 또

한 Yang[4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자아탄력성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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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행능력(r=.526, p<.001)과도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516), 그 다음은 직무스트레

스(β=-.192), 간호학을택한동기(β=.130) 이었고, 전체적

으로 간호업무성과를 33.6%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Park[8]의 연구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아탄

력성이 간호업무성과 예측인자로 보고한 결과, 그리고

Lim[21]의 연구에서응급실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가간

호업무성과 예측인자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영향

을 주는 요인이 자아탄력성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

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

는전략이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

고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제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간호학을택한동기이었다.

이는 자의로 간호사가 된 경우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여

간호직에대한애착과자부심을높여간호업무에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타의보다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

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 교

육과정에서부터 전문 과목 외에 간호학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일부지역 2차병원신규간호사를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2차 병원 신규간

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

성, 직무스트레스, 간호학을 택한 동기이었다. 그러나 대

상자를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제한점이있다. 추후 2차병원신규간호사의간호업무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직무스트

레스를 낮추고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간호업무성과에미치는효과를확인하는후속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연구는 2차 병원신규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와 자

아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연구이다. 결론적으로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직무스

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 정도가높았다.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 간

호업무성과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자아탄력성

이었으며, 그 다음은 직무스트레스, 간호학을 택한 동기

이었다. 본 연구는 2차 병원 신규간호사의간호업무성과

에대한연구가미흡한실정에서직무스트레스와자아탄

력성및간호업무성과와의관계를확인하고 2차병원신

규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탄력성임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 2차 병원신규간호사의간호업

무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

키고자아탄력성을증진시키는프로그램의개발및적용

해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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