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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임상간호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

하므로 간호 서비스에 한 만족도와 질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1-3]. 따라서 간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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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라북도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40명이었으며,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1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복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고, 상자의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 검증은 Duncan test로 분석하 다.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복력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본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는 극복력과 모두 정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특히 자기 효능감

이 극복력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사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on the resilience. The 

subjects were 240 hospital nurses in Jeonbuk and 231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sion of nine 

due to insufficient data.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7 and analyzed with the SPSS 23.0 program. 

Specifically, differences in resilie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OVA with Duncan's post hoc test, whil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dditionall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were evaluated by multiple regressi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In additi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resilience of clinical nurses, and self-efficacy had a 

greater effect on resilience.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linical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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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해서 양질의 간호 인력

을 유지하고 리하는 것은 요하다[4]. 그러나 환자 간

호와 안 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에

서 매일 다양한 스트 스를 경험하며, 직무로 인한 스트

스는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높은 수 의 직무

스트 스는 소진(burnout), 이직 등의 부정 결과를

래하고 있다[5-7]. 직무로 인한 정신 스트 스, 소진

등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간호사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며, 결국 임상 장을 떠나게 된다[8-10]. 

한편 임상 장에서 직면하는 스트 스나 역경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소진에 이르거나 이직을 하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 어떤 간호사들은 역경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

계 발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

하면서 간호사의 극복력(resilience) 개념은 주목 받기 시

작하 다[11]. 극복력은 스트 스와 역경 상황에 유연하

게 처하는 개인의 내 통제력으로 역경 동안에 간호

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소진, 

이직 의도 등의 개념과 함께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자아

탄력성, 회복탄력성개념과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8,12—14]. 

극복력은 역경 상황을 지속 으로 극복해가면서 진

으로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으며, 간호사 스스로 노력

하여 강화될 수도 있고, 주변의 도움과 지지에 의해서도

증진될 수 있으므로[13,15,16]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에

지속 심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 소진, 이직 의도 감소 등에

향을 미치므로[7,8,17] 궁극 으로 양질의 간호인력 확

보 간호의 질과 서비스 만족도에도 정 효과를 제

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을 해서는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악하는 연구가 먼 선행

되어야 하므로 간호사 상 극복력 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다. 문헌을 고찰한 결과, 극복력이 간호사의 직

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7,14], 소진에 미치는 향

[14,18,19], 이직 의도에 미치는 향[8,20] 등 극복력과

결과변수 간의 인과성을 악하는 연구가 부분이었으

며,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는 미흡하

여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

의 기 연구로서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기 해 시도되었으며, 최근 개발된 직무 련 극복력 모

델인 ICW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f Workforce 

Resilience)을 이론 기틀로 하여 연구를 시도하 다. 

ICWR 모델은 간호사의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본 모델이며[6], 간호사의 신경증

(neuroticism), 마음챙김(mindfulness),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직무스트 스 처(job stress coping)

가 극복력을 매개하여 스트 스, 소진, 우울 등의 간호사

의 정신 응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으며, 자기 효능감

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 를 성공 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을 말하며[21], 직무스트 스

처는 간호사가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스트 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다[22]. ICWR 모

델에 의하면, 간호사 스스로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다

고 믿고, 스트 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는 간호사의 극복력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측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성을 살피는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 성이 있을 경우 시도할

수 있으므로[23]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와 종속변수인 극복력 간의 상 성을

살피는 연구를 고찰하 다. 고찰 결과, 간호사를 상으

로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

는 향을 악하는 연구는 미흡하 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변수 간의 상 성 는 인과성을 살피는 연구

만 시도되었다[24-27]. 구체 으로 간호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극복력 간의 정 상 성을 밝힌 연구

[24,25], 자기 효능감이 극복력에 정 향을 미치는

연구[27],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와 극복력 간의

정 상 성을 밝힌 연구[26], 스트 스 처가 극복

력에 정 향을 미치는 연구[27] 등이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상으로 자기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는 미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 련 극복력 모델을 기반으로 간

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도되었으며, 향후 임상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

하기 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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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

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

이며,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

복력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사의특성에따른극복력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

복력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연구 상자는 북 소재 종합병원 3곳에서 1년 이상

의 임상경력이 있는 일반 간호사이며, 상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1.9.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

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하 다. 유의수 .05, 간효과

크기 .10, 검정력 95%, 독립변수 2개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5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회수률, 불

충한 설문 작성 등을 고려하여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

포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북 소재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일반 간호사이면서, 연구

참여를 허락하고 자발 으로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한

간호사이다. 상자 제외 기 은 1년 미만의 임상경력

간호사,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이며, 연구에 자발 참여

를 원하지 않는 간호사이다. 불충분하게 작성된 9부를

제외하고 총 231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  도

2.3.1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

는데 필요한 행 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을

말하며[21],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28]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도구를 Hong[29]이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 도구는 이메일로 사용승

인을 받은 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일

반 자기 효능감(17문항), 사회 자기 효능감(6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아주 그 다’ 5 으로, 수가 높

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상자의 자기

효능감 정도는 일반 자기 효능감 사회 자기 효능

감으로 하부 역별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상 계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할 때는 총 평균을 구

하여 살펴보았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2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0.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76이

었다. 

2.3.2 직 스트레스 대처

직무스트 스 처는 간호사가 직무 수행 시 발생하

는 스트 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이며[22], 본 연구에서는 Sim과 Cheon[22]이 개발한 간

호사 직무스트 스 처 척도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

다. 직무스트 스 처 도구는 이메일로 사용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문제해결

심(10문항), 긴장 완화(4문항), 사회 지지 추구(4문

항), 감정 표출(4문항), 주장 처(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항상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 처 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상자의 직무

스트 스 처 정도는 하부 역별(문제해결 심, 긴장

완화, 사회 지지 추구, 감정 표출, 주장 처)로 나

어 살펴보았으며, 상 계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할 때는 총 평균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도구의 신

뢰도는 Sim과 Cheon[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0.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35이었다. 

2.3.3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해 Park과 Park[30]이 개발한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

정한 Kim과 Park[31]의 도구를 사용, 승인 받은 후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간호사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질 , 계 , 상황 , 철학 , 

문가 패턴의 5개 하부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이다. 기질 패턴(4문항)은 간호사 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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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자기 신뢰 등을 측

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계 패턴(5문항)은 친

하고 신뢰하는 계에 가치를 두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

항으로 구성된다. 상황 패턴(4문항)은 스트 스 상황

을 해석하고 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

며, 철학 패턴(7문항)은 개인의 신념과 미래에 한

정 시각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마지

막으로 문가 패턴(7문항)은 간호사로서 문가 입

장을 나타내는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

며, 상자의 극복력 정도는 하부 역별(기질 , 계

, 상황 , 철학 , 문가 패턴)로 나 어 살펴보았

으며, 상 계 극복력 향요인을 악할 때는 총

평균을 구하여 살펴보았다. Kim과 Park[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95이었으며, 본 연구에 0.956

이었다. 

2.4 료수집

북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부( )를 직 방문하여 간

호부( )장에게 연구 목 , 의의 등을 설명한 후, 자료 수

집에 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병원 간호부의 자료수집

에 한 승인 이후, 직 연구자가 각 병동의 간호 리

자를 만나서 연구 목 , 의의, 익명성, 비 보장, 자발

참여 연구 참여에 한 철회 가능성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다시 자료수집에 한 동의를 구하 다. 그

이후에 간호사들에게 연구의 목 , 의의, 익명성, 비

보장, 자발 참여 연구 참여에 한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에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5～

20분 정도이었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복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

하 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 검증은 Duncan test로 분

석하 다.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 극복력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으며,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다.

2.6 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 의 생명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실시하 다

(1040117-201703-HR-001-01). 연구 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기 , 연구의 목 , 의의, 익명성, 비 보장, 

자료의 유출 방지, 언제든지 철회 가능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

호사에 한해 설문지를 배포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익

명성과 비 보장을 철 하게 유지하 으며, 자료의 유

출 방지를 해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 컴퓨터에 암호화

된 일로 장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학문 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시 에

모든 장된 일을 즉시 폐기할 것이다. 

3. 연 결과 

3.1 대상  특

상자는 여자 93.5%, 남자 6.5% 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40.3%로 가장 많았다. 병원 근무 기간과

부서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1%, 

52.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가 52.8%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

하는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

트 스 수 모두 보통 수 이 57.6%, 51.5%로 가장 많

았다(Table 1).

3.2  효능감, 직 스트레스 대처, 극복력 

정도

상자의 자기 효능감은 5 만 3.42 으로 나

타났고, 직무스트 스 처는 5 만 3.37 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역 문제 심 처가 3.8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정 표출이 2.46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극복력은 5 만 3.64 으로 나타났고, 

하부 역 상황 패턴이 3.78 으로 가장 높았고, 기

질 패턴이 3.49 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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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5 (6.5)　

Female 216 (93.5)　

Age (yr)
20 ～ 24 31 (13.4)　

25 ～ 29 93 (40.3)

30 ～ 34 48 (20.8)　

35 ～ 39 32 (13.9)

40 ～ 44 13 (5.5)

≥ 45 14 (6.1)

Marital status Married 96 (41.6)　

Single 135 (58.4)　

Educational 

status

College 98 (42.4)　

University 133 (57.6)　

Religion

Christian 84 (36.3)　

Buddhism 11 (4.8)　

Catholic 17 (7.4)　

Etc. 119 (51.5)　

Employment 

period of 

current 

hospital

1year ≤ ~ < 3years 88 (38.1)

3years ≤ ~ < 5years 32 (13.9)　

5years ≤ ~ < 7years 32 (13.9)　

7years ≤ ~ < 10years 25 (10.8)

≥ 10years 54 (23.3)　

Employment 

period of 

current ward

< 1year 28 (12.1)　

1year ≤ ~ < 3years 121 (52.4)

3years ≤ ~ < 5years 42 (18.2)　

5years ≤ ~ < 7years 22 (9.5)

≥ 7years 18 (7.8)　

Working type
Day shift 72 (31.2)　

Three shifts 159 (68.8)　

Working ward
General ward 122 (52.8)　

Special ward 82 (35.5)　

Outpatient 27 (11.7)　

Placement of 

hope ward

Yes 142 (61.5)

No 89 (38.5)　

Level of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 21 (9.1)

Moderated 133 (57.6)

Satisfied 64 (27.7)

Very satisfied 13 (5.6)

Level of job 

stress

Low 9 (3.9)

Moderate 119 (51.5)

High 77 (33.3)

Very high 26 (11.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1)

Categories M±SD Min. Max.

Self-efficacy 3.42±0.41　 2.59　 4.65

   General self-efficacy 3.43±0.44　 2.06　 4.81　

   Social self-efficacy 3.41±0.51　 2.29　 5.00　

Job stress coping 3.37±0.37　 2.23　 4.38　

   Problem centeredness 3.84±0.52　 2.00　 5.00　

   Assertive coping 3.03±0.62 1.00　 5.00　

   Relaxation 3.31±0.84　 1.00　 5.00　

   Emotional display 2.46±0.68　 1.00　 5.00　

   Social support pursuit 3.50±0.67　 1.50　 5.00　

Resilience 3.64±0.46 2.53　 5.00　

   Dispositional 3.49±0.57　 1.75　 5.00　

   Relational 3.69±0.55　 2.20 5.00

   Situational 3.78±0.50 2.00 5.00

   Professional 3.59±0.50 2.43 5.00

   Philosophical 3.66±0.61　 2.00　 5.00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job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N=231)

3.3 간호사  특 에 따  극복력  차

극복력은 나이, 병원 부서 근무 기간, 근무 부

서, 희망부서 배치 유무,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 스

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5

세 이상의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났고

(F=2.498, p=0.032), 병원 근무 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7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일수록 극복

력 수가 높게 나타났다(F=2.553, p=0.040). 부서 근

무 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 간호사보다 1년 미만이거

나 7년 이상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았다(F=2.797, p=0.027). 근무 부서는 일반병

동과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8.789, 

p<0.001). 희망 부서에 배치된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더 높았고(t=2.676, p=0.008), 직무 만족도 수 이

높아질수록 차 극복력 수도 높아졌으며(F=25.585, 

p<0.001), 직무 스트 스 수 은 낮을수록 극복력 수

가 높게 나타났다(F=8.748,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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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

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 or F 

(p)

Gender Male 3.89±0.58 1.570 

(0.118)Female 3.64±0.46

Age (yr) 20 ～ 24a 3.63±0.33

2.498 

(0.032)

a,b,c,d,e<

f

25 ～ 29b 3.62±0.46

30 ～ 34c 3.57±0.48

35 ～ 39d 3.71±0.52

40 ～ 44e 3.58±0.37

≥ 45f 4.03±0.48

Marital 

status

Married 3.68±0.47 1.100 

(0.272)Single 3.62±0.46

Educational 

status

College 3.59±0.44 -1.489 

(0.138)University 3.68±0.47

Religion Christian 3.67±0.48

1.058 

(0.368)

Buddhism 3.81±0.43

Catholic 3.67±0.53

Etc. 3.60±0.45

Employment 

period of 

current 

hospital

1year ≤ ~ < 3yearsa 3.64±0.45

2.553 

(0.040)

b<d,e

3years ≤ ~ < 5yearsb 3.45±0.42

5years ≤ ~ < 7yearsc 3.60±0.42

7years ≤ ~ < 10yearsd 3.72±0.49

≥ 10yearse 3.76±0.49

Employment 

period of 

current ward

< 1yeara 3.74±0.46

2.797 

(0.027)

a>c

1year ≤ ~ < 3yearsb 3.64±0.45

3years ≤ ~ < 5yearsc 3.47±0.41

5years ≤ ~ < 7yearsd 3.71±0.53

≥ 7yearse 3.84±0.50

Working 

type

Day shift 3.72±0.48 1.789 

(0.075)Three shifts 3.61±0.45

Working 

ward

General warda 3.56±0.44 8.789 

(<0.001)

a,b<c

Special wardcb 3.67±0.44

Outpatientc 3.96±0.50

Placement 

of hope ward

Yes 3.71±0.46 2.676 

(0.008)No 3.54±0.45

Level of job 

satisfaction

Dissatisfieda 3.25±0.43
25.585 

(<0.001)

a<b<c<d

Moderatedb 3.54±0.38

Satisfiedc 3.85±0.42

Very satisfiedd 4.27±0.50

Level of job 

stress

Lowa 4.21±0.51
8.748 

(<0.001)

a>b>c,d

Moderateb 3.68±0.44

Highc 3.61±0.44

Very highd 3.37±0.39

Table 3. The difference of resilienc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31)

3.4  효능감, 직 스트레스 대처  극복력

간  계

극복력은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와 모두

정 상 계를 나타냈으며, 극복력과 자기 효능감

(r=0.615, p<0.001), 극복력과 직무스트 스 처

(r=0.508, p<0.001)는 등도 수 의 상 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Self-efficacy

Job stress 

coping
Resilience

Self-efficacy 1

Job stress 

coping
0.422 (<0.001) 1

Resilience 0.615 (<0.001) 0.508 (<0.001) 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job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N=231)

3.5  효능감  직 스트레스 대처가 극

복력에 미치는 향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 종속변수의 자기상 과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968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 이 없어 독립

이었으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1.216으로 모두 10보다 작아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94.347, p<0.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자기 효능감(p<0.001), 직

무스트 스 처(p<0.001)가 종속변수인 극복력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

수록(B=0.551), 직무스트 스 처를 잘할수록(B=0.375)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8%이다(Table 5).

Variables
Resilience

B SE β t p VIF

Constant 0.494 0.236 2.098 0.037

Self

-efficacy
0.551 0.061 0.487 9.018 <0.001 1.216

Job 

stress 

coping

0.375 0.067 0.302 5.595 <0.001 1.216

R2=0.453, Adj. R2=0.448, F(p) = 94.347 (<0.001)

Table 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coping on the resilience           (N=231) 

4. 논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향후 간호

사의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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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도하 다.

상자의 극복력은 5 만 3.64 으로 등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하부 역 상황 패턴이 3.78

으로 가장 높았고, 기질 패턴이 3.49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황 패턴은 스트 스 상황을 해석하고

처하는 극복력을 측정하며, 기질 패턴은 간호사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자기 신뢰 등에

한 극복력을 측정하므로[30] 본 연구의 간호사들은 스

트 스 상황에서 해석하고 처하는 극복력이 상 으

로 높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은 상 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의 극복력 측정 도구는

재 도구 개발 이를 재검증한 연구만 시도되어 실제로

간호사의 극복력 수 이 어느 정도인지 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30,31]. 같은 도구로 간호사의 극복력을 측정

한 연구가 없어 국내에서 간호사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Baek 등[32]의 도구를 사용하

여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 다. Baek 등의 도구는 외국에

서 개발된 도구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도구로 5개 하부요

인으로 구성되며, 강인성, 지속성, 낙 성, 지지, 성으

로 4 척도로 구성된다[32,33]. 본 연구에서 Baek 등

[32]의 도구가 아닌 Kim과 Park[36]의 도구를 사용한

이유는 국내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한 도구로 국내 간호사 연구에 더 합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aek 등[32]의 도구를 사용

한 Kang과 Lim[14]의 연구 2.48 , Son 등[34]의 연구

2.31 으로 등도 이상의 수 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 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등도 수 이상

의 극복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14,34], 간

호사의 극복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일치되지 못한 제한

이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다

양한 임상 장의 간호사를 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극복력의 하부 역

을 구체 으로 확인, 비교함으로써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나이, 병원

부서 근무 기간, 근무 부서, 희망부서 배치 유무, 직무

만족도 스트 스 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 나이가 45세 이상의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35]의 연구에서는 35

세 이상의 간호사일수록, Moon 등[19]의 연구에서는 40

세 이상 49세 이하 간호사일수록, Kang과 Lim[14]의 연

구에서는 30세 이상인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

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간호사의 나이에 의

한 극복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사의 극복력은 병원 근무기간이 7년 이

상인 간호사일수록, 부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7년 이상인 간호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Kang과

Lim[14]의 연구에서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일수

록, Moon 등[19]의 연구에서는 임상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Ryu와

Kim[36]의 연구와 Moon[37]의 연구에서는 임상 경력에

의한 극복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 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 은 본 연구에서는 부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간호사에서도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난 과

극복력이 높아지는 연령 와 근무 기간이 상이하다는

이다.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극복력은

근무기간 는 임상경력과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년 미만의 간호

사에서도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극복력이 증

가하는 연령 와 근무기간도 기존연구와 다르게 나타났

다. 왜 이런 차이 이 발생하는지에 한 향후 연구가 시

도되어야 하며, 표성을 띄는 단 조사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간호사의 극복력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희망부서에 배치된 간호사일수록 수가 높게 나타났다. 

Kang과 Lim[14]의 연구에서는 특수부서와 외래에 근무

하는 간호사일수록 극복력 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일치되는 결과를 보 으며, 기존 선행연구

에서는 희망부서에 배치된 간호사의 극복력을 확인한 연

구가 미흡하여 이 부분에 한 선행 문헌과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제한 이 있었다.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본

인이 희망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희망부서에 배치

된 간호사의 극복력이 그 지 못한 간호사보다 높으므로

향후 간호사들의 근무부서를 배치할 때, 희망부서에 배

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 시에 근무부서 희망부서 배치 유무 등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호사의 극복력은 직무 만족도 수 이 높을수

록, 스트 스 수 은 낮을수록 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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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와 Kim[36]의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극복력 수가 높았으며, Hudgins[8]의 연구와 Matos 

등[38]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극복력 간의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Zou 등[7]의 연구에

서는 스트 스와 극복력 간의 부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응하 다.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스트 스는 극복력과 매우 하게 연구되는

변수들로서 향후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 시에 직무

만족도 수 스트 스 수 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

는 효과를 검정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처 모두 극복력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무스트 스 처보다 자기 효능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es 등[27]의 연

구에서도 간호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정 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 스

처보다 자기 효능감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응하 다. 즉, 간호사의 극복력 증

진을 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 스스로 스트 스와 역경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만의 신념이 매우

큰 향을 미치므로 극복력 증진 로그램 개발 시에 간

호사의 효능감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과

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사만을 상으로 극복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향 요인만을 살펴본 연구이므

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해석하는 데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한 아직 국내

간호사를 상으로 다양하게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

므로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한 지속 재검증 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직무스트 스

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도되었으

며, 자기 효능감과 직무스트 스 처 모두 극복력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무스트

스 처보다 자기 효능감이 간호사의 극복력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간호사의 나이, 근무

기간, 근무 부서, 희망부서 배치 유무, 직무 만족도 스

트 스 수 도 극복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

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간호사의 극복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악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하며,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 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시도해 볼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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