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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lience,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mong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ilience scale, satisfaction scale and job stress scale were used. The data from 194 infection control nurses, who work 
for below 3 years at general hospitals,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September 30,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Win program. Results: In this study, job stres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resilience (r=-.14, 
p=.043) and job satisfaction (r=-.50, p<.001).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fection control 
experience (r=.32, p<.001). Also, the level of job requirement stress and job autonomy stress scored higher than other 
sub-dimension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β=-.43, p<.001) in job stres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ystematic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new infection control nurses 
should be developed to decrease nurses’ job stres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Holding this program can help reduce 
nursing job stress and help to adapt individuals to existing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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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침습적 처치와 면역기능 저하 환자

의 증가,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로 인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꾸준히 부각되어 왔다. 또한 신종인플루

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일으켰으며,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필요

성도 대두시켰다(Murphy et al., 2012).

감염관리간호사는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전

문 인력으로 1991년 전담인력이 국내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배

치된 이후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법의 개정, 감염관리 인력기

준의 강화로 인해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Choi, 2019). 

감염관리간호사는 직접 환자를 돌보지는 않지만 병원 내 환

자와 직원, 병원환경을 의료 관련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

를 하고 있다(Her & Kim, 2013). 감염관리간호사는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을 감시하고 이를 관리하며, 유행발생의 예방과 관

리, 의료기관의 환경관리는 물론 감염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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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지침의 수립, 내 ․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관련 

자문과 상담을 하고 있다(Choi, 2019). 이처럼 감염관리간호사

의 업무는 일반적인 임상간호업무와는 상이하므로 임상경력

이외에도 역학과 통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리더십

과 의사소통술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감염관리간호

사는 병원 내 진료과, 간호부, 행정부서, 경영진은 물론 병원외

부 기관인 보건소 등과 끊임없이 협업하며, 독자적으로 판단하

여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 

Kim (1985)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회가 많고 높은 수준의 지

식을 습득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감염관

리간호사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갈등, 과다한 업무,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감염관리 업

무로 인해 상당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Her, Kim, & Oh, 2012). 

직무 스트레스란 넓은 차원의 스트레스가 아닌 업무와 관련

하여 나타나는 한정적 스트레스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

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동

기나 능력에 맞는 직무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

이 직무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Kim, 2011). 따라

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나 직무와 관련된 환경, 직무구조는 

물론 개인적 경험이나 반응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상호작용

하게 된다(Kwon & Koh, 2003). 직무 스트레스 관련요인은 

수없이 많은데, Kim과 Gu (1984)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업무량 과다, 대인관계상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Han과 

Yoo (2018)는 개인적 요인 중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직무 스

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감염관리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Her와 Kim (2013)의 연구에서는 임상경

력, 병상수, 감염관리간호사수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 Kim, 

2019)에서는 간호직무 만족정도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연적이며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과다할 경우 자신의 직업

에 대한 회의감이 형성되어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Kwon & Koh, 2003). 감염관리업무의 특

성상 감염관리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

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직종의 사람들 및 여러 부서와 업무

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은 간호사

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만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만족한 감정과 직무 적응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Seo, Park, & Lee, 2003). 따라서 업무만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업무만족은 연령, 자율성, 

의사소통, 교육, 스트레스, 전문직 상태, 경력 등 많은 변수들이 

복합된 현상으로 Blegen (1993)은 업무만족과 스트레스와의 

깊은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Cooper와 Marshall (1976)은 

스트레스와 업무만족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발

생하는 관계이므로 업무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스트레스와 업무만족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Her et 

al., 2012)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만족도간의 관련성이 

증명된 바 있어 업무에 불만족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

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회복하는데 있어 개인의 긍정적 정서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 긍정정서와 관련이 높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직무 스트

레스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Chi & Lee, 2012)

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정서노동자일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 환자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Suh & Choi, 201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자아탄

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원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중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부정정서 경험으로

부터 회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조절하여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Folkman & Moskowitz, 2000).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감염관리간호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원을 덜 지각하게 하고 잘 극복해나가도록 

도움으로써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염관리업무는 년 16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이수와 함께 지

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Korean Ministry of Health Wel-

fare, 2019). 따라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훈련된 감염관리간

호사가 이직하는 경우 신규인력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교육

비용의 발생은 물론 새로운 간호사가 감염관리 능력을 익히게 

될 때까지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

렵게 된다(Bak, 2011). 이는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이므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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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여러 편의 직무 스트

레스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론되는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업무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중재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만족도, 자아탄력

성,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의 영

향요인을 확인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

악한다.

 대상자의 업무만족도,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업무만족도,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

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만

족도,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임상경력 3년 이하는 전문성이 낮은 초보자로 분류하고 있

어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라 간호사를 분류한 Benner의 

모델(Ozdemir, 2019)을 바탕으로 감염관리 경력이 전문적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한 3년 이하의 감염관리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150병상 이상 병원의 감염

관리실에 근무하는 감염관리경력 3년 이하의 감염관리간호사

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

수 6개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46명이 산출되었으

며, 탈락률이 높을 것을 감안하여 감염관리간호사 215명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하여 

최종 194부(탈락률 9.8%)를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SM-201702-005-2)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9

월 30일까지이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가 주관하는 학술

대회, 학회, 월례회, 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연구자가 대상자

에게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익명성 및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분석 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

을 것을 설명하였다. 참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며, 설문

지는 통계분석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서면 동의서를 작성

한 대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직접 수거하였

으며, 설문조사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력, 감염관리경력, 직위, 병

원종류, 병상수를 조사하였다. 

1) 업무만족도

업무만족도는 감염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VAS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범위는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도구를 Oh 

(2010)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최저 14점부터 최고 56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Block과 Kremen (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

고, Oh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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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Job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Job stress

F p
M±SD

Age (year) ＜30
30~＜40
≥40

 48 (24.7)
 95 (49.0)
 51 (26.3)

40.96±6.61a

46.28±10.91b

49.85±8.38c

11.28 ＜.001
 (a＜b＜c)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6 (13.4)
111 (57.2)
 57 (29.4)

44.90±10.57
44.95±9.99
48.90±9.85

 2.26 .108

Infection control 
experience (month)

≤12 
＞12~≤24 
＞24~36

114 (58.8)
 61 (31.4)
19 (9.8)

43.54±9.88a

48.19±7.16b

52.74±12.48c

10.40 ＜.001
 (a＜b＜c)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144 (74.2)
 23 (11.9)
 27 (13.9)

44.88±9.81a

47.14±11.04b

50.29±9.85c

 3.74 .026
 (a＜b＜c)

Type of hospital Tertiary care hospital 
General hospital
Others

 79 (40.7)
107 (55.2)
 8 (4.1)

44.32±9.90
46.76±9.68
50.05±10.39

 2.16 .118

Number of bed ＜300 
300~＜500 
500~＜900 
≥900 

 36 (18.6)
 36 (18.6)
 77 (39.7)
 45 (23.1)

50.28±9.92a

45.65±10.64
44.85±8.47b

44.42±10.67b

 3.11 .028
 (a＞b)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Calculated by ANOVA and Bonferroni test.

3) 직무 스트레스

Jang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척도 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을 사용하였

다. 총 24개 문항으로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직무불

안정 2문항, 관계갈등 3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

항, 직장문화 4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도구 개발 당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 방법을 이용하였다. 직

무 스트레스의 총점은 평가 참고치(Jang et al., 2005)를 기준으

로 44.4점 이하는 스트레스가 매우 낮은 군, 44.5점 이상 50.0점 

이하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 50.1점 이상 56.0점 이하는 스트레

스가 높은 군, 56.0점 이상은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군으로 분

류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는 .56~.82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Cronbach’s ⍺는 .64~.80이었으며, 총 신뢰도 Cronbach’s ⍺
는 .83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업무만족도,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 수

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

증은 Bonferroni-test를 사용하였다.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나이, 학력, 감염관리경력, 직

위, 병원종류와 병상 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나이는 평균 34.9±7.2세이었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

이 49.0%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26.3%, 30세 미만이 24.7%

였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57.2%. 석사 이상이 29.4%, 전문대학 

졸업이 13.4%를 차지하였으며, 감염관리경력은 평균 9.75± 

9.05개월로 12개월 이하가 58.8%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74.2%, 수간호사 이상이 13.9%, 책임간호사가 11.9%

였으며, 병상수로 살펴보았을 때 5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 



 Vol. 26 No. 3, 2019  255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만족도 및 자아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Table 2. Level of Participants' Job Satisfaction, Resilience and Job Stres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Range

Job satisfaction  5.72±1.83  1.0~10.0

Resilience 34.76±4.68  22.0~52.0

Job stress
Job requirement stress
Job autonomy stress
Conflict of relation stress
Job insecurity stress
Organization system stress
Improper compensation stress
Workplace culture stress

45.90±9.85
 63.53±16.29
 61.13±10.45
 30.81±17.27
 32.99±20.71
 49.61±16.17
 44.67±14.57
 38.57±15.82

 21.03~78.17
   8.33~100.00
 41.67~91.67
  0.00~88.89

   0~100
   8.33~100.00
 11.11~88.89
  0.00~83.33

병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900병상 이상이 23.1%,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과 300병상 미만이 각각 18.6%였다. 근무하

는 병원의 종류로는 종합병원이 55.2%, 상급종합병원이 40.7%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나이, 감염관리경력, 직위 및 병상 수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나이에 따라서는 40세 이상

이 49.85±8.38점,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6.28±10.91점, 30세 

미만이 40.96±6.61점으로 40세 이상이 유의하게 높은 직무 스트

레스를 보였다(F=11.28, p<.001). 감염관리경력에 따라서는 24

개월 이상 36개월인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52.74± 

12.48점,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가 48.19±7.16점, 12개월 이

하가 43.54±9.88점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

았다(F=10.40, p<.001). 대상자의 직위가 수간호사 이상인 경

우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50.29±9.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책

임간호사인 경우 47.14±11.04점, 일반간호사인 경우 44.88± 

9.81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4, p=.026). 병

상수가 300병상 미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

스 점수가 50.28±9.92점으로 5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인 경

우(44.85 ±8.47점)나 900병상 이상인 경우(44.42±10.67점) 보

다 유의하게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2. 대상자의 업무 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직무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업무만족도는 5.72±1.83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34.76±4.68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45.90±9.85점으로 Jang 등(2005)의 기준에 의하면 스트

레스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 스트

레스가 63.53±16.29점, 직무자율성부족 스트레스가 61.13± 

10.45점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관계갈등 스트레스(30.81± 

17.27)와 직무불안정 스트레스(32.99±20.71), 직장문화 스트레

스(38.57±15.82)는 매우 낮았고, 조직체계 스트레스(49.61± 

16.17), 보상부적절 스트레스(44.67±14.57)는 낮은 군에 속하

는 점수를 보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업무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성

연속변수로 측정한 대상자의 나이, 감염관리경력, 병상 수, 

업무만족도 및 자아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업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아지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50, p<.001), 나이

(r=.34, p<.001)와 감염관리경력(r=.32, p<.001)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관리경력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

지는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과는 부적 상관성

을 나타내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보

였다(r=-.14 p=.043). 

4.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특성 중 직무 스트레스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나이, 감염관리경력, 병상수, 직위, 업무만족도 및 자아탄력성

을 독립변수로 하고 불연속 변수를 Dummy 변수로 전환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

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

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1~.07로 .80 이상의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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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nd Job Stress (N=194)

Variables
Age ICE Number of beds Job satisfaction Resilience Job 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Age 1

ICE .32 (＜.001) 1

Number of beds -.32 (＜.001) -.02 (.690) 1

Job satisfaction -.12 (.079) -13 (.061) .01 (.808) 1

Resilience .07 (.314) -.01 (.909) -.16 (.024) .15 (.030) 1

Job stress .34 (＜.001) .32 (＜.001) -.10 (.146) -.50 (＜.001) -.14 (.043) 1

Values are presented 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CE=Infection control experience.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to Job Stress (N=19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3.69 4.00 15.88 ＜.001

Age 0.23 0.07 .24 3.31 .001

Infection control experience 0.15 0.04 .19 3.12 .002

Number of beds 0.47 0.78 .04 0.60 .537

Position -0.41 0.63 -.05 -0.68 .492

Job satisfaction -1.62 0.23 -.43 -7.21 ＜.001

Resilience -0.14 0.09 -.09 -1.63 .104

R2=.374, Adj. R2=.354, F=18.59, p＜.001 

Adj. R2=Adjusted R2; Values are calcul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이 확인되었다. Du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7로 나타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이용하여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59~.94로 1.0 이하,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5~1.68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rity)과 오차

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

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의 

최댓값은 .06으로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 나이, 감염관리경력, 업무만족도의 3개 변수가 직무 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만족도(β=-.43)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이(β=.24), 감염관리경력(β=.19)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업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

을수록, 감염관리경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들 변인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하여 35.4%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F=18.59, p<.001). 

논 의

본 연구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업무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직

무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감염관리간호사를 위한 직

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수행되었다. 감염관리간호사의 경우 적은 인원이 병원 전

체의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Her & Kim, 2013).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직무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미하는 직무요구 스트

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업무만족도, 나이, 감염관리경력 순이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일반적 특성은 나이, 감염관리경력, 병상 수, 직위이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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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는 30세 미만에서 40.96점으로 매우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반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46.28점, 40세 이상

에서는 49.85점으로 나타나 40세 이상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가

장 높았다. 직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감염

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44.88점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속한 반면 수간호사 직위에 있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50.29점으로 높은 군에 속하여 관리자가 될수

록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감염관리업무는 임

상간호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Choi, 2019). 즉 대상자의 임

상경력이 길고 직위가 높다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새롭게 감염관리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수간호사의 경우 일반간호사와 다르게 감염관리실 

관리와 운영 등 업무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이에 대한 책임

감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 사료된다. 

직무 스트레스는 감염관리경력이 12개월 이하인 경우가 

43.54점이었고,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인 경우 48.19점, 24개

월을 초과한 경우가 52.74점으로 감염관리경력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감염관리경력 24개월까지는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속하나 24개월 초과 대상자의 경우 높은 

군에 속하여 감염관리경력이 24개월을 초과하면서 직무 스트

레스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과 Kang (2018)

의 연구에서도 일반간호사인 경우 근무 경력에 따라 직무 스트

레스가 차이를 보였는데,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Zeytinoglu 등(2007)은 일반간호사의 경우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하지

만 감염관리간호사의 경우 24개월 경과시점에 직무 스트레스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4개월 초과 감염관리간호

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근무하는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서는 300병상 미만인 경우

가 500병상 이상인 경우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300

병상 미만 규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

는 50.28점으로 높은 군에 속하였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44.42점에서 44.85점으로 직무 스

트레스가 낮은 군에 속하였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

관에서는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200병상 당 1명씩 

배치하고 있어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여러 명의 감염관리간호

사가 근무를 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19). 전담 감염관리간호사가 많은 경우 협업하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으나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한 두 명의 간호사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짧은 감염관리경력에도 불구하고 독립

적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 스트

레스가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에는 충분

한 인력 확보뿐 아니라 근무 조건이나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요

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mau, Medisauskaite, & Lopes, 

2015; Zeytinoglu et al., 2007). 따라서 300병상 미만 병원 감염

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관리를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

의 원인을 밝히는 추후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만족도와 상관성을 보여 업무만족도

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의 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Zeytinoglu 등(2007)은 간호사

의 직무 스트레스가 업무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성을 보이며, 업

무만족의 하위영역 중 특히 업무환경과 업무강도에 대한 만족

이 낮으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도 직무 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직무 스트레스의 높은 역상관성

을 보고한 선행연구(Kim, Oh, & Park, 2011)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Jafarizadeh, Zhiyani, Aghakhani, Alinejad와 Moradi 

(2017)는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내면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

으며, 마음 챙김과 이완반응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

그램(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 SMART)

을 적용한 후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고

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전략

이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조

직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가중된 업무에도 잘 견딜 수 있으므로

(Kim et al., 2011)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감염관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의 점수는 평균 45.90점으

로 낮게 나타났으나 하부영역별로는 매우 큰 점수 차를 보였다. 

하부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를 의

미하는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63.53점,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 수준을 의미하는 직

무자율성 스트레스가 61.1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Bak, 2011; Her et al., 2012) 결과와 일치하였다. 

Her 등(2012)은 다수의 감염관리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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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료기관평가 및 감염관리 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역할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인력배치로 양적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줌은 물론,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을 마련하는 등(Lee, 2018) 다차

원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업무만족도는 직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Her et al., 2012; 

Kim & Kang, 2018; Zeytinoglu et al., 2007)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는 직무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Kamau 

et al., 2015; Lim & Cho, 2018). Zeytinoglu 등(2007)은 간호

사의 업무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는 서로 영향을 

주며, 업무강도가 높아지면 업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직무 스트

레스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간호사의 업무량이 과중할수록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주의 집중이 필요

하고, 이로 인해 불안, 분노, 근무 불만족이 생기며 이는 스트레

스로 작용하여 이직까지 연결된다(Kamau et al., 2015; Park, 

Pack, & Han, 2007). Lim과 Cho (2018)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

레스는 직무만족도와는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직의도와 연

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Lim & Cho, 2018)를 고려할 

때 업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이

직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감염관리업

무는 지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Her & Kim, 2013)

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

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감염관리전담간

호사를 배치하여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

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19). 감염관리간호사의 이직은 의료기관

에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유발(Bak, 2011)하여 환

자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감염관리간호사들이 오

랜 기간 감염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만족도를 향상

시켜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하겠다. 

요약하면 감염관리경력 3년 이하의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관

리경력이 높을수록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 요인들 중 연령과 

감염관리경력은 자연적 변화로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인적 

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

한 중재연구로 신규 업무에 대한 실무훈련 프로그램(Kamau 

et al., 2015)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바 있다. 경력 3년 이하의 

감염관리간호사의 경우 감염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이나 기술에 한계점이 있다(Ozdemir, 2019). 이

에 감염관리간호사들이 일정수준의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료법으로 규정(Korean 

Ministry of Health Welfare, 2019)하고 있으며, 관련학회나 

단체 등을 통한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관

리경력 3년 이하의 간호사들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재

까지 제공되어온 집단 강의 위주의 전통적 교육방법을 탈피하

여 감염관리경력, 병원규모, 교육 요구도 등 다각적 요소들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소규모의 팀교육(Team Based Learning, 

TBL)이나 문제해결식 교육(Problem Based Learning, PBL) 등 

교육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교

육을 개발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스트레스 완화로 

집단상담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Park et al., 2007)를 토대

로 상담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관리 프로그램 등

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적

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감염관리간호사 중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감염관리경력 3년 이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과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업무만족도, 나이, 감염관리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하부영역에서 직무요구 스

트레스와 직무자율성 스트레스가 특히 높았으며, 직무 스트레

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만족도이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감염관리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

한 의료기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자율적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염관리 

관련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감염관리경력 24

개월 초과인 경우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병원규모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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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감염관리간호사의 직무 스트

레스가 높았다. 따라서 300병상이하 규모의 병원에서 감염관

리경력이 24개월 초과로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만족도를 10점 만점의 단일 척도로 측정

하여 업무만족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업무만족도의 하부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감염관리간호사 등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

구가 필요하며, 감염관리간호사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방안 마련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감염관

리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매개변인에 

대한 검정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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