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경험에 관한 융합적 연구
김영미, 김상남*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The convergence study of Experience of Turnover in new 
graduate nurses within one year

Young-Mi Kim, Sang-Nam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 약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채용 후, 1년 이내 이직한 신규간호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방법 :

연구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5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집 하였다. 주요 질문은 "당신의 이직 경험을 설명 할 수

있습니까?"였다. 현장에서 질적 연구 자료와 전사 노트는 Strauss Corbin의 근거 이론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 하

였다. 결과 : 신규간호사이직경험의핵심범주‘무력감’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상호행위전력: ‘이직을합리화하기', ‘편

안하다고 느끼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이다. 결론 : 신규 간호사의 의사소통기술훈련과선임간호사들의수용적이

고 온정적인 분위기, 안정된 복지문제를 준비한다면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주제어 : 경험, 이직, 신규 간호사, 융합, 무력감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ation the experience of turnover new

graduate nurses within one year. Methods: Experiential data were collected from 5 experienced nur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ain question was “Could you describe your experience of your

turnover?”. Qualitative data from the field and transcribed notes were analyzed using Strauss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experience of new graduate nurses turnover

was ‘a feeling of helplessness.’ Participants used three interactional strategies: ‘rationalize to turnover’, ‘to

feel more’, ‘to think positively’. Conclusion: If you teach kindly to senior nurse, training communication

skills to new nurse and prepare to stable welfare in new nurse, you will can prevent early turnover of new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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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3년 기준 인구

천명당활동간호사수가 5.2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9.1명에절반수준에그치고있어[1], 적정간호인력공급

에대한문제가심각하다. 그래서정부는부족한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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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보충하기위한대안으로전국간호학과의입학정원

을 증원하였고 매년 신규 간호사의 수도 증가하여 2016

년에는 17,505명이 배출되었다[2].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입학정원 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 간호사는 대학을

졸업후입사한병원에서 1년도근무하지않은시점에서

이직의도가 70%에 이르렀고[3],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의하면 2013년 신규간호사 16,205명 중이직

자는 4,694명으로 전체 이직자의 29%를 차지하며, 이는

병원간호사의평균이직률 13.9%보다 2배가량높았다[4].

이직(turnover)은 개인 스스로 조직구성원의 자격을

종결짓는자발적이동을의미하는데[5], 단순히그동안

의경력과인간관계단절등개인의문제로끝나는것이

아니라 보건의료현장에서 양질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

한병원고객의만족과간호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는

문제가발생한다[6]. 특히 신규간호사의이직은병원측

면에서새로운인력의보충에대한모집, 선발, 훈련에따

른막대한비용의지출로손실을초래할뿐만아니라간

호사 자신에게도 직무전환에 따른 스트레스, 전직비용,

부가급여상실등의손실을야기하고있어[7], 신규 간호

사가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발전 가

능성이단절되므로이직감소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

요하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 문제는 임상현장과 간호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직

하는 신규간호사의 경험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

안을 개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

직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선행연구들은미진하

고 경력 간호사 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직의도와 이직 관

련요인들을 조사하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8-10]. 그 외에도 대상별로 이루어진 이직의도 관련

선행연구결과를살펴보면, 콜센터근로자를대상으로감

정노동, 스트레스반응순준과이직의도와의관계[11], 치

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12],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을 살펴본 연구[13], 조직에서의 직무소진

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14], 조직에서간호사들의직

무스트레스자체가그들의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을조

사한연구[15]도 있었다. 또한이직의요인이될수있는

신체화 증상[16], 간호사 대상 환경문제관련 연구[17]등

이연구되고있기도하다. 임상간호현장에서는이직예방

을 위해 프리셉터 제도나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

그램으로는개인의특성과욕구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

이직을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

련하기위해다양한접근이필요함에도최근 5년간신규

간호사의 이직에 대한 질적 연구는 주로 현상학적 접근

으로 이루어졌다[18-20]. 이직의 동기발생과 결정, 이직

실행, 새 직장에서의 적응과정을 근거 이론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예는 드물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재

나타난현상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질적연구방법이므

로, 신규 간호사로서첫근무지인병원에서 ‘1년 이내 이

직’을결정하게된본질과경험적의미는무엇이고그경

험의 의미형성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와 심층적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신규간호사가첫근무지인병원에서 1년이내

이직과 관련하여 겪는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형성해 나

가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최초로

입사한병원에서 1년이내이직한신규간호사라는상황

적특성과이직경험의의미를어떻게형성해나가는지를

면밀히 탐색하고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간호사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함이며구체적목적은아

래와 같다.

첫째, 신규간호사의 이직경험 과정을 확인한다.

둘째, 신규간호사의 이직행동 패턴을 확인한다.

셋째, 신규간호사의 이직의 의미를 밝힌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발적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이직경험을 얻어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

법인 Corbin과 Straus[21]의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적용

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서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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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대상자를 이론적으로 표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년제 및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 면

허소지자로임상경험이없는상태에서 300병상이상종

합병원에최초취업후 1년이내자발적으로사직하고새

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간호사 5명이다. 참여자 중 2명은

남자이고 3명은여자, 참여자의연령은 20대로연구의목

적을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1차 심층면담후 소정의답

례품을 제공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연구는 K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의승인(IRB 승인

번호 : 40525-201506-HR-56-03)을 받았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

향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메모되고 녹음되며 연구목

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사 시 개인정보는 삭제됨을 밝히

고, 학술지 또는 학회 발표에 이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2.4 연구자 준비
본연구자(주저자)는질적연구방법중신문화기술지

방법을적용하여간호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그외

에도 2편의근거이론방법적용연구, 1편의현상학적연

구방법론을적용한연구, 1편의개념분석연구경험이있

다. 또한 질적연구 학회 회원으로 수시로 학회에 참여하

고 있으며 근거이론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도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문헌은 본 연구의 결과에 혼란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이 완료

된 후에 고찰하였으며 정해진 분석 절차를 충실히 따름

으로써 연구자가 지닐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

려고 노력하였다.

2.5 자료수집 
2.5.1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 30

일까지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게 면담 전 준비한 개

방형 연구 질문을 통해 개인 심층면담을 하였다. 개인적

인 사정이나 직접적인 면담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전

화면담을진행하였고전화면담의경우면담내용중설명

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면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

가질문내용을작성하여전화혹은 e-mail을 통해자료를

받아 추가·보완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편의에 따

른약속시간과편안함을느끼는장소인조용한카페에서

시행하였다. 참여자 1인당 면담횟수는 1～2회 이루어졌

으며, 1회당 시간은 약 60～90분정도 실시하였다. 모든

심층면담은 면담 자료의 누락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여러차례반복청취를통해참여자의언어로기록하

였고인터뷰분석과정에서내용이불충분한경우보충과

도출된 자료의 범주화를 위해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2.5.2 자료분석 
본연구는근거이론연구방법으로, 자료분석은질문하

기와지속적인비교기법을통하여 Straus와 Corbin에 의

해개발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그리고과정분석

등의절차에의해분석되었으며이러한절차는자료수집

과 함께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21]. 개방 코

딩에서는 대상자면담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그 후 이 개념을 추

상화시켜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 코딩에서는 각 범주들

간에관련성을패러다임모형에근거하여분석하였고선

택코딩에서는 결과적으로 밝혀진 중심현상인 핵심범주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정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

림에 따른 경험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2.6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분

석을 위해 녹음된 모든 면담내용을 출력하여 원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자들끼리 공유된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확인하였으며, 확인된자료에대해간호학교수 1

인과 간호학 박사 1인의 도움을 받아 비교·분석하기 위

해 면담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결과에 대해서 참여자와

의견을 나누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자료의 범주화와 구조분석
최초로병원발령을받은후 1년이내이직한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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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Concepts
Categories Subcategores Concepts

⋅Anxiety
⋅Anxiety of success ⋅fear of sucess

⋅anxiety of uncertain future

⋅uncertainty related to mannerism
⋅painful of new place
⋅uncertainty and stuffy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 bumped into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y of communication
⋅nagging of senior nurse

⋅Helplessness ⋅falls despair
⋅feels to limitation of self ability
⋅difficulty of new nurse
⋅feels to be stupid
⋅recognized reality and hopelessness

⋅Hope to be free

⋅occurrent motivation about turnover
⋅want to be stable
⋅occurrent of curiosty of new world

⋅be formed hope can free ⋅having hope
⋅want to be free
⋅become comfortable

⋅Keep at new life
⋅suppress and bear

⋅endure by mental ventilation
⋅proud of nurse
⋅recognize level of prepare in nurse

⋅feels to sense of frustration after turnover
⋅feel the lack of turnover
⋅want to help junior
⋅become trauma

⋅be getting adaptation in new
life

⋅stable and satisfaction ⋅satisfaction to new life
⋅being stable new life
⋅be used to new life

⋅being adaptation in new environment
⋅being comfortable
⋅being adaption

이직과정을 지속적인 근거자료 비교분석방법으로 분석

한결과 27개의개념에서 10개의하위범주와 6개의범주

가 도출되었다(Table 1). 축 코딩을 통하여 10개의 범주

를 재조합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심현상은 ‘무력감’, 핵

심범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어감’으로 나타났다

(Figure 1).

3.2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의 분석결과 ‘불확실성’, ‘불안

감’, ‘대인관계 어려움’, ‘절망감’ 등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밝혀졌다.

3.2.1 불확실성
참여자들은자신이첫직장에서직업인으로서의간호

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직장에 잘 온 것인지, 잘하고

있는것인지그리고향후자신의미래가어떻게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답함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으로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제가 이직을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큰

동기(90%)가 된 것은저한테미래가 안보인다는점

이었어요.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그랬습니다(참여자

3).”

3.2.2 불안감
참여자들은 또한 간호사로서 첫 직장에 발을 내딛은

후 자신이 과연 성공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 타지생활에

서의 괴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확실하지 못한 미래를 주

관적으로인지하는과정에서불안감을느끼는것으로나

타났다. 타지생활에서의괴로움이란아는사람이가깝게

없다는 점, 새롭고 낯선 장소에 와 있다는 점 등의 변화

된 환경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 이 병원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사람하고 나와

뭔가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저 사람들하

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까? 이런두려움이조금포함되어있죠. 그것에대해

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감정이

들었어요(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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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대인관계 어려움
참여자들은대학생활과는전혀다른첫직장생활에서

선임간호사의태움에대한적개심과같은사고와감정의

중심이내향화되어바람직한의사소통을잘하지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달먼저들어가도선배가되잖아요. 그래서제가

신규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조금 덜 타는 거예요.

혼날 사람은 저니까요. 누구한데 말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졌어요(참여자2).”

3.2.4 절망감
참여자들은 적응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현실을 인식하고 절망감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인데
여기서봤을때경력을앞으로더쌓아야되고쌓는
다고해서내가가고싶은그병동에갈려면상황이
좀어렵다는것을느껴지니까이게 아희망이확꺽
여 버리더라구요(참여자1).”

“처음에 발령받아 갔을때 그때 느꼈던초기 기분
은얼떨떨한게제일크죠. 바보가된느낌? 그게제
일 큰 거 같아요(참여자3).”

3.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3.3.1 선임간호사의 갈굼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맥락적 조건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나타나는것이선임간호사의갈굼(괴롭힘)이었는데

신규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선임간호사가 전문가적 조언

을 해주든 과도하게 꾸짖든 간에 선임간호사의 행위를

모두 ‘갈굼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선임들의태움(갈굼) 이런것도조금흔들

리는계기가되긴했는데. 솔직히그게(갈굼) 조금있

긴있었는데처음에는힘든거라고생각하고간것이

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구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

록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아 결국 이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에요.”(참여자3)

가. 신규간호사에게만 과도하게 텃새를 부리는

간호사

신규간호사들이선임간호사에게꾸중을들을때는무

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서 신규간호사를 혼내려고 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신

규간호사는 피해사고를 하고 심하면 피해망상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제가 가장힘들었던것은텃세가정말심해요. 좀더

일찍 들어온 신규들을 혼낼 때는 부드럽게 혼내지만

저 같은 신규에게는 구석 어디론가 끌려가서 20분간

이나혼이 나요. 쌓였던것을 쏟아내는 것같기도 하

고...(참여자3)“

나. 신규간호사에게 찍는 낙인

한참여자는신규간호사에게주위간호사들의관심인

지 감시인지 많이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저런 사람’ 식으

로이분법적인사고로신규간호사를낙인찍어본인이많

이 시달리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계넘어온것도그렇고, 사적으로 ‘이 실수를했다

더라, 저 실수를 했다더라.’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사람은 이미그런 애라고 생각을하는 거죠. 한마

디로말하면낙인이죠. (신규가아무리잘해도) 한동

안은 그런 게(낙인)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2).

3.3.2 타지생활의 괴로움
가. 외로움

신규간호사들이겪는맥락적조건으로내부적인부분

이 관찰되었다. 타지생활에 대한 괴로움으로 대화 나눌

사람도별로없고, 휴일이되어도같은간호사친구들만

나는것아니면자신의생활이없다고생각하고항상혼

자라는 생각에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다.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을 만

날 기회,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만 있으니(참

여자2)”

나.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처음 업무를 배우는 힘듦보다는 낯선 것

에대한두려움을더크게느끼고있었는데, 다시말하면

익숙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같

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거기서교육하고시험치고이런거였으니까저도짬

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정말 낯선 곳에서의 막막

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참여자5).”

다. 나와는 다르다는 이질감

참여자는신규간호사로일을시작하면서새로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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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접

해왔던것과는다른말투, 다른장소, 처음만나는사람과

다른 지역 출신이라는 점 등이 적응여부에 대한 불안감

과 이질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 이 병원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사람하고 나와

뭔가좀다르다는그런느낌, 여기에는내가저사람

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참여자“2).”

3.4 중재적 조건
3.4.1 의사소통 기술 훈련하기
참여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때 본인이 스스로 견디어

내는방법즉, 치료적의사소통기술등을떠올리게되는

데, 이는하나의일시적개인적대처방법이될수는있지

만유사상황이지속된다면스스로포기하고직장을떠날

생각을하게되는이직의인과적조건이될수있는것이

다.

아래참여자가말한내용은, 역설적으로신규간호사들

이 이직을 하지 않고 잘 견디어 내기 위한 (중재적)방안

으로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참여자 본인은 입사초기에

는 잘 견디어 냈음을 의미한다.

“토만 안달아도 좋겠어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고.

표정관리가너무중요한것같은데. 말로는미안하다

고 하는데 표정이 안 미안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

서 저는 대학 때 배웠던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많

이 적용하려고 노력해요(참여자3)”

3.4.2 종교의 도움 받기
나이팅게일 여사도 말했듯이 간호 사업이 종교적이

되어서는안되지만간호사개인적으로는종교를가지고

있는것이좋다. 이것은간호사도한사람의인간이기때

문에힘든일을모두다완벽하게수행하기는어렵기때

문에절대자의힘에의지하는것이좋음을의미한다. 제1

참여자는이직결정에있어서자신이가지고있는종교가

많은 의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평소에도 본인이 일

을하면서어려움을느낄때종교를가지고있는것이도

움이 되었지만, 이직여부를 두고 갈등할 때 종교를 가지

고있어이직후초래될지도모르는불안감을감소시키

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이도움이 되었으며, 삶의 중심을어디에 둘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종교는 제게 의지가 되었고

이직결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참여자1).”

3.5 핵심범주(Core Category) 
3.5.1 무력감(a feeling of helplessness)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경험에서 이직이라는 행동이

일어난 가장 핵심현상은 자신과 타인에 의해 생성되는

인과적 조건에서 연유된 ‘무력감’이었다. 자신을 그림자

취급하거나 조그만 실수에도 과도하게 꾸짖는 선임간호

사의 모습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없는 존재라는 무

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반복된 신규간호사의 무력

감은 자신감 결여와 함께 그곳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

로의 이직을 동기화시켰다.

“어떤 프리셉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만 굼뜨면(느

리게 행동하면) 자기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참여자3).”

3.6 활동/상호행위 전략 
3.6.1 이직을 합리화하기
참여자는이직이전직장에서의고통으로부터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직의 당위성을 설명

하였다. 이들은다른곳이새로운고통을주는한이있더

라도 직전고통으로 부터는 벗어나고 싶어함을 알 수 있

었다.

“사실저는최근한몇년전부터제가들었던생각인

데. 저에 있어서 평생직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씩했었거든요? 제가답을내린건아닌데평생직

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직

을한다면 그당시에 해야한다고생각했죠. 그 다음

직장이 제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분야를찾아서 선택해서 갈수있으니까요.” (참

여자1).

“이직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고통스런상황으로부

터 벗어나게 해주니 좋은 것 같애요. (참여자5).

3.6.2 편안하다고 느끼기
참여자는이직을한후, 집가까이에직장이있다는사

실에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비록 새로운 환경의 직장

이 좀 힘들 수 있어도 가족이 있는 집이 가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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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conditions
⋅nagging of senior
nurse
⋅agony of different
place

Causal conditions
⋅uncertainty
⋅anxiety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despair

Action/interaction
⋅rationalize to
changing job
⋅to be more
comfortable
⋅become stable
⋅keep at it

Consequence
⋅keep at it
⋅be getting
adaptation
in new life

Phenomenon
⋅a feeling of
helplessness

Intervening conditions
⋅be formed curiosity
of new life
⋅get out it

[Fig. 1] Paradigm Model

사실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는 집이편했어요. 편하고좋아요. 불편함을못느

끼겠어요. 집이라는 건 그래도 내 가족이 있으니까

(참여자2).”

3.6.3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한 참여자는 이직 후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

써 자신이 새 생활에 잘 적응해나가기 위한 활동전략으

로삼고있었으며일단 1년이지나면후임도들어올것이

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집 가까이 있으니좋죠. 일단부모님이좋아하실것

같고저도마음이안정되니까좋고, 1년되면후배들

이나 후임들이 들어오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

구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오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참여자2).”

“물론 제가 이직한 병원은 대학 병원이 아니라 예전

에다니던병원보다업무강도가세다는단점이있지

만 잘 참고 있죠(참여자5)”

3.7 결과
3.7.1 견디어 내기
제5참여자는이직 후새직장에서 새로운간호사생활

을 시작했고 그 생활이 간호사 멤버수가 부족해 근무표

가너무힘들게나와힘들기도하지만스스로잘견디어

내고 있었다.

3.7.2 새 생활에 적응되어감
한 참여자는 본인이 이직을 잘했다는 점을 타인의 격

려를 통해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병원분위기가 좋고 오

버타임이 없으며 소통이 잘 되어 만족스럽다는 점을 표

현하면서스스로새로운직장생활에잘적응해가고있었다.

“예전에다녔던병원에서보다만족하고근무하고있

습니다. 주변에서도 만족하며 다니는 내 모습을 보고

병원의크기보단마음이편한곳으로 ‘이직하길잘했

다’ 라는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구요(참여자4).

4. 논의
본연구에서는신규간호사들이 1년 이내에이직을결

심하게 되는데 나타난 핵심현상은 ‘무력감’이었으며 그

인과적 조건으로 도출된 개념은 ‘불안감’, ‘불확실성’, ‘대

인관계어려움’, ‘절망감’등이었다. 이중 ‘불안감’은 [18]의

연구에서막연한불안과회의가든다고한점과유사하나

이직이 결정될 수 있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난 ‘불확실

성’은 차이가있다. 또한이직의가장큰핵심현상인 ‘무

력감’과인과적조건의 ‘대인관계어려움’은 근무경력 1년

이내 퇴사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결정 경험에 대한 현상

학적 질적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업무능력에 대한 한계

감’과 ‘상급간호사의 비지지적반응’이라는 결과[18]와 유

사한반응이나이러한반응은통상적으로공통된신규간

호사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주요현상’이라 사료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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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직간호사의 인과적 원인으로 일반화할 수 있으며

간호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Ortiz, Jennifer A가 말한 신규간호사들이 간호실무현

장에 진출할 때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23], 이

것은 신규간호사의 이직동기로, 먼저 자신의 업무수행

부담에 따른 한계성을 느끼는 내인성 동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도어려운데선임간호사의 ‘괴롭힘’으로

인한대인관계어려움까지경험함으로써 업무의부담을

한층더가중시키는것은외인성동기로설명할수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에서 나타난 ‘불확실성’

은 임상경력 1년 미만의조기 이직신규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현상학적 접근에서 ‘업무의 부담’과 ‘선배, 동기

및환자와의관계에서오는두려움’, ‘점점변해가는자신

과행복해질것같지않은불확실한미래’ 등으로이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0]. 뿐만

아니라본연구에서의 ‘대인관계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이직의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1년 이상 된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직의 구조화된 전형된 의

미 단위에서 ‘불확실한 미래’, 부절절한 근무환경 구조에

서 ‘대인관계의어려움’, ‘미성숙한대인관계’라고밝힌부

분과 유사하다[8]. 이러한결과는신규간호사의 1년이라

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개념

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규간호사, 적어도 처

음발령받은첫근무지에서 1년이내간호사들에게는대

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대한간호협회차원에서의

신규간호사 및 간호관리자들에게 적용할 대인관계증진

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른 현상

학적질적연구에서는 400병상이상종합병원에취업후

1년 이내에 자진 퇴사한 신규간호사의 이직경험에 대해

‘과중한 업무환경’, ‘관계적 부적응”, ‘신체/정서적 위축’,

‘직업적 목표 결여에 대한 자각’의 4개 범주를 밝혔는데,

이중 “과중한 업무환경”은 본 연구에서 “무력감을 느끼

게 하는 점”과 유사하며[19], “관계적 부적응”은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선임과의 대인관계 어려움’과 거의 유사하

다. 대인관계어려움이라는주제는신규간호사의경험에

서통상적으로나오는문제이나그렇기때문에일반화된

문제로 도출될 수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신규간호사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결과는신임간호사들이경험하는 ‘대인관계적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하며 특히 선임간호사의 태도나

성격성향이중요함을의미하고신규간호사의 ‘대인관계

적어려움’을 예방하기위해서는신규간호사와선임간호

사가 함께 하는 상호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신규간호사들이 1년이내이직을하는현

상의 중심에는 내외적 환경에서 초래된 ‘무력감’이었다.

이러한무력감의인과적요인으로 ‘선임간호사들의괴롭

힘’과 ‘타지생활의 괴로움’이 있었다. 결국 푸른 꿈을 안

고 첫 직장에 발을 내딛은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 초래한 것이라 사료되며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새로운 직장은 어디든지 또

있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는궁극적으로개인과기관모두 다양한측면에서손

실을 입게 되는 부분이므로 신규간호사가 이직을 하지

않아도되는환경즉, 대인관계기술증진, 선임간호사들

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분위기, 안정된 복지문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연구의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신규간호사가 선임간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다고 느끼지 않도록 선임간호사들의 가치관이

나 윤리성이 강화되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져

야 한다.

둘째, 신규간호사의 무력감을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

스 대응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셋째, 역설적으로신규간호사를대하는간호관리자들

의 경험도 연구되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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