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최근 국내에서 언론매체에 의해 학병원 간호사의

죽음과 련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의

황이다각도로 보고되면서 의 심을 받게되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태움’이라는 단어로 자리를

잡아 주로 병원에서 간호사간에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따돌림 는 기타 폭력 등의 부정 행 를 총칭하고 있

다[1,2].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장내 괴롭힘은간호사와

간호사 는 간호사, 환자 는 타 직종, 특히 의사와의

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3]. 한, 개인 차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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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정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14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인터뷰하고 Strauss and Corbin의 근거이론방법론을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139개의 개념, 35개의 하 범주, 1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 상은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한 핵심범주는 ‘자신을

되찾기 한 몸부림’이었다. 본 연구는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의 역동과정을 제시함으로 개인과 조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한 인식의 변화에 정 으로기여할 것이다. 추후 간호사의직장 내 괴롭힘을 감소시키기 한 직장 내 괴롭힘 황 악,

모니터링 방법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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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of nurses. The study 

period was April 1 2013 to July 5 2013. The subjects were 14 nurses who had experienced bullying at their 

workplac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ith data analysis, 139 

concepts, 35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were generated. "Disregard of presence by negatively learned inertia" 

was the central phenomenon for workplace bullying of nurses, and the core category was ‘struggle to regain onesel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change i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awarenes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by 

presenting a dynamic process of nurses experiencing bullying. Research is required on identifying workplace bullying 

status, monitoring methods and program development to reduce workplace bullying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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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에서도 발생가능하나, ‘태움’은 주로 간호사와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으로한정되거나 단

어 자체의 부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일반화된 용어인 직

장 내 괴롭힘으로 연구되고 있다[4-6]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는 집단 수평

는 수직 계 속에서 인격 괴롭힘, 업무 괴롭힘,

문 명성에 한 침해가 지속 으로 되어 개인과

조직에 악 향을 래하는 행 이다[7].

이는 직장 내에서 개인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 인

향력으로 이를 방하거나 감소시키기 한연구가 간호

리, 정신간호 는 국제분야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3,7,8]

국내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3]에서 직장 내 괴롭

힘의발생율이 23%이었고, 괴롭힘을경험한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정도 다. 3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8]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율은

24.6% 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의 괴롭힘은 만연되어 있

는 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되

면서 간호사의 신체 ·정신 어려움, 이직 생산성

하 등의 향을 미치고 있다[3, 4,9,10].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해자

나 피해자의 특성과 조직 인 요인이 함께 거론되고 있

다. 주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업무에 한 압박감이나 박

탈감이 작용하고, 피해자의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인식

이나 분노가 원인이 되고 있다[2,5]. 더욱이 조직의 도덕

성, 리자의 리더십 엄격한 계구조와 업무 심 문

화 등에 원인을 두고 있다[5, 11].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시도되어 개념연

구[9,12], 직장 내 괴롭힘 원인[6,8] 는 개인 는 조직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상 계 연구[3,4,10], 체계

문헌고찰 메타분석 연구[5] 등을 통해 개념에 한

이해나 심각성을 악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함이

나 조직 내 부 응이라는 과제와 결부되다보니 이 상

이 지속되고 있음에도[13] 괴롭힘 피해자들의 경험과정

을 드러낸 연구가 극히 드물다. 국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한 질 연구는 2편인데, 상학 연구

[2]는 내용분석을 통해 간호사들이 응하기 해 괴롭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 으며 경험에 한

종합 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

롭힘의 경험에 해 근거이론을 용한 연구[14]에서는

‘애증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남기‘ 한 상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3,4,8,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간

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험과정에 한 반복 인 연

구를 통해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괴롭힘 피해자의

직장 내괴롭힘경험 과정을 살펴보아직장 내괴롭힘

방과 감소를 한 정책이나 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기

인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이런 연구 목 을

해 경험과정에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합한 근거이론

질 연구방법을 용하 다.

1.2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

힘에 한 원인과 과정을 심층 으로 확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정에 한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탐

색하고자 Strauss와 Corbin[15]의 근거이론 방법을 용

한 질 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는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 충분히설

명할 수 있다고 단되고괴롭힘 정의에 요한 요소[16]

인 피해자로 자가명명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

14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이론 표본표출

방법을 용하고자나이, 근무부서, 경력, 직책, 결혼여부,

괴롭힘 경험 기간, 가해자 유형 이직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참여자를 선정하 다. 참여자들의 연령군은 20 8

명, 30 5명, 40 1명이었으며, 미혼은 9명이고 기혼 5

명이었다. 임상 총 경력은 1년에서 5년 사이가 10명, 5년

에서 10년이 2명 그리고 10년이상이 2명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시기는 신규간호사인 근무경력 1년 미

만인 경우가 9명이었다. 근무부서로는 병동 9명, 특수부

서 4명 그리고 외래가 1명이었으며, 가해자 유형으로는

간호사 선배 는 동료간호사가 11명, 수간호사(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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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의사 1명이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괴롭힘 지속

기간은 최소 3월에서 최 16개월이었으며, 평균 6.8개월

이었다. 참여자들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는 부

서변경을 희망하여 수용된 경우를 포함하여 9명이었다.

2.3 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IRB 승인 (IUH-IRB13-0552)후 2013년 4

월 1일에서 2013년 7월 5일까지편의 표출과 덩이표집

방법을 이용하 다. 사 에 약속된 참여자들에게 개인정

보의 비 유지, 고유번호를 통한 익명성 보장, 인터뷰에

한녹음 철회가능 여부 그로 인한불이익이 없음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

자들과의 인터뷰는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장 3시간 30

분으로 평균 2시간 30분간 진행하여 1회로 종료하 으며

추가 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화 는 메일을 이

용하 다. 면담 종료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문화상품

권을 제공하 다. 심층면담 동안 참여자들의 감정변화

는 태도 등의 비언어 인 사항과 연구자의 직 인

이해부분도 메모하며진술내용이 포화가되도록하 다.

면담 후 인터뷰 내용을 반복 으로 확인하고 이해가 어

렵거나 모호한 부분은 의미의 명확화를 해 참여자에게

재확인을하 다. 면담 시사용한 질문은 ‘직장 내괴롭힘

경험은 어떤것이며, 이유와 그로인한결과, 도움 방법은

무엇인지, 괴롭힘을 표 하자면’등 이었다.

참여자들이 주변인들의 괴롭힘 이야기 는 부연으로

설명하다보니 녹음된 내용은 A4용지 409에 수록되었다.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5]의 제안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 진행, 이론 표본 표출,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 자료에 근거한 이론 제시 등을

용하 다. 개방코딩 시 필사된 내용을 한 씩 반복

으로 읽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의미단 를 찾고, 공통 의

미를 찾아 하 범주로 도출 후 내재된 범주를 도출하

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범주들의 련성을 설명하 다. 선택코딩에서 핵

심범주를 찾기 해 범주들 간의 계를 통합 으로 설

명할 수 있는 추상성 높은 개념을 찾아 명명하 다.

2.4 연 결과  엄밀  보

본 연구결과에 한 타당도를 높이고자 Lincoln과

Guba[17]의 평가기 인 신빙성, 용성, 일 성 립

성을 지키려고 하 다. 우선 신빙성을 확보하기 해 임

상경력 1년 이상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면담하 고,

면담 시 경청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솔직하고 생생한

체험을 표 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의 표정이나 반응

을 찰하고 용지에 어 사실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면담 후 참여자의 녹음내용을 그 로 필사한 후 반복

으로 읽고 요약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어 모든 참여자들

에게 재확인을 받았다. 용성을 높이기 해 다양한 부

서, 경력 나이, 괴롭힘 경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의도

으로 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체험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참여자들이 동의하에 충분한 면담시

간을 확보하여 자료가 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해

당 자료를 직 간호사이며 박사수료과정의 간호사로부

터 검토를 받았다. 일 성을 유지하고자 분석과정동안

질 연구 임상경력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3명을 포함

한 총 4명의교수로부터 자문을받았다. 마지막으로 립

성을 확보하고자 연구과정 동안 최 한 선입견을 이고

단을 지하고자 노력하 다.

2.5 연  비 및 리  고

연구자는 학원의 질 연구 방법론 수업 이수 질

연구 워크 을 다니며 실제 인 방법을 배우고 익숙해

지기 해 노력하 다. 연구자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

해 간호사들의 업무체계, 훈련시스템, 타 직종간의 계

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조직의 특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 후 면담과 련된 모든 차

를 진행하 으며 민감한 주제인 만큼 참여자들의 심리

안정감을 제공하기 해 장소는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커

피 , 공원 사무실에서 실시하 다. 인터뷰도 요하

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음을 고려하여

언제든지힘들다면 단할수 있다고 정보를제공하 다.

참여자들은 인터뷰 시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을 속시원하

게 이야기 할 수있는기회가있다는것에 정 인반응

을 보 다. 모든 면담내용은 연구자가 직 코드화하여

보완 유지하고 연구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하 다.

3. 연 결과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을 개방코딩 실시한 결과 139

개의 개념, 36개의 하 범주와 13개의 범주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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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1). 해당 범주들을 인과조건, 인과조건들로부터

발생한 심 상, 략생성에 향을 주는 맥락조건과

재조건 그로 인한 결과를 통합한 축코딩을 통해 간

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

시하 다(Fig.1).

3.1 핵심범주 : 신  찾  한 몸 림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 상을 해결하기 한 핵심범주는 ‘자신을 되찾기

한 몸부림’이었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은 개인의 성향 는 비합리 인 조직문화와 함께 맞물

려 간호사의 세계에 만연되어 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호사의 기 와는 달리힘의 불균형

속에서 반복 으로 업무 련 자질과능력부족이 부각되

고 인격 으로 도 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는 자신이 어떤 존

재이며, 어떤 간호사인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인지 등에

해 반추하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간호사

는 살아내기 해 혼자 고군분투 하거나 주변의 도움체

계를 활용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 으로 경험하는 간호사의 투쟁은 신체

인 불편감 는 정신 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가운

데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선택을 하게 된다.

간호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되찾기 해 투쟁하는 과정에 극 인 심을

가지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3.2 심 상 :  학습  에 한 

재  시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 상은

‘존재의 무시’와 ‘부정 으로 학습된 성’이었다. 참여자

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괴롭힘은 언어로

상처주기, 업무의함정에빠트리기, 보이지 않는벽 만들

기, 공식 인 이유로 몰아가기, 으로 몰아가기 5가지

형태로 범주화 되었다. 간호사들은 괴롭힘이 특별한 상

황의 조건에서만 발생되기보다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

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업무를 핑계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언어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행 도 빈번하 다. 조직의 일원처럼 여겨주지 않는 것

처럼 느끼도록 벽을 쌓아 심리 거리를 두게 하고

있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의 형태만 반복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반복 으로 경험하면서 이들의 경험은

조직에 뿌리를 내린 는 막 내리려 하는 사람을 존 하

지 않는 무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태움이라는 단어가 흘

러나오고 있으며, 선배들로부터 배워온 부정 인 행동을

그 로 답습하여 후배들에게 달하는 있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과거 경험과 비교를 하며 괴롭힘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당연히 업무를 배우기 해서는 필요한 습 으

로 되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간호사들

이 괴롭힘을 경험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지속되

며 되는 것으로 인함이었다. 한번 못 미더운 사람으

로 단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나 일부를 체로

평가하는 부분들로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거나 반

복이 되면서 몸에 붙은 딱지처럼 오랜 동안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는 밥이 넘어가냐? 근데 밥을 안 먹으러 가면 때문

에 밥을 못 먹으러 가잖아...( 략) 네는 타는 것도 아니

야(간호사 13). 앞에서 딱 도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근

데 야! 내가 이 게 하지말라 그랬지 ! 뭐! 이런식으로

하니 무 자존심 상해요. ( 략) 쟤는 못하는 애로 소문

이 난거에요. 인식이 그 게 박 있었어요(간호사 5). 동

갑인 얘가 ' 이거일부러 안하는 거같애.' 이러면서

를 몰아가더라구요( 략)... 오래 부터 정말 반복 으로

자기도, 자기 윗선배도, 에 애들도 (괴롭힘) 받고, 그래

서 당연하게 구나 (괴롭힘) 다 받는 거(간호사 1).

3.3 과  건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라는

심 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 조건은 ‘취약한 자아집단’

과 ‘비효율 인 조직문화’ 다.

3.3.1 취약한 아집단

취약한자아집단을구성하는 하 범주는 ‘불안정한 피

해자’, ‘자기 심 인가해자’와 ‘보호막이되지 않는 리

자‘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하는간호사들은 업무의 미숙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자존감, 과거의 부정 인 기억

들이 존재하여 더욱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괴롭

힘 피해경험을 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부분들

이 조직에서 문제가 되어져 힘들었음을 이야기하 다.

무조건 으로 가해자의 탓을 하기 보다 자신이 가진 문

제부분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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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성향이나

들이 있는데, 자기 에 을 두고 바라보게 되면

서 ‘왜 는 그래?’ 라는 생각으로 나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들을 힘들게하기도 하

다. 이런 상황에서 리자의 역할은 치우침을 잡아

수 있는 요한 기 이 되지만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조직 내 응을 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에게 보

호막이 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 다. 이런 구

성원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괴롭힘이 더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다.

참여자들은 조직 내 분 기를 이끌어 가는 데 무엇보

다 리자, 특히 수간호사의 성향이나 기 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괴롭힘이 발생되어져 지속되는 상황의

리자 특징으로 까다롭거나 비일 인 성향이나 기 ,

문제발생시 비난 는 참아버림, 지나치게 업무 심 임,

의사에게 과도하게 조 는 동조함, 공감능력이 부족

함 등을 거론하 다.

나는 스스로 못한다는 제를 깔고 들어가니까 자존감이

이미 바닥인 상태에서...(간호사 14). 제가 당했던 건 그냥

같이 들어오는경력자랑 시기 으로 를 까기 해서 자

기가 조 우월해 보이기 해 그랬던 거 같아요(간호사

9). 수간호사 선생님도 목격 하시죠. 별로 크게 생각을 하

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

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간호사 6).

3.3.2 비  직

‘비효율 인 조직문화’의 하 범주에는 ‘비효율 인

조직체계’, ‘과 한 업무스트 스’ ‘고착된 인식’이 포

함되었다.

Table 1. The categories about nurses’ experiences in workplace bullying 

Elements Categories Subcategories

Causal conditions

Ego-vulnerable group

Unstable victim

Self-centered offender

Insincere manager

Inefficient organizational culture

Inefficient organizational system

Heavy work stress

Fixed recognition

Contextual conditions

Power imbalance
Hegemony(s)

Negative networks

Clash of expectations and losses

Meeting intention

Self-defense

Pit of thought

Whirl of emotion

Core phenomenon

Disregard of existence

Create invisible wall

Driving for official reasons

Verbal scars

Trap for work

Driving for threats

Negatively learned inertia
Psychological inertia

Structural inertia

Intervention condition Supportive networks Seeking emotional help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Patience for existence

Handle with your heart

Accept reality

Trying to find one's place

Active execution
Appeal for injustice

Finding new hope

Consequences

Depletion of living energy
Becoming run out body

Psychological withdrawal

Increasing negative energy

Formation of distrust

Give up nursing care

Formation of negative recognition

Formation of responsible interest
Seeking constructive direction

Struggle of ambivalence

Turnover or incomplete remaining

Substantial turnover

Emotional turnover

Uncomfortabl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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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조직은 여자 군 라고 말할 정도로 선배간

호사와 후배간호사간에 강한 계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고 하 다. 병원에서 추구하는 최상의 서비스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분 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집 하지만 그

에 따른 한 보상이 없다고 하 다. 부분의 간호사

들이 훈련과정이 무나 짧고 제 로 된 리셉터를 포

함한 공식 교육자 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나 일 된

매뉴얼이 부족하여 힘들었다고 하 다. 이런 가운데에서

도 특히 신규간호사들은 과도하게 기강을잡는다는 명목

하에 선배나 일찍 입사한 동기들의 치를 보면서 지내

야 하는 분 기라고 하 다. 한 간호사는 의사와 긴

한 계를 유지하는데 의사가 과도하게우월감을 가지거

나 업무진행을 배려하지 않고 처방권을남용하여 힘들었

다고 하 다.

간호사세계! 딱여자군 . 계가있고, 변명이나 이런거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간호사 1). 인력은 모자란데

일은 해야 되고 늘어나는 거는 일인데...(간호사 14).

간호사들이 신규 때 혼나는 것은 의례인 것처럼,..(간호사

2).

3.4 맥락  건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 상에

한 맥락 조건에 해당하는 범주는 ‘힘의 불균형’과 ‘기

와 상실의 충돌’이었다.

3.4.1 힘  균

참여자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 부서

내에 공식 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존재

함을 말하 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구보다 인정을 받

다보니 권력을 가진 간호사는 더 힘을 가지고

부서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며 희생양을 통해 기득권

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하 다. 상

으로 피해자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림을 받게

되는 치나 상황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약자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들은 조직 내에서 힘을

가진 자를 심으로 라인이 형성되면서 더욱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하 다.

의사와 간호사 계가 제일 힘이 들죠. 아무래도 말 자체

가 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니까 본인들은 아쉬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간호사 6).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

선생님이 무 무서워서. 아무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분 로)10년차 이상인 선생님들도 있고. 근데 그 선

생님들이 여를하지 않으세요(간호사 5). 멀뚱멀뚱 보고

일(괴롭힘)이 그 게 진행되게끔 가만히 두고 있는 그 사

람들도 50퍼센트는죄라는 거지요. 같이 맞장구가 쳤으

니까(간호사 3).

3.4.2  상실  충돌

참여자들은 자신에 한, 부서에 한, 동료에 한 기

등을 가지게 되는데 괴롭힘을 경험하면서 그런 기

에 한 실망감을 느끼고 자신이 당하는 행 에

해 억울하여 분노가 솟고, 극도의 감정에서 수치심을 느

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방에 한 무서움

이 사로잡고 있어 지속 으로 미안함과 분노라는 양가감

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소용돌이를 온 몸으로 겪고 있

었다.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태우려고 이 상황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 어요(간호사 11).

무 심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간호사 14). 이 게

까지 썩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간호사 2).

3.5 재  건

참여자들은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 상에 한 재 조건은 ‘정서 지지체계’이었

다.

3.5.1  지지체계

간호사들이 괴롭힘으로 인한 무시 속에서 혼란스러워

지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 다. 이때 부모를 포함한 가족,

부서 내 는 부서 외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정서 인 지

지와 조언 등을 얻으려고 하 다. 자신을 둘러싼 정

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요한 역할을 하

다. 간호사들은 조직내에 최 한 머물 수 있기를원하

고 있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단단히 하려고 하 다.

엄마한테 엄청 화해서 그만두고싶다고 울면서 얘기 했

어요 한동안은.(생략)... 동기들만 일 끝나고 계속 모여서

뭐 먹고 수다로 풀고...(간호사 10).

3.6 용/상 용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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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 상에 한 처 략으로 ‘생존을 해 인내하기’

와 ‘ 극 으로 행동하기’ 다.

3.6.1 생  해 내하

참여자들은 근무하는 그 부서에서 응을 구보다

간 히 원하 다. 그런 부분을 해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 다. 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다른 업무에 집

을 해 보기도 하 다. 부서에 존재하는 동기나 리셉

터 등과 연합하여 제자리를 굳히려고 노력하 다.

오기로버텼어요. 두 번째직장이니까. 그만 둘때 그만두

더라도 내 몫은 하고 그만두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버텼

어요(간호사 10). 우리가 일 년은 일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결국 도 그만 뒀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나마 참았어요(간호사 11). 도 동기도 1년차 기 때문

에 서로 맨날 갈굼당 하는 거를알고 있어서... 제가그 동

기가 갈굼당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으면 좀 커버해 주고

그러면서 지냈죠(간호사 9).

3.6.2 극  행동하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이 자신이 피해를 받는다

는 사실을 리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괴롭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을 비하기도

하 다. 참여자들이 괴롭힘을 받는 과정에서 분노를 참

지 못하고 상 방을 향해 직 는 간 으로 표출

을 시도하 으며, 부분의 간호사들이 사직을 결정한

상태에서 괴롭힘 경험사실을 리자에게 보고하 다. 주

변의 정보탐색을 통해 이직을 비하거나부서의 이동을

요구하기도 하 다.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나가고 싶다고... 이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맘으로 될 로

돼라(간호사 8). 그 선생님이 모든 일에 소리 지르고 트집

잡으실 때 이제 도 히 못하겠어서 (수)선생님께 로테이

션 시켜 달라고 얘길 했었어요(간호사 12).

3.7 결과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략에 따른 결과로는 ‘생존에

지의 고갈’, ‘증가하는 부정 에 지’, ‘책임있는 심 형

성’ ‘떠나거나 불완 하게남기’ 등의 범주들이 포함되

었다.

3.7.1 생 에 지  고갈

간호사들이 괴롭힘을 경험하는 동안 신체 는 심

리 인 축을 경험하 다. 간호사들은 괴롭힘 동안 다

양한 신체 인 불편감과 싸워야만 했고, 상당한 기간 동

안 유지가 되다보니 많이 지칠수 밖에없고무기력해지

는 양상이 되었다.

괴롭힘 행 의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지속 이고 반

복 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심리 인 기능에 미치는

력이 상당하 다. 참여자들은 괴롭힘이 지속되는 과

정에서 활동량이 감소하며 자책을 하는 우울 증상이 심

하 고, 연구 참여자의 4명은 자살사고가 있었으며, 그

한명은 상 방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다고 하

다. 불안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직업정체성까지 흔들

리는 모습이었다. 이직을 한 이후에도 과거의 기억이 떠

올라 인 계나 직업을 찾는 것에 향을 다고 하

다.

무 피곤은 한데 불안하니까 자고 잠을 못 자는 거 요.

내일 어떤 걸로 혼날까...하면서(간호사 5). 딱히 아 것

같진 않고 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생략)...

무기력하게 머리가 무겁고 몸 체가 무거운 느낌이었어

요... 제가 딱히 실수를 크게 하지 않았더라도 주 이

들고... 제가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고...(간호사 2). 내

가 내 손으로... 그런데 제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 손으로

죽기는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으로 다녔어요...(간호사 4).

3.7.2 가하는  에 지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아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정 인 에 지가 요구되

는 곳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에서는 괴롭힘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며 리자나 조직을 불신하고, 진정한

간호업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가고 있었다.

괴롭힘을 받는 간호사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은 차

갑고, 간호사 스스로도 부정 인 시각이 증 되어 있었

다. 이로 인해 조직내 부정 에 지는 증가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모든 게 혼나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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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후배들을 쪼고. 인계도세게하고 세게 받죠(간호사 8).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으니 온 한 심과애정을 수가

없어요. 환자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간호사 3).

환자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가면 무 힘들어 보인다고.

왜 이 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내 딸이면 여기 안 보

내고 싶다고 막 이러시더라구요(간호사 7).

3.7.3 책 는 심 

참여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 에서

괴롭힘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

아가고 있었고, 조직에 흡수되어 일을 유지 인 간호사

들은 괴롭힘에 해 학습된 인식과 양가감정의 싸움을

벌이며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도 인식조차 없는 경우

보다고민을한다는것은 한층 더나아갈수 있는 정

인 가능성으로 보 다.

제일 갈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간호부에서 아 병동

말고 다른 간호사들과 이 덜한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간호사 10). 도 조 씩 바뀌는 이에요. 도 워낙에

그 게 배웠으니 그 버릇 개도못 다고. 도 같이 가

르치고 있는 게 도 놀랬어요. 지 은 그냥 제 스타일

로(간호사 5).

3.7.4 떠나거나 하게 남

간호사들은 괴롭힘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직이라는 극

단 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 하지만, 모든 간호사가 괴

롭힘을 경험하 다고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다. 군가는

실질 으로 직장을 떠난 실질 이직자, 군가는 몸은

남았지만 마음이 떠난 정서 이직자도 있었다. 힘든 과

정을 부서 속에서 견뎌낸 경우로 이들은 몸과마음모두

남아 있지만 과거의 경험과 재의 경험 속에서 갈등을

겪는 과정을 하며 불편한 응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들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한 경우는 부서이동을 한

간호사를포함하면총 9명이었다. 복잡한감정 속에서 불

가피하게 무단결근을 통해 그만 둔 간호사와 정식 차를

밟고 그만 둔 경우에서가장 큰차이는자신의결정에

한 당당함이었다.

다음날 아 출근을 안 하게 어요. 사실그때 는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나 싶기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한 거 요. 다음부터 이런 직장

안들어가면 돼(간호사 7). 1년 7개월정도 지나고나서그

냥 이제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생략)... 좀 더일하

고나왔어요(간호사 9). 말 직업이상의 의미는 이제없어

요. 지 은 다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가늘고길게가자‘고.

그 묻어가고 분 기에 휩쓸려가고. 왜냐하면 기 하는

게 없으니까요(간호사 3). 아...나도 근데 같은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반성

도 좀 하게 되는 같아요(간호사 13)

Fig. 1. A paradigm of nurse’s experience of workplace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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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과정을

근거이론방법론을 용하여 융합 으로 분석하 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의 심 상은 ‘부정

으로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로나타났다. 이

상은 기존 간호사를 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연

구[14]한 결과 ‘애증의 가르침에서 살아남기’라는 심

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 다. 기존 연구[14]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리자를 포함하여 다면 인 설명

을 시도하 다고는 하나 괴롭힘으로 인한피해자들의 깊

이 있는 부분은 간과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괴롭힘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보다용이하 을 것으

로 단된다. 다만, 이는 직장 내괴롭힘피해자들의

만을 분석하 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심 상인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

한 존재의 무시’는 간호사가 조직의 일원으로 주어진 역

할들을 수행하려고 하나 이해 계에 놓인구성원들과 기

존 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조직사이에서

일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쇠약해진 그들의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속에서

신체 는 정신 인 고통을 단하고자신이 살아남기

해 직장을 이직하거나 정서 으로 이직하거나 불편한

응들을 이어져가는 방식으로 최선의 선택들을 하 음

을 보여주었다.

‘무시’는 사 정의에 따르면 ‘존재를 알아주지 않거

나 보지 못한 체 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으로[18] 참여자

들은 이런 무시의 행동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좌 감을 경험하 다. 간호

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 인 괴롭힘과 업무 련 괴

롭힘이 빈도가 신체 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신체

인 괴롭힘이 빈번하다고 한 연구[14]와 차이를 보 지만

다수의 연구[3,4,8,10]들과는 일치하 다.

선행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속성으로 반복

성과 성이 거론되는데[7,9,12],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해 계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경향에서 괴롭

히는 행동이 합리 이고 정당한 행 다는것을 뒷받침

하기 해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

호사의 ‘태움’에 한 연구[2]에서 ‘자기 심 동료 계’

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지만 인격 으로존 하지 않는

다고 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조직구성

원들의 변화에 한 항을 다룬 연구[19]에 따르면, 조

직구성원들은 다양한 변화와 련되어 상되는 손실,

불확실성 불편감과 같은 이해 계로 항을 하고 이

는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으로도 존재한다고 제

시하며 이런 항의 원인으로 구조 성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개인의 심리 성과 조직의 구

조 성에 의해 그 괴롭힘을 유지하려는 상이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심리 성이존재하더

라도 조직이 괴롭힘 방체계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

어 개입한다면 그 지속성은 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비합리 인 조직체계와 조직문화 속에서는 괴롭힘

도 조직의 성에 의해 더 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 부정 으로

학습된 인식을수정할 수 있는 교육이 시 하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7,20]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하기

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한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일

차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폭력 화방법에 한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심 상의인과 조건은 ‘취약한 자아

집단’, ‘비효율 인 조직체계’ ‘고착된 인식’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간호사의직장 내 괴롭힘 요인에 해체계

인 문헌고찰 결과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으로 제시

한 연구[5]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

참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시 무 심하고 방

하는 리자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 다고 토로하

다. 이는 간호사들이 직장에서 리자의 정 인 역

할을 상당히 기 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이에간호 리

자의 리더십 함양, 의료진간 력 계강화 등의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20].

본 연구에 나타난 요인 ‘고착된 인식’은 선행연구

[2,9]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근본 인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런 인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에서의 체계 이

고 극 인 활동을 통해 진 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

이다. 를 들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차원

의 괴롭힘 황 악과 모니터링[21,22], 의사소통 훈련,

외부조사 기용, 정서 지지 로그램 등[22]이 정

인방향으로인식이개선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맥락 조건

은 ‘힘의 불균형’과 ‘기 와 상실의 충돌’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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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괴롭힘이 직장 내 힘의 불균형 속에서 합법 으로 인

정받고, 내 경쟁, 보상체계 구조개 등과 련되어

강화되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5,7,23].

한, 참여자들은 근무하면서 조직의 일원이 되어

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 으나 자신에 한 기

미충족감 속에서 간호사간 괴롭힘을 경험하며기 는 실

망과 상처를 통해상실로 바뀌는 경험을 하 다. 이는 부

서 구성원들의 심리 기 기 이 상이하여 갈등이 발

생되는 것을 제시한 연구[2]를 지지하 다. 간호사간 업

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 정수 의 인력확보

가 시 할 것이다. 이는 리셉터들의 고충을 다룬 연구

[24]에서도 정한 인력확보를 통해직장 내 괴롭힘을 감

소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을 높이는 요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연구결과,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 한존재의

무시’ 상에 향을 주는 재 조건은 ‘정서 지지체

계’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족, 동료, 문가 신앙

에서 제공해주는 정 인 정서 지지들이존재의 무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인들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10]를 일부 지지하

다. 이런 개인의 노력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으로 생태

학 모형에 근거한 다차원 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25], 미시 으로간호사간갈등에 을 맞추고, 워크

훈련이나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고, 거시 으로 괴롭힘에

한 방캠페인과 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심 상을

다루기 한 상호작용 략으로는 ‘생존을 해 인내하기’

와 ‘ 극 으로 행동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반복

되는 존재의 무시 경험 속에서 생존을 한 방식을 선택

하는데, 주로 참고, 버티면서 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다

수의 괴롭힘 피해자들이 자신을 부 응자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연구[26]를 지

지하 다. 간호사들이 인내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해결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억울함을직 으로 상 방에

게 토로하거나 리자에게 보고하기도 하 다. 이 게

처를 하 음에도 한 피드백이 오지 못하는 경우

자신을 도와 연합세력을 만들거나 부서 이동 요구

는 이직을 비하기 해 정보들을 탐색하는 략을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부서에 있기보다는 외부를 향하는 것이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국에서 간호사들을 상으로

로그램 진행하여 개방 인 의사소통과 존 문화를 형

성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 인 효과를 입증

[27]한 괴롭힘 인식개선과 간호사의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을 극복함에 도움을 제공한[28] 자기주장훈련을

제안한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심 상으로 인한 결

과는 ‘생존에 지의 고갈’, ‘증가하는 부정 인 에 지’,

‘책임있는 심 형성’ ‘떠나거나 불완 한 남음’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신체 ·

정신 으로 축되고 이는 조직 내 불신과 간호의 질

하로 이어진다는 연구[7,9,10]를 지지하 다. 직장 내 괴

롭힘을 포함하는 병원폭력에 한 인식이 간호사의 심리

안녕감에 정 인 향을미치므로[29] 병원 내 직

원들을 상으로 병원폭력에 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

는 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들이 직장에

살아남아 자신만의 형태로 동료 간호사들에게 학습된

물림을 수하지 않으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행동들이 드러났다. 불안감이나 인 계 어려움 등으로

무력감을 느끼며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30] 신규간호사

를 한 선배 리자의 책임 있는 심은 요하다.

이런 정 인 심을 확 할 수 있도록 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심 상에

한 결과로 이직은 괴롭힘이 일으키는 가장 부정 이고

향력 높은 결과라고 할수 있다. 지 까지 이직은조직

을 떠나느냐 남느냐 식의 이분법 사고 다면 본 연구에

서는 근무는 지속하고 있으나 마음에서 조직을 떠나보낸

정서 이직도 존재하 다. 그리고 완벽하게 응하 다

고 보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경우 내면에 불

편감을 가지고 있어 불편하게 응하고 있었다. 조직에

남으려고 하며 일원으로서의 애착심을 가지는 조직몰입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31]를 지지하 다.

국내에서는 2018년 언론매체에 의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의 황이 다각도로 보고되면서 이

를 방하고 감소시키려는다양한정책제시가 되고있다.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역동과

정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다각 인 방면에서의 로그램

이나 정책이 마련되는 기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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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한 경험을

근거이론방법론을 통해 융복합 으로 설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범주는

‘자신을 되찾기 한 몸부림’이었다. 간호사의직장 내 괴

롭힘은 조직 구성원 개인들이 가진불안정성과 비효율

인 조직문화에서 힘의 불균형과 기 와 상실의 충돌로

인해 비롯된다. 직장내 괴롭힘의 심 상은 ‘부정 으로

학습된 성에 의한 존재의 무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은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있는만큼 통과의례 는 배

움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간호사 스

스로 책임있는 심을 통해 존 하는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언으로 간호

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하

는 상으로 조직차원, 특히 간호부서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한 심 상을 이해하고 극 으로 변화하

기 한 교육기회를 간호사들에게 제공하는것이 필요하

다. 이를 해직장내 괴롭힘 황 악은 요하고, 지속

인 모니터링, 공감 의사소통 훈련, 비폭력 화 방법

과 같은 방 로그램과 피해자들을 돕기 한 상담

체계 인 지원 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런 다각 인 노력

들을 통해 환자의 간호에 집 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문직으로서의 상도더굳건히할수있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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