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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1]. 병원

응급실은 긴급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환자를 치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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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의 요통에 따른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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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상급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188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와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응급

실 간호사의 요통은 일상생활 활동장애 및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상생활 활동장애도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둘째, 응급실 간호사의 요통은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일상생활 활동장애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간호사, 요통, 일상생활 활동장애, 우울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low back pain experienced by emergency room (ER) 
nurs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mpairments i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8 clinical nurses employed in emergency rooms at high-level hospital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program called SPSS 22.0, and the methods used includ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w back pain in emergency room nurse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mpairments in the ADL and depression. 
Impairments in the ADL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low back pain in ER nurses influenced 
their depression, which was found to be mediated by the ADL.

Key words :  Nurse, low back pain, impairment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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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간호사는 극도의 긴

장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고[2], 직무 특성 때문에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간접적 상황에 노출되기 쉬워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3]. 높은 우울을 경험하

는 간호사는 판단력 상실로 업무상 심각한 상해를 초

래할 수 있고[4],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의 위험성이 높다[5]. 이는 긴급 의료서비스를 요구하

는 환자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

로 간호사 정신적 건강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내 간호사의 우울 관련 문헌 분석결과 우울 유병

률이 22.5%∼73.3%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과반수 이상

이 우울을 경험하였고[6], 미국의 경우에는 35%가 경

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7]. 간호사들

의 우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

된다. 무엇보다 간호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우울

발생률이 두 배 높고[5], 국내 여성 근로자와 비교하여

도 심각한 수준이다[6]. 이처럼 간호사는 상당수 우울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울을 겪고 있는 간호사는 피로, 불안, 소진 등과

투약오류 등의 질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다

[8]. 이러한 문제는 만성적이거나 재발 할 수 있으며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5]. 또한 개인의 건강 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직무수행과 간호서비스 제

공에도 영향을 미친다[9]. 따라서 우울의 위험에 처해

있는 간호사들을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가 있다[6]. 이에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 인력 운영을

위해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요통은 가장 일반적인 근·골격계 증상의 하나로서

[10], 간호직무는 요통의 발병률이 매우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11]. 환자를 부축한다거나, 들기, 이

동, 그리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들은 요통 발병의 원인

이 되므로[12], 응급실 근무 간호사들은 요통이 발생

위험성이 높아 신체적 건강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요

통이 만성화 될 경우 직무능력이 감소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상실된다고 느끼게 되므로 우울과 관련

된다[9]. 이에 응급실 간호사는 요통으로 인하여 우울

에 노출되는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다.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에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다[13].

이는 개인과 사회에 높은 부담감을 주는 만성 통증 장

애로서 요통의 영향을 받게 된다[14]. 그러므로 기능상

의 독립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활

동과 이차적인 장애 예방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

다[15]. 따라서 일상생활 활동장애가 우울과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응급실 간호사의 우울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 개인

의 건강관리 측면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요하다[6]. 간호사의 우울증이

개인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각성, 환자 관리의 중요

성을 고려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특성을 볼 때 우

울에 대한 완화나 중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울의 원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우울에 직무상

경험하는 신체적 요통과 일상생활활동의 장애요소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여 우울 예방 및 중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우

울에 대한 중요성을 주목하고, 응급실 간호사가 요통

과 일상생활 활동장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응급실 간호사의 요통은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응급실 간호사의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요통과 우울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상급병원 응급

실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로서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의 요통을 경험한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모집단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을 때 173명으로 산출되

어 부정확한 답변과 탈락 가능성 10%를 고려하여 총

190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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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적절한 2부를 제외한 18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

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

시되었으며, 사전에 연구자가 각 병원 간호부에 연락

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 허가를 받은 후

각 병원의 간호단위 수간호사의 협조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응답 중 조사를 거

부할 수 있으며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렸다.

2. 연구도구

1) 요통

요통을 측정하기 위해 Huskisson[16]이 개발한 시

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였다. 측정

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통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전

혀 아프지 않다 0점’에서 ‘참을 수 없이 아프다(매우

심한통증) 10점’으로 척도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요

통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 일상생활 활동장애

일상생활 활동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Fairbank 등

[17]이 개발한 기능장애 척도(Disability Index)를 임현

술 등[18]이 번역·수정한 단일변인 9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측정은 Likert 6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신뢰도 Cronbach's α=.805이

었다.

3)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도구를 이영호와 송종용[20]

에 의해 재구성 되어진 단일변인 20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측정은 Likert 4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영호와 송종용

[2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신뢰도 Cronbach's α=.888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22.0 program을 이용하였

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

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

이는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

를 하였다(p<.05).

셋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p<.05).

넷째,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일

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는 Baron & Kenny[21]가

제시한 분석법을 실시하였다(p<.05).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급실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30세∼34세가 55명(29.3%), 35

세∼39세 54명(28.7%), 29세 이하 45명(23.9%), 40세

이상 34명(18.1%) 순이었다. 직급은 평간호사가 140명

(74.5%)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책임간호사 37명

(19.7%), 수간호사 이상은 11명(5.9%)이었다. 신장은

161㎝∼165㎝가 98명(52.1%)으로 과반이 넘었고, 160

㎝이하 77명(41.0%) 그리고 166㎝이상은 13명(6.9%)으

로 조사되었다. 수면자세에서는 여러 자세로 잔다가

125명(66.5%)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엎드려서 잔다 31

명(16.5%), 똑바로 누워 잔다 25명(13.3%), 옆으로 잔

다 7명(3.7%)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 94

명(50.0%), 보통이다 75명(39.9%), 건강하다 19명

(10.1%)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연령에 따라 35세∼39세(1.66점), 30∼34세(1.61점),

40세 이상(1.59점), 29세 이하(1.45점) 순이었고 통계적

으로(F=4.519, p=.004)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

정결과 29세 이하 집단에 비하여 35세∼39세 집단이

높았다. 직급은 평간호사(1.60점), 책임간호사(1.59점),

수간호사 이상(1.31점) 순이었고 통계적으로(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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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수간호

사 이상 집단보다 평간호사 집단이 높았다. 수면자세

는 여러 자세(1.68점), 옆으로(1.53점), 똑바로(1.47점),

엎드려(1.29점) 순이었고 통계적으로(F=18.484, p<.001)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똑바로 잔다와

엎드려 잔다 집단보다 여러 자세 집단이 높았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1.70점), 보통이다(1.49점), 건강하다

(1.33점) 순이었고 통계적으로(F=20.668, p<.001)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보통이하의 집단보

다 좋지 않다는 집단이 높았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n=188(%)
Depressed

M±SD t/F(p) Scheffe

Age

29 years old or

under
45(23.9) 1.45±.38a

4.519

(.004)
a<b

30 to 34 years old 55(29.3) 1.61±.28

35 to 39 years old 54(28.7) 1.66±.19b

40 years old or

older
34(18.1) 1.59±.33

Job

title

Staff nurse 140(74.5) 1.60±.31a

4.623

(.011)
a>b

Charge nurse 37(19.7) 1.59±.28a

Head nurse or

higher
11(5.9) 1.31±.19b

Height

160cm or under 77(41.0) 1.60±.29
2.449

(.089)
161 to 165cm 98(52.1) 1.59±.28

166cm or taller 13(6.9) 1.40±.48

Sleep

posture

Straight 25(13.3) 1.47±.28a

18.484

(<.001)
a<b

Side 7(3.7) 1.53±.30

On stomach 31(16.5) 1.29±.29a

Several postures 125(66.5) 1.68±.26b

State

of

health

Healthy 19(10.1) 1.33±.21a
20.668

(<.001)
a>bAverage 75(39.9) 1.49±.33a

Bad 94(50.0) 1.70±.24b

Total 188(100.0) 1.58±.30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요통, 일상생활 활동장애, 우

울 간 상관성은 표 2와 같다. 요통은 일상생활 활동장

애(r=.627, p<.001), 우울(r=.339, p<.001)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우울(r=.362,

p<.001)과 정(+)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표 2. 요통, 일상생활 활동장애, 우울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low back pain, impairment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depression

Category Low back pain
Impairments in

ADL
Depression

Low back pain 1

Impairments in

ADL
.627(<.001) 1

Depression .339(<.001) .362(<.001) 1

4.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응급실 간호사의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모형은 F검정을 통해 p<.001에서 유의하였고,

Durbin-Watson값이 1.756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은

확립되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0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독립변수인 요통은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요인으

로 예측되었고(t=4.913, p<.001), 영향력은 β=.339, 이에

대한 설명력은 11.5%이었다.

5. 요통과 우울 간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21]의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은 F검정을 통해 p<.001에서 유

의하였고, Durbin-Watson값이 1.738∼1.756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은 확립되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00∼1.64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1단계에서 요통은 매개변수인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10.979, p<.001), 영향력은

β=.627로 상당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9.3%

이다. 2단계에서 요통은 종속변수인 우울의 영향요인

으로 예측되었고(t=4.913, p<.001), 영향력은 β=.339, 이

에 대한 설명력은 11.5%이었다. 3단계에서 요통이 우

울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2.122, p=.035), 일상

생활 활동장애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다

(t=2.834, p=.005), 이에 대한 설명력은 15.2%이다. 이때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β=.339에서 3단

계에서 β=.184로 감소되어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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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3. Influence of low back pain on depression

Category B SE β t p Durbin-Watson VIF

(Constant) 1.154 .091 12.745 <.001
Low back pain .068 .014 .339 4.913 <.001 1.756 1.000

R2 .115
F(p) 24.136(<.001)

표 4. 요통과 우울 간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on of impairments in ADL between low back pain and depression

Category B SE β t p R2 F(p)
Durbin
-Watson

VIF

Phase 1
Back pain → impairment in

ADL
.152 .014 .627 10.979 <.001 .393 120.533(<.001) 1.748 1.000

Phase 2 Low back pain→ Depression .068 .014 .339 4.913 <.001 .115 24.136(<.001) 1.756 1.000

Phase 3
Low back pain→ Depression .037 .017 .184 2.122 .035

.152 16.539(<.001) 1.738
1.648

Impairments in ADL →
Depression

.205 .072 .246 2.834 .005 1.648

Ⅳ. 논 의

본 연구는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

사를 대상으로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

활동장애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

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

령이 35세∼39세가 가장 높고, 29세 이하가 가장 낮았

다. 직책에서는 평간호사가 가장 높았고, 수면자세는

여러 자세로 잔다는 대상자들이 높았다. 수면시간은 7

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대상자들의 우울이 높았다. 연

령에 따른 차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우울에 40∼49세 간호사보다 30세 미만 간호사의 우울

정도가 더 심하고[1],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20대가

30·40대 간호사 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2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상이하다. 이는 근무부서에 따라 우

울을 경험하는 연령층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돌봐와 하는 긴박한 상황 및 격한 신체

적 활동 그리고 보호자들의 재촉 등으로 간호업무 수

행부담 때문에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부서가 병동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보다

높다는 결과를 볼 때[23], 우울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급

에 따른 차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책임

간호사 이상의 직급보다 일반간호사의 우울 수준이 더

높고[22], 종합병원 임상간호사의 직위가 일반간호사인

경우 우울이 더 높았다[2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

우도 직급 8급 이상이 7급 이하보다 높았다[24]. 이러

한 결과는 직급이 낮은 종사자들이 더 많은 우울을 경

험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한다. 근로자들은 직

급이 낮고 경력이 짧은 경우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떨

어져 상대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가 감소되어 우울수

준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며[25], 다양한 역량과 사례

관리 등의 직무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 따라서 직급이 낮은 간호사의 경우 응급환자를

돌봄에 있어 직무경험의 부족 등으로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응급실 근

무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수면자세에 대한 차이는 잠

자는 자세도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면

자세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26]. 대학병원에 근

무하는 비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과 우울은 상

관성이 나타났고[27], 수면과 우울은 밀접한 관련이 있

다[28]. 이는 수면 자세에 따라 우울 정도에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 자세만 바르게 해도 여러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26], 수면자세는 수면의 질

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여러 자세로 잔다

는 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유추

된다. 수면의 질이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25]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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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면의 질이 나쁨으로 우울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김현숙

등[29]은 간호사의 우울한 기분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여, 우울을 수면의 원인변수로 보고 있

다. 따라서 수면과 우울은 분명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의 생애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1/3 정도로 매우 크며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26]. 따라서 수면은 건

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평소 수면 자세

유형을 확인하고 좋은 수면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

요하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간호사들에게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았으며, 우울정도

가 높은 간호사들이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할 가

능성이 있다[6]. 이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의 정

도는 높아진다는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병원환경에서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와 교대근무, 그리

고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 위험성 등 다양한

스트레스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7]. 건강상태의 저하는 삶의 질

을 위협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우울의 정도를 높여 정

신적 안녕까지 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특성

이나 근무환경 등의 개선과 바른 수면 등으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응급실 간호사의 요통은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복남 등[30]이 중년여성의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다. 그리고 만성 요통

환자의 44%에서 중증의 우울증을, 15%에서는 경증의

우울증이 있다고 보고하였다[31]. 또한 진귀옥과 임난

영[32]은 환자들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우울을 겪

고 있다. 더욱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통이

없는 군에 비해 있는 군에서 우울이 1.38배 높게 나타

났다는 결과는[33] 요통이 우울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고들은 요통의 수

준이 높으면 우울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 다시 말해서 만성 요통이 있으면 일반

적으로 우울하다고 본다[31]. 요통은 우울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 있게 하고[34], 이는 심리적 긴

장상태로 이어져 우울이 나타나게 된다[33]. 요통은 누

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통을 초기에 관

리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된다[30]. 만약 요통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사회적 활동의 제약, 역할상실, 무

력감,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증상이 발생되고 집안일

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떨어

지게 한다. 만성적으로 진행된 요통은 심리적 요인이

나 인지적 요인에 의해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호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0]. 특히 응급실 간호사

의 경우 환자이동이나 물건이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해야하기 때문에 만성 요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리자와 장성숙[1]은 간호

사 중 우울에 대한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63.6%로 보고하였고, Welsh[7]은 35%가 경증에서 중

등도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여 간호사들의 우울경험

은 많은 편에 속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간호사의 요통은 직업병으로서 간

호 및 병원생산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기관 및 조직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요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통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요통이 만성화되면 우울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요통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

재·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운동은 만성요

통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35]. 박시원과 오재근[36]

은 스트레칭과 고관절·골반·흉추 가동범위 증가, 근력

강화 운동 등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운동

과 같은 신체적 긴장 완화를 통해 요통을 감소시킴으

로서 우울을 낮출 수 있다. 우울 증상의 감소는 병원

간호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7]. 특히,

환자에게 안전과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긴급

한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우울

은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활동장애는 요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

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14], 6개월 이상 지속 되는 만성

요통은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동통

이 쉽게 호전 되지 않고 이차적으로 근력이 약화되어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활동 수준을 저하시킨다[36]. 이

처럼 요통이 우울의 정도를 높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

움을 동반시킨다. 만성요통환자는 일상생활동작 수행

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37], 신체적 운동이나 교

육을 통해 통증을 줄이면서 더 빨리 일상생활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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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38]. 박시원과 오

재근[36]은 척추안정화 및 MEDX 신전 운동이 일상생

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운동이나 정신적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의

정도를 완충시킬 수 있다.

현대 의료 시장에서 간호는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호사 개인의 품질유

지가 필요하다[39]. 즉, 응급실 간호사의 우울을 낮춤

으로써 최선의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김소영 등[40]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으로 긍정

적인 변수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우울 정도는 낮아진다고 밝혔고, 여영숙과 나정미[41]

는 긍정심리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우울의 주된 원인인

직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박

영숙과 김정희[6]는 우울 정도가 높은 간호사일수록

수면장애나 신체적 증상, 피로 등의 부정적인 증상들

에 대한 보고가 높았다. 이와 같이 간호사들의 우울은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완충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요통이나 우울에 대한 신체적 관리나 심리적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

호사의 우울은 개인과 병원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5] 간호사가 경험하는 부정적 요인

감소 전략과 예방을 위해 업무특성이나 직무환경 개선

등의 조직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응급실 간호

사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된 판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우울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통은 일상생

활 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분 아니라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요통은 삶 전반에 문제를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여서는 안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울관리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되어 왔

다. 간호사 우울은 간호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응급실 간호사가 요

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갖는 장애나 우울을 완충하

기 위해서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거나 순환근무가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응급실 간호사의

우울 요인을 확인하고, 우울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

사의 요통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울을

온전히 감소시킬 수 없지만 관련요인들을 이해하고 예

방을 위한 실천적 행동은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

사가 경험하는 요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활동장애는 우울의 정도를 높이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통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

요하다. 즉 우울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인 요통이나 편

안한 일상생활 활동을 위하여 업무과부화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야 하며, 동시에 응급실 간호사의 우울

증상을 모니터하면서 긍정적인 회복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중재전략이 요구된다. 건강하고 활기찬 간호 인

력이 있어야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간호사 개인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따라

서 우울증상을 보이는 간호사를 조기 발견하여 중증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

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모

델에 근거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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