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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사 안전실태에 대해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탐구한 조사연구이다. 특수한 응급실의 

상황에서 간호사 개개인이 상황 및 위해요인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안전 행위가 달라지는 만큼 간호사의 안전은 

양적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에 양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 위해요인에 노출 될 때 간호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 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분석한 혼합연구방법론이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일개 3 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1 년 이상의 

응급실 간호사였다. 양적 연구의 대상자는 총 75 명이고 2017 년 

12 월 한 달 동안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는 총 

19 명의 간호사가 참여하여 2018 년 1 월부터 2018 년 3 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Berg & Lune (2004)의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적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전반적인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Likert 7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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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여 2.51(SD=1.07)점으로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개념 각각의 평균은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08(SD=0.9)점, 화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48(SD=1.06)점, 환경공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17(SD=0.83)점, 신체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1.83(SD=0.89)점,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25(SD=1.1)점 으로 비교적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서는 “응급상황이라는 긴박함이 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이라는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1 은 응급실 

간호사들이“환자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노출” 

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혈액이나 체액 및 감염성 질환, 

독극물에의 노출위험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폭력상황에의 노출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한다고 하였다. 주제 2 는 환자나 보호자, 같이 

일하는 간호사 및 타 부서 직원들의“다급한 상황에서 고조된 

감정적 폭발에 그대로 노출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주제 3 은 

응급실의 과밀화와 응급한 상황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서둘러 일하는 습관이 간호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림”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제 4 는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며 손발이 맞지 않고 

일이 삐그덕 거릴 때 “간호사 팀원 간 업무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혼합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맥락적 상황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본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 단순히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환경 위해요인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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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의 위해요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간호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어 : 응급실 간호사, 간호사 안전,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화학적 위해요인, 환경공학적 위해요인, 신체적 위해요인, 

사회/심리적 위해요인, 혼합연구방법 

학 번 : 2015-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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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안전(Nurse safety)은 간호사의 위해요인 노출을 막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을 뜻한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11). 간호사의 안전 개념은 개인의 안전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또는 개인이 느끼는 안전한 상태이자 

안전한 행위로, 양질의 의료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Leyden, 2004; 

Noh, 2008; Park, 2016).   

2016 년 등록된 간호사는 35 만 명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7.9 만명의 간호사 중 88.2% 가 병원에 종사하고 있다(보건복지 

통계연보, 2017). 또한 2011 년 보고된 간호사의 산업재해 건수는 

약 200 건으로, 의료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발생되는 직업건강 

위해보고가 증가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이와 함께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 환경, 

교대·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김연하, 김순희, 김혜영, 김남정, & 정문희, 

2011; Dawson, 2017). 이에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던 의료환경에서 

간호사 근무환경내의 안전 또한 강조되고 있다(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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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간호 현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균, 바이러스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인자와, 오염된 환자의 혈·체액에 의한 감염성 

요인이다. 둘째, 신체적 폭력에의 노출, 환자를 옮기고 체위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신체공학적인 상해, 날카로운 것들에 의한 

상해 등의 환경공학적인 위험요인이 있다. 셋째, 의료용 방사선 

이용 증가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증가, 추위, 더위에의 노출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있다. 넷째, 다양한 화학물질(항생제, 항균제, 

소독제, 항암제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화학적 위험요인과 다섯째, 

휴식시간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인 위험요인이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한다(Bureau of Labor, 2015). 

2016 년 미국에서 시행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82%가 

그들의 건강문제 중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51%가 일하는 동안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였다고 하였으며, 48%가 근무환경에서 공격적인 모욕을 경험, 

25%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Dawson, 2017). 또한 

간호사는 매일 작업환경에서 식사시간을 갖지 못하고, 교대근무나 

오랜 시간의 근무로 인한 피로와 신체적·감정적·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은 제쳐두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부분들조차 희생하게 된다(Bureau of Labor, 2015). 

간호사들은 근무시간 동안 잠재적으로 의료환경에서 다양한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생애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지만, 대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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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의료 종사자들 조차도 근무 중 발생하는 위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Bureau of Labor, 2015). 이러한 위험하고 유해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이직률을 높인다. 

이는 간호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간호의 질을 저하시켜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숙, 최스미, & 한기혜, 2015). 

특히 응급실에서 위험환경에의 노출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이유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 흥분된 상태로 내원하기 때문에 감정상태 또한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약물중독자나 술에 취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이 함께 응급실 공간에서 함께 대기하므로 

혼란을 야기한다. 게다가 응급실의 구조적인 문제인 대기 시간의 

지연, 의료인력의 부족, 혼잡한 상황 등이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험 상황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Kim, Eom, Oh, & Ahn, 2007). 

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내원하는 다양한 급·만성 환자들 중 

노숙자들이나 약물중독자,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감염자들 또한 대부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된다(Kim & Kang, 2010). 간호사들은 

그들의 건강상태 및 질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로 

환자들과 접촉하고 분비물을 다루거나, 채혈 및 상처를 소독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제공한다. 이때, 간호사들은 응급환자들의 

급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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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기 보다는 환자에 대한 처치가 우선이 되면서 잠재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게 된다(Ahn et al.,2015). 

안전환경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슈화되면서 환자안전에 관한 간호사의 인식은 보고된 

바 있다(제우영, 2007; 최정화, 이경미 & 이미애, 2010; Kang et al., 

2005; Kim, Kang, An, & Sung, 2007; Kum, 2009; Noh, 2008). 

그러나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간호안전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근무환경에서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업무 중 노출실태를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고(성미혜, 2008; 양연옥, 2011; Ahn et al., 2015; Kim & 

Kang, 2010; Kim, Eom, Oh, & Ahn, 2007; Pich, Hazelton, Sundin, 

& Kable, 2010), 간호사의 안전환경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폭력에 국한되어 있다(박은영, 서지민, 주현옥, & 

이은남, 2007; 정영희, 2015). 이는 실제 간호사들이 근무 시 

간호안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측면의 

분석은 매우 부족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응급실의 상황에서 개개인이 상황 및 위해요인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안전 행위가 달라지는 만큼 

간호사의 안전은 양적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에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안전의 위해요인 노출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응급실 간호사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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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응급실의 위해요인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요인이 간호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사의 안전실태를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안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사들의 안전 

위해요인에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간호사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 간호 업무 환경 내 발생하는 생물학적/감염성, 

화학적, 환경공학적, 신체적, 사회·심리적인 위해요인에의 

노출 실태를 양적조사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직장내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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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간호사 안전(Nurse safety) 

 

이론적 정의 : 간호사 안전이란 간호사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 또는 위해요인의 노출을 막아 

보호받도록 디자인된 상태를 말한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11). 또한 개인의 안전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또는 개인이 느끼는 

안전한 상태이자 안전한 행위를 모두 말한다 

(Leyden, 2004; Park, 2016).  

 

조작적 정의 :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화학적 위해요인, 

환경공학적 위해요인, 신체적 위해요인,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으로부터 실제적 또는 

인지된 위험이 최소화된 상태를 말한다(Park, 

2016).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인지한 

간호사의 안전 실태를 7 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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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biological/infectious hazards) 

 

이론적 정의 :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은 체액이나 환자를 

접촉함으로써 전달되는 감염성 물질을 

말한다(Rogers, 2003). 

 

조작적 정의 : 혈·체액 노출 감시 체계에 국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EPINet, 2010a) 도구를 번역하여 응급실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조사한 항목을 말한다(Bureau 

of Labor, 2015).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가 보호장구 없이, 

또는 보호장구를 통과하여 혈액 및 혈액 제재, 소변, 

대변, 침, 객담, 복막액, 늑막액, 뇌척수액 등 피부 및 

눈, 코, 입의 점막에 직접 묻거나 튄 경우이며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에의 찔림은 제외한다(Yun, 

2011). 

 

3) 화학적 위해요인(chemical hazards) 

 

이론적 정의 : 화학적 위해요인은 약, 용해액, 가스, 증기, 

분무되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물질의 다양한 

형태로 항균제, 항생제, 항암제, 소독제, 표백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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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등 근무 중에 노출 될 수 있는 위험 물질을 

말한다(Rogers, 2003). 

 

조작적 정의 : 간호사가 접촉하는 화학물질(라텍스, 손 소독제, 

알코올)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Smith (2005)가 

개발하고 전선영(201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환경공학적 위해요인(enviromechanical hazards) 

 

(1) 근·골격계 질환 

 

이론적 정의 : 근·골격계 질환이란 신체의 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해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를 말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2009). 

 

조작적 정의 :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 

2008)를 수정 보완하여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유무와 빈도, 지속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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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이론적 정의 : 상해란 간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사침과 

기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경피적 상해를 말한다. 

단, 점막의 상처 등을 통해 혈액에 노출된 경우는 

제외한다(Yun, 2011). 

 

조작적 정의 :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활용되고 있는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EPINet, 2010b) 

도구를 번역하여 응급실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조사한 항목을 말한다. 

 

5) 신체적 위해요인(physical hazards)  

 

이론적 정의 : 신체적 위해요인은 신체 조직의 상해를 유발하는 

전기나 화재, 추위나 더위에의 노출, 소음, 

방사선에 노출 등을 말한다(Rogers, 2003).  

조작적 정의 : 방사선 노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경(2015)이 사용한 방사선 노출 및 

예방행위에 관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방사선 

노출에 대해 조사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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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심리적 위해요인(psychosocial hazards) 

 

이론적 정의 :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은 잠재적인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의 문제 등으로 많은 업무량, 과도한 

업무의 책임, 직장동료나 상사로부터의 무례함/ 

괴롭힘, 교대근무, 성희롱 등을 말한다 (Walton & 

Rogers, 2017). 

 

조작적 정의 :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유형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Yun(2004)이 개발하여 측정한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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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호사 안전(Nurse safety) 

 

간호사는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RNAO, 2008). 우리나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중 26.7%가 이직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Kim & Kim, 2011). 미국의 경우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20% 미만이었으며, 87.5%가 근무환경의 

안전여부가 간호사로서 계속 일할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ANA, 2011).  

간호사 안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Park (2016)은 

실제 근무환경에서 위험에 최소한 노출되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위험 노출의 최소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한다. 간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고, 조직적 요인으로 제도적인 안전규정의 마련과 

국가적 요인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한 간호사의 

안전 보장의 결과로는 간호사 이직률의 감소로 간호업무의 

능숙성이 증진되고 환자간호의 질이 향상되며, 결국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지속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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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Kramer & Schmalenber (2008)는 

조직적 차원에서 간호사의 안전 환경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직의 구조나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간호사의 안전이 보장될 때,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이직 

의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관련 

스트레스의 감소를 유발하여 환자 안전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Dawes (2001)는 간호사의 모든 간호 업무가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실질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미국은 1991 년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혈액매개성 병원체 감염예방을 위한 

표준을 제작하였다. 또한 ANA 는 2003 년부터 연방정부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Handle 

with Care)를 추진하고 있고, 각 주 마다 조사 및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전경자, 2005). 국제적으로도 국제간호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de Castro et al., 2009). 

이와 함께 2017 년 ANA 에서는 Healthy Nurse, Healthy 

Nation(건강한 간호사와 건강한 국가)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건강한 간호사는 능동적으로 신체적, 지적, 감성적, 사회적, 영적, 

개인적 & 전문적인 웰빙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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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여 간호사의 건강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다(Dawson, 2017). 

결국 간호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을 먼저 돌봄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근무환경 없이는 간호사들 그들의 삶과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Fencl & Grant, 2017). 

 

2. 간호현장에서의 위해요인 

 

간호환경에서 경험하는 위해요인은 크게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화학적 위해요인, 환경공학적 위해요인, 신체적 위해요인, 

사회·심리적 위해요인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Rogers, 

2003).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은 체액이나 환자를 접촉함으로써 

전달되는 감염성 물질을 말한다. 간호사는 HIV, hepatitis B 

virus(HBV), hepatitis C virus(HCV), varicella-zoster virus, 

herpes simplex virus(HSV), cytomegalovirus(CMV), rubella, 

measles, enteroviruses, mumps, influenza 등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in, MacGowan, 

Jacobson, & Donati, 2014). 또한 체액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감염성 요인은 cytomegalovirus, enteric pathogens, herpes 

simplex virus, measles/mumps, mycobacterium TB, pertussis, 

rubella, scabies/lice, staphylococcus aureus, groups A and B 

streptococcus, and chicken pox 등이 대표적이다(Rog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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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또는 상처가 있는 피부에 접촉된 감염원으로는 혈액이 22.9%, 

소변 16.7%, 침 13.2%, 땀 11.8%, 대변 9.0% 순으로 

보고되었다(박미숙, 2016). 응급실에서 혈액 및 체액에의 노출은 

간호사의 46.4%가 노출된 경험이 있고, 공기 매개 감염환자에게 

노출 경험은 54.6%, B 형 간염이 39.8%, 다제내성균 환자 및 

감염원 미상인 환자에 노출 경험은 33.3%으로 보고되었다(양연옥, 

2011). 또한 미국의 혈액 및 체액 노출 보고에서는 피부 점막에의 

노출이 14%, 손상된 피부 노출이 3% 로 보고되었다(NIOSH, 

2000). 

화학적 위해요인은 약, 용해액, 가스, 증기, 분무되는 신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물질의 다양한 형태로 항균제, 항생제, 항암제, 

소독제, 표백제, 손 세정제 등은 근무 중에 노출 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Rogers, 2003). 손 피부염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Wet work”로 하루 2 시간 이상의 폐쇄성 장갑 착용, 하루 

2 시간 이상 액체에 대한 피부노출 또는 반복적인 손 위생을 

포함한다(Dickel et al., 2002; Smith & Leggat, 2004). Smith, Wei, 

Kang & Wang(2004)의 연구에서는 Wet work 를 하는 대상자가 

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손 피부염 발생이 9.0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손 피부염의 경우 우리나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mith (2005)의 연구에서 손 피부염 유병률은 37.9%로 

보고되었고, 근무부서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일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35% 의 유병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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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Smith, Ohmura, & Yamagata, 2003), 3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3.9%를 나타내었다(Smith, Kondo, 

Tanaka, Tanaka, Hirasawa, & Yamagata, 2003).  

환경공학적인 위해요인은 잠재적인 사고나 상해, 변형 또는 

불편(부적절한 시설이나 위험한 바닥 등)을 말한다. 간호사는 

오염된 공기,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 어두운 조명, 물체나 환자를 

밀고, 당기고 들고 하는 등의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행위를 하고, 불편하게 디자인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또한 

날카로운 물체에의 손상에 항상 노출되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한다. 이 중 주사침 상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Rogers, 2003). 시행된 연구 중 대표적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과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데,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주사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에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고, 환자에게 물리는 경우가 1%이었다(NIOSH, 2000). 

김지미 등(2007)은 간호사의 요통 호소율을 60% 이상으로 

보고하였고, 미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Trinkoff 등(2002)의 

연구에서는 목 24%, 어깨 22%, 허리 32%의 유병률을 보고하였다. 

또한 유럽 NEXT Study data 를 이용하여 7 개 국가의 병원 

간호사를 분석한 결과, 46.2%가 지난 6 개월 동안 허리/목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근무를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Simon, 2008). 

신체적 위해요인은 신체조직의 상해를 유발하는 전기나 화재, 

추위나 더위에의 노출, 소음, 방사선에 노출 등이 있다(Ro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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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응급실은 중증 환자나 외상 환자 등의 응급처치 및 진단 

검사 등을 위해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유해요인 노출 위험성이 

있다(Labar, 1992).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장비의 발전과 장점으로 

이동식 방사선 촬영 및 전산화 단층 촬영(CT) 등은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다(Auguste et al., 

2011; Broder et al., 2006; Mettler et al., 2000). 방사선에의 

노출은 김유정(2017)의 연구에서 간호사에게 응급실 근무 시간 내 

이동식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횟수는 3 개월간 429.5 회였고,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36 mSv(p<0.01)로 측정되었다.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은 잠재적인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의 문제 

등으로 많은 업무량, 과도한 업무의 책임, 직장동료나 상사로부터의 

무례함/괴롭힘, 교대근무, 성희롱 등이 있다(Walton & Rogers, 

2017). 병원에서 폭력에 관한 연구는 Hong(2009)이 병원 

종사자의 97.4%가 폭력을 경험하고 그 중 응급실 근무자가 

96.5%로, 폭력의 피해자는 간호사가 39.8%로 가장 많았고, 폭력 

경험의 빈도는 응급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교대근무와 관련된 연구는 문인오 & 이윤주(2015)가 교대근무 

간호사들이 순환 당직 근무로 인해 75.97%가 피로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간호업무 수행도가 저하되고, 이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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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연구방법론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을 

벌여왔다. 그 결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제안되었다(Ingham-Broomfield, 2016). 

혼합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의견과 진술이 연구자료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양적 

연구의 단점과 연구자의 편견이 지나치게 반영되거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질적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각 방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Hayes, Bonner, & Douglas, 2013). 또한 혼합연구방법은 

연구자에게 행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건 이면의 의미에 대해 

더 나은 고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Wurtz, 2015). 

혼합연구방법은 최소한 한 개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설계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게 

된다. 먼저 혼합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고 일치시킨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사용을 통해 다양한 측정 방법으로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한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단계적 

접근으로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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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한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키는데 목적을 

갖는다(Greene, Caracelli & Graham, 1989).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혼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Creswell & Clark 의 4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로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주요 주체에 대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다. 둘째, 내재 설계(embedded 

design)로 하나의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중심 자료에 

내재시켜 보완하는 방식이다. 셋째,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로 단계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수집된 자료를 혼합하는 

모형으로 질적 자료가 양적 결과를 설명하거나 보완해주는 

방식이다. 넷째,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로 설명적 

설계와는 반대로 질적 자료 분석을 먼저 시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양적 자료 분석을 개발시키는 방식이다(Creswell, 2017).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의 순차적 설명적 설계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인지한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순차적 설계는 양적 자료를 먼저 수집, 분석하고 난 후 양적 자료의 

결과를 설명하고 해석 한 후, 후속되는 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활용하는 특징적인 연구 설계이다. 설명적 설계는 양적 연구로 

일반적인 논리와 이해를 돕고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분석과 수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적 연구로 

발견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Ross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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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 1985; Tashakkori & Teddlie, 1998). 또한 후속되는 질적 

연구 자료는 양적 연구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활용된다 

(Creswell, 2017). 

순차적 설명적 설계는 순서적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먼저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후 분석을 하고 난 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방법은 앞의 양적 연구 

결과를 설명하거나 보다 자세히 보완한다. 또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순차적 설명적 설계는 양적 연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해석된 

질적 연구 결과를 서로 연결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사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양적 연구로 도구를 이용하여 위험요인과 

노출 수준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참여자 선정 및 면담 시 기초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양적 

연구로 도출된 자료의 결과의 통해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여 연구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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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사의 안전에 대해 조사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동일 

주제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각각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양적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간호사가 인지한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일개 3 차 종합병원 성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혼합연구방법의 대상자 

수집은 연구 주제 및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하여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의 대상자는 최소 50 명이상, 질적 

연구의 대상자는 최대 30 명 이하가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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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ngham-Broomfield, 2016). 아래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자들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 선정 기준 

① 일개 3 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N=86) 

 

(2) 제외 기준 

 ①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기술이 어느 정도 형성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경력 1 년 미만의 간호사 (N=8)   

 

 따라서 최종적으로 75 명의 간호사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설문 도구 

 

(1)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및 전반적 안전 인식 

  

연구가 진행되는 일개 3 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들이 간호 제공 중 경험하는 생물학적/감염성 · 화학적 · 

환경공학적· 신체적 · 사회/심리적 위해요인 노출에 대해 Likert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안전의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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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biological/infectious hazards) 

 

혈액 및 체액의 노출 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EPINet, 2010a)도구를 번역하여 

응급실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5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미국을 비롯해 국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구로, 지난 

1 년이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 경험을 ‘예’와 

‘아니오’로 파악한 뒤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고, 접촉된 부위를 (눈, 입 포함), 목, 몸통, 팔, 왼손, 

오른손, 다리, 왼발, 오른발 기타에 표시하도록, 접촉된 종류를 혈액, 

눈물, 소변, 대변 침, 땀, 객담, 기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3)화학적 위해요인(chemical hazards) 

 

화학적 위해요인의 도구는 Smith(2005)가 개발하고 전선영 

(2011)이 수정 보완한 화학물질 관련 문항으로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라텍스, 손 소독제, 알코올 노출 빈도에 관한 

4 가지 항목으로 접촉 경험을 ‘예’와 ‘아니오’로 파악한 뒤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Smith(2005)의 연구에서 민감도는 65%, 특이도는 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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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공학적 위해요인(enviromechanical hazards)  

 

①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 2008)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나타내는 6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본 도구는 지난 1 년이내 경험한 증상을 ‘예’와 

‘아니오’로 파악한 뒤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정도 및 빈도, 지속기간, 이로 인한 영향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부위는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가락, 허리, 다리 등 여섯 부위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상해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EPINet, 2010b) 

도구를 번역하여 응급실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6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주사침을 포함한 날카로운 도구에 손상을 받은 

경험을 ‘예’와 ‘아니오’로 파악한 뒤, 손상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 회, 2 회, 3 회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상처받은 부위를 얼굴(눈, 입 포함), 목, 몸통, 팔, 왼손, 오른손, 

다리, 왼발, 오른발, 기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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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적 위해요인(physical hazards)  

 

방사선 노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경(2015)이 사용한 

방사선 노출 및 예방 행위 수행도에 관한 도구를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한 3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노출 경험을 

‘예’와 ‘아니오’로 파악한 뒤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출로 인한 불안감 및 노출 

부위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방사선 노출예방 

행위에 대한 수행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Cronbach's α= 

0.94 로 측정되었다. 

 

(6) 심리·사회적 위해요인(psychosocial hazards)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 유형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Yun(2004)이 개발한 16 문항을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언어적 폭력에 관한 4 문항, 신체적 위협에 관한 5 문항, 

신체적 폭력에 관한 7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폭력 경험은 최근 

1 년이내 경험한 폭력 빈도를 말하며, 언어적 폭력은 1 주 단위로 

1 회 이내 에서 4 회 이상으로, 신체적 위협은 1 개월 단위로 1 회 

이내에서 4 회 이상으로, 신체적 폭력은 1 년 단위로 1 회 이내에서 

4 회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Yun(2004)의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이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이 Cronbach's α=.83, 신체적 위협이 Cronbach's α=.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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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이 Cronbach's α=.94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이 Cronbach's α=.82, 신체적 위협이 Cronbach's 

α=.82, 신체적 폭력이 Cronbach's α=.86 이었다. 

 작성된 설문지는 응급의학과 전공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응급실 전문간호사 2인, 응급실 간호사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의 타당도와 구성을 검증 받아 수정·보완 후 

확정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다. 

 

(1) 자료 수집 기간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 까지 이루어졌다. 

 

 (2) 자료 수집 방법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응급실 간호사에게 근무 

전·후 전체 인계 시간에 본 연구의 취지, 목적,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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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환경 노출 실태의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제의 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생물학적/감염성 · 화학적 · 

환경공학적· 신체적 · 사회/심리적 위해요인 노출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노출한 횟수와 종류는 다중 응답 처리 하였다. 

 

2. 질적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적절한 참여자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한 결과를 질적 연구 면담 시 

활용하였다. 주제분석법을 적용하여 간호사들의 안전 경험을 응급실 

간호사가 겪는 생생한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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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양적 자료수집에 참여한 간호사 중 연구에 대해 의도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를 편의 표본 추출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간호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경험이 고르게 포함하기 위해 

경력 3년 미만, 3-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을 가진 

간호사를 각 4~5명씩 총 19명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3) 면담 질문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 환경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 안전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반 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나 참여자의 다른 생각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신이 응급실의 환경이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안전/위험하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간호사의 안전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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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1) 자료수집 기간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양적 연구 자료 수집과 분석 이후 

참여자를 선정하여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자와 면담 약속을 

정하고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① 면담 장소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장소로 보통 병원 내 

비어있는 회의실이나 카페 등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에서 

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② 면담 절차 및 시간 

  심층 면담에 앞서 참여자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반 구조화된 질문을 참고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며, 모든 참여자의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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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하였다.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반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5) 자료 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의 주제 분석 방법은 심층 면담한 

내용으로부터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어 현상의 본질을 

서술하는 방법이다(Carolyn Sanders, 2003).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연구 현상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을 얻고, 그 후 각각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의미 

있는 문장과 구를 찾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화 하였다. 그 

다음 분류된 주제들을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압축해 

나감으로써 그 특성을 구체화하였다(Berg, 2004).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녹음 된 면담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면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필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료로부터 받는 느낌을 따로 

메모하였다. 

②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한 뒤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이해하여 현상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을 얻었다. 

③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각각의 참여자들이 진술한 의미 있는 

문장과 구를 찾아 분류하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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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④ 추출된 코드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구체화 하였다. 

⑤ 일반적인 형태로 구체화 된 코드 묶음을 연관 있는 개념 끼리 

분류하여 하위 주제를 정하였다. 

⑥ 분류된 주제들을 새로 합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⑦ 도출된 상위 주제를 정의하고 주제들을 독자가 보았을 때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이름을 붙였다. 

⑧ 이 때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생각과 

판단이 반영되지 않도록 괄호 치기를 하고 지속적인 반성을 

실시하였다. 

 

6) 질적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질적 연구의 평가 항목(Guba & Lincoln, 1989; Sandelowski, 

1986)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그리고 중립성(neutrality)이 있다. 먼저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참여자에게 

면담 필사 내용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통해 

신빙성(credibility)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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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을 위해 면담을 통해 얻은 

주제가 연구 상황 이외의 다른 응급실 간호사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응급실 간호사 2 인에게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 경험 중 있을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가능성(applicabil-

ity)을 확보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아닌 다른 응급실 간호사에게 

연구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 연구 진행의 적합성(fittingness)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감사가능성 

(auditability)을 확보하여 연구의 신뢰성(dependability)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지난 학기 

질적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철저하게 따라 자료에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받고 주제 범주화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con-

sistency)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가지지 않도록 연구 

시작부터 완결까지 면담 자료와 문헌고찰 내용, 자아 인식 등을 

지속적으로 메모하고 상호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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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가 수행되는 서울 소재의 일개 3 차 종합병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2017-1273)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포기하기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참여동의서를 배포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명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과정에서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각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의 수령 위치를 

구별하여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고,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설문지와 녹음 파일은 일련번호를 

부여 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노출 최소화하고 연구자 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컴퓨터에 보관 하였고 연구 종료 후 

연구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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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양적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75 명으로 여자가 71 명 남자가 4 명이었다. 

평균연령은 30.4 세로 20 대가 61.3%, 30 대가 26.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66.7%가 미혼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4 년제 졸업이 

68%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졸업은 21.3%, 대학원 재학 중인 

대상자가 9.3%였다. 임상 경력은 평균 6.5 년으로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간호사가 24%였고, 3 년 이상 5 년 미만인 간호사와 5 년 

이상 10 년 미만인 간호사 모두 26.7%였다. 현재 응급실 간호사의 

1 인당의 1 년 이내 근무 당 담당 환자 수는 9 명 이상 12 명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고, 15 명 이상이 22.7%, 12 명 이상 15 명 

미만이 20%, 5 명 이하가 10.7%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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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Quantitative study     

                                                    N=75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 

Mean 

± SD 

Gender Male 4 5.3   

  Female 71 94.7   
     

Age 23~29 46 61.3 

30.4 

± 6.7 

(years) 30~39 20 26.7 

  40~49 8 10.7 

  50~59 1 1.3 
     

Marital  Unmarried 50 66.7   

status Married 25 33.3   

     

Education 3 years diploma 1 1.3   

  Bachelor 51 68   

 Graduate school 7 9.3   

  
Master’s or 

Doctor 
16 21.4   

     

Total  1≤ and < 3   18 24 

6.5  

± 5.4 

clinical 3≤ and < 5 20 26.7 

experiency 5≤ and < 10 20 26.7 

(years) ≥ 10 17 22.6 
     

Position Staff nurse 60 80   

  Charge nurse 4 5.3   

  CNS 11 14.7   
     

Number of  

Patients 

Assigned 

  

  

≤ 5 8 10.7   

6≤ and < 9  10 13.3   

9≤ and < 12 25 33.3   

12≤ and < 15 15 20   

≥ 15 17 22.7   

   CNS : Clinical Nurse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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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간호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Table 2).  

Likert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급실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답변은 평균 2.51(SD=1.07)로 전반적으로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개념 각각의 

평균은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08(SD=0.9), 

화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48(SD=1.06), 환경공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17(SD=0.83), 신체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1.83(SD=0.89),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25(SD=1.1)로 비교적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Table 2. Nurse Safety Recognition in ER 

 

Nurse safety recognition in ER MeaMean ± SD 

Feel Safe Generally 2.51 ± 1.07 

Feel Safe from Biological/Infectious Hazards 2.08 ± 0.9 

Feel Safe from Chemical Hazards 2.48 ± 1.06 

Feel Safe from Environmental Hazards 2.17 ± 0.83 

Feel Safe from Physical Hazards 1.83 ± 0.89 

Feel Safe from Psychosocial Hazards 2.25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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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간호사의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노출 분석 

 

최근 1 년 이내 혈·체액에의 노출(찔림은 제외)을 경험한 

대상자는 84%로 1 일 평균 3.1(SD=2.9)회 노출되었고, 이 중 

환자의 생물학적/감염성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68.3%,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4.3%였다. 혈·체액에의 노출 

물질은 혈액이 17.1%로 가장 많았고, 이후 소변 14.8%, 구토물 

12.8%, 가래 12.5%, 복수 11.3%, 대변 9.7%, 침과 흉수액 각각 

8.1%, 뇌척수액 5.5%의 순서였다.  

대상자 75 명의 감염성 질환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다중 응답 

처리되었고, 접촉성 전염질환으로 MRSA 97.3%, VRE 96%, 

CRE/CPE 92%, CRAB 82.7%, 옴/이 76%, 헤르페스 바이러스 

57.3%, E.coli 58.7%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감염환자 간호 경험은 

TB 92%, Influenza 92%, Chicken pox 49.3%, Measles 37.3% 

Rubella 9.3%로 나타났고, 그 외 HBV 88%, HIV 85.3%, HCV 

60%, CMV 60%, MERS 8%의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상자의 응급실 간호사의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노출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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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evels of Biological/Infectious Hazards by the Participants 
 N=75   

Variables Categories N(%) Mean ± SD 

Experience of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 

No 12(16) 3.1 

±2.9 Yes 63(84) 

  

Patient identification 

Unknown 9(14.3) 21 

± 

19.1 

  Known 43(68.3) 

  Don’t know 11(17.5) 

*Exposed body 

fluids  

Blood or blood products 59(17.1) 

38.3 ± 

12.49 

Vomit 44(12.8) 

Sputum 43(12.5) 

Saliva 28(8.1) 

CSF 19(5.5) 

Peritoneal fluid 39(11.3) 

Pleural fluid 28(8.1) 

Urine  51(14.8) 

Defecates 34(9.7) 
    

*Nursing  

Care experience 

Humanimmunodeficiency virus(HIV) 64(85.3) 

51.6 ±  

21.7 

Hepatitis C virus(HCV) 67(89.3) 

Cytomegalovirus(CMV) 45(60) 

Measles 28(37.3) 

TB(tuberculosis) 69(92) 

Chicken pox 37(49.3) 

Scabies/lice 57(76) 

Influenza 69(92) 

Hepatitis B virus(HBV) 66(88) 

Varicella-zoser virus, herpes 43(57.3) 

Rubella 7(9.3) 

E.coli 44(58.7) 

CRAB  62(82.7) 

VRE 72(96) 

MRSA 73(97.3) 

CRE/CPE 69(92) 

MERS 6(8) 

*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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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간호사의 화학적 위해요인 노출 분석 

  

대상자의 근무 중 1 일 평균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는 횟수는 5 회 

이하가 50.7%, 6 회이상 10 회 이하가 20%였고,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손을 씻는 횟수는 1 일 평균 11 회 이상 20 회 이하가 

34.7%, 10 회 이하가 32%, 21 회 이상 30 회 이하가 20%였다. 1 일 

평균 알코올 젤을 사용하여 손을 씻는 횟수는 31 회 이상이 40%, 

21 회 이상 30 회 이하 37.3%, 11 회 이상 20 회 이하 17.3%였다.  

대상자 중 1 년이내 알러지 질환 및 손 피부염을 경험한 간호사는 

65.3%였고, 이중 52.7%가 가려움증을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피부염과 두드러기 각각 21.8%의 간호사가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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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Levels of Chemical Hazards by the Participants  

N=75   

Variables Categories N(%) Mean ± SD 

Frequency of 

wearing latex 

gloves per 

shift 

≤ 5 38(50.7) 

18.75 ± 13.2 
6≤ and ≤ 10 15(20) 

11≤ and ≤ 15 8(10.7) 

≥ 16 14(18.7) 

    

Frequency of 

hand wash 

with soap and 

water 

≤ 10 24(32) 

18.75 ± 7.5 
11≤ and ≤ 20 26(34.7) 

21≤ and ≤ 30 15(20) 

≥ 31 10(13.3) 

    

Frequency of 

hand wash 

with alcohol 

gel 

≤ 10 4(5.3) 

18.75 ± 12.4 
11≤ and ≤ 20 13(17.3) 

21≤ and ≤ 30 28(37.3) 

≥ 31 30(40) 

    

Allergic 

diseases and 

skin problems 

within 12 

Months 

No 26(34.7) 

37.5 ± 16.3 
Yes  49(65.3) 

    

*Allergic 

diseases and 

skin problems 

within 12 

Months 

Asthma 0(0) 

21.75 ± 17.8 

Rhinitis 3(3.4) 

Dermatitis 19(21.8) 

Urticaria 19(21.8) 

Itching 46(52.9) 

*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40 

  

5) 응급실 간호사의 환경공학적 위해요인 노출 분석 

 

대상자의 환경공학적 위해요인 노출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5). 최근 1 년이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경우는 85.3%였고, 

날카로운 물질이나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는 41.3%, 1 년 평균 

1 회(SD=1.7)였다.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77.4%였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9.7%였다. 

날카로운 물질이 환자에 의해 오염된 경우가 61.3%였고, 오염되지 

않은 경우가 25.8%,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9.7%였다. 손상 

도구는 근육·피하 또는 정맥주사를 위한 주사기에 의한 손상이 

39.6%로 가장 많았고, 정맥 채혈 중 손상이 25%, 검체통이나 

약병(유리제품)으로 인한 손상도 18.8%였다. 그 외 체액 채취 

도중 손상과 손가락 검사용 바늘에 의한 손상은 각각 4.2%였고, 

동맥 채혈용, 봉합용, chemoport 용 needle 에 의한 손상이 각 

2.1%였다. 손상기전은 바늘을 바늘 통에 넣으려고 하던 도중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가 20%였고, 주사바늘 뚜껑을 씌우던 도중과 

물건을 사용하던 도중(깨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조각남 등)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가 각각 16.7%였다.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깨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조각남 등)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와 

고무나 다른 물질로부터 주사바늘을 빼던 도중(고무마개나 IV 

port 등)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가 각각 13.3%, 기구로부터 분리 

도중 또는 물품을 테이블이나, 침상 위 또는 다른 장소에 올려 

두던 도중 손상 받은 경우는 각각 6.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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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evels of Environmental Hazards by the Participants 

N=75   

Variables Categories N(%)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Yes 64(85.3) 

         No 11(14.7) 

   

Needle stick & 

sharp object 

injury 

         Yes 31(41.3) 

         No 44(58.7) 

   

  Was the source 

patient 

identifiable 

Yes 24(77.4) 

  No 3(9.7) 

  Unknown 4(12.9) 

     

  

The sharp item 

was 

Contaminated 19(61.3) 

  Uncontaminated 8(25.8) 

  Unknown 3(9.7) 

  Unknown/Not 

applicable 
1(2.1) 

   

*For what 

purpose was 

originally used 

Injection, intra-

muscular/subcutaneous, or 

Intra-venous 

19(39.6) 

To draw venous blood sample 12(25) 

To draw arterial blood sample 1(2.1) 

To obtain a body fluid(urine, 

CSF, ascites, pleural 

fluid/other fluid, biopsy) 

2(4.2) 

Finger stick 2(4.2) 

Suturing 1(2.1) 

  

To contain a specimen or 

pharmaceutical(glass item) 
9(18.8) 

To insert Chemoport needle 1(2.1) 

Before use of item (item 

broke/slipped, assembling 

device, etc.) 

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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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Table 5. Continued 

 

Variables Categories N(%) 

*Injury 

occurance 

During use of item (item slipped, 
patient jarred item, etc) 

5(16.7) 

Between steps of a multi-step 

procedure (between incremental 
injections, passing instruments, 
etc.)  

1(3.3) 

Disassembling device or equipment 2(6.7) 

While recapping used needle 5(16.7) 

Withdrawing a needle from rubber or 

other resistant material (rubber 

stopper, IV port, etc.) 

4(13.3) 

While putting item into disposal 

container 
6(20) 

Device left on floor, table, bed or 

other inappropriate place 
2(6.7) 

Other: draw blood sample from 

container 
1(3.3) 

*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43 

  

6) 응급실 간호사의 신체적 위해요인 노출 분석 

 

 대상자의 방사선 노출은 1 년 이내 하루 평균 이동식 X-ray 

촬영 평균 3.1 회(SD=2.2)였고, CT 는 한달 평균 0.3 회 

(SD=0.8)로 보고되었다. 근무 중인 응급실의 방사선 방어 설비가 

잘 되어있느냐는 질문에는 10 점 만점에 2.4 점(SD=1.6)으로 

대답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관한 

염려는 ‘걱정된다’ 50.7%, ‘매우 걱정된다’ 25.7%, ‘보통이다’ 

17.3%였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걱정이 44.3%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 

피폭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5.7%, 주위 사람들 중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서 12.9%, 

방사선에 대한 언론이나 기타의 사회적인 막연한 인식이나 

부정적인 정보 때문이라는 답변이 7.1%였다. 신체 중 피폭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에 대해서는 갑상선 60%, 전신 21.4%, 생식기관 

14.3% 순서로 피폭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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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Levels of Physical Hazards by the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Exposure radiation over year 
X-ray (per day) 3.1 ± 2.2 

CT (per month) 0.3 ± 0.8 

 The status of equipment for personal protection 2.4 ± 1.6 

  N=75 

Variables Categories N(%) 

Radiation damage to health 

concerns 

Very worried 19(25.3) 

Worried 38(50.7) 

Generally 13(17.3) 

Not worried 5(6.7) 

  
Reason of 

concern 

 

Do not know radiation exposure 25(35.7) 

  Because of health concern 31(44.3) 

  Because of negative inform and vague social recognition 5(7.1) 

  Acquaintance who have radioactive health problem 9(12.9) 

*The most influenced 

exposure body part 

Eyes 1(1.4) 

Thyroids 42(60) 

Reproductive organs 10(14.3) 

Hands and foots 2(2.9) 

Whole body 15(21.4) 

*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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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급실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위해요인 노출 분석  

 

폭력은 유형별로 언어적 폭력은 1 주 단위, 신체적 위협은 1 개월 

단위, 신체적 폭력은 1 년 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최근 1 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Table 7).‘반말을 한다’를 주 4 회이상 경험한 

간호사가 41.3%로 가장 많았고, ‘소리를 지른다’`를 주 4 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가 33.3%, ‘욕을 한다’를 주 4 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가 26.7% ‘협박을 한다’를 주 4 회 이상으로 경험한 

간호사는 16%였다.  

 또한 최근 1 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신체적 위협의 유형 

및 빈도를 살펴보면,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다’를 월 4 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는 38.7%였고, ‘화를 내며 응급실을 돌아다닌다’를 

월 4 회 이상 경험한 간호사는 44%였다. ‘나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다’와 ‘물건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다’가 각각 월 1 회 

미만 52%였고, ‘병원 물건을 발로 찬다’를 월 1 회 미안 경험한 

간호사가 41.3%였다.  

최근 1 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유형 및 

빈도를 살펴보면, ‘나를 향해 던진 물건에 맞는다’와 ‘내 멱살을 

잡는다’를 경험한 간호사가 연 1 회 미만 94.7%였고,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다’가 연 1 회 미만 89.3%, ‘나를 문다’가 연 1 회 

미만 88%,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다’, ‘나를 할퀸다’가 각각 

연 1 회 미만 84%, ‘나를 민다’가 연 1 회 미만 6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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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ypes and Frequency of Violence 

Types Items <1time/w(%) 1time/w 2time/w 3time/w ≥4time/w 

*Verbal 

violence 

Uttering curses 13(17.3) 19(25.3) 12(16) 11(14.7) 20(26.7) 

Using low forms of speech 1(1.3) 16(21.3) 9(12) 18(24) 31(41.3) 

Shouting 5(6.7) 12(16) 11(14.7) 22(29.3) 25(33.3) 

Threatening 25(33.3) 11(14.7) 18(24) 9(12) 12(16) 

Types Items <1time/m(%) 1time/m 2time/m 3time/m ≥4time/m 

*Physical 

threat 

Assuming attitude of preparing to beat someone  39(52) 19(25.3) 8(10.7) 5(6.7) 4(5.3) 

Having a grim face 9(12) 8(10.7) 21(28) 8(10.7) 29(38.7) 

Attitude of preparing to throwing things 39(52) 20(26.7) 8(10.7) 4(5.3) 4(5.3) 

Getting angry and wandering about the ER 8(10.7) 13(17.3) 10(13.3 11(14.7) 33(44) 

Kicking the hospital stuff 31(41.3) 22(29.3) 12(16) 5(6.7) 5(6.7) 

Types Items <1time/y(%) 1 time/y 2 time/y 3 time/y ≥4time/y 

*Physical 

violence 

Being struck by something thrown 71(94.7) 2(2.7) 1(1.3) 0 1(1.3) 

Grabbing me by the throat 71(94.7) 2(2.7) 1(1.3) 0 1(1.3) 

Kicking or beating me 63(84) 7(9.3) 3(4) 0 2(2.7) 

Scratching me 63(84) 4(5.3) 5(6.7) 1(1.3) 2(2.7) 

Pushing me 52(69.3) 9(12) 6(8) 2(2.7) 6(8) 

Biting 66(88) 7(9.3) 1(1.3) 0 1(1.3) 

Spitting on me 67(89.3) 6(8) 1(1.3) 0 1(1.3) 

*Duplicate answers were permitted 



 

47 

  

2. 질적 연구 결과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현상에 대해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였다. 총 19 명의 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남자 1 명, 여자 

18 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9 세였다. 참여자들의 응급실 

경력은 평균 7.4 년이었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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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Qualitative Interviews  

 

Participant 

Gender 

/Age 

(years) 

ER  

experience 

(years) 

Interview time 

(minutes) 

1 F/45 23 62 

2 F/33 10.2 52 

3 F/35 10.9 82 

4 F/24 2.6 36 

5 F/30 7.7 61 

6 F/29 7.9 42 

7 F/31 7.8 78 

8 F/28 6.5 52 

9 F/28 5.5 52 

10 F/25 4.3 56 

11 F/27 5.5 45 

12 F/27 5.5 29 

13 F/28 5.9 55 

14 F/33 9.5 45 

15 F/33 9.8 42 

16 F/34 10 58 

17 F/24 2.5 68 

18 F/24 2.8 32 

19 M/30 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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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각각의 참여자들이 진술한 

의미 있는 문장과 구를 찾아 분류하고 중요한 진술을 추출하여 총 

482 개의 코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코드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구체화 하여 41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41 개의 항목을 다시 연관 있는 개념끼리 

분류하여 11 개의 하위 주제를 정하였다.  11 개의 하위 주제들을 

새로 합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4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안전에 대한 주제 

분석은 다음과 같다(Table 9). 

 

Table 9.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n Nurse Safety in Emergency Room 

Major theme Sub-themes 

응급상황이라는 

긴박함이 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 

1. 환자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됨 

2. 다급한 상황에서 고조된 감정적 폭발에 

그대로 노출됨 

3.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서둘러 일하는 습관이 

간호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림 

4. 간호사 팀원 간 업무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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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주제  

  : 응급상황이라는 긴박함이 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 

 

 본 질적 연구의 중심주제는 응급실 내에서 “응급 상황이라는 

긴박함이 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의 위험은 크게 네 가지 하부 주제로 도출하였다. 

대상자들은 응급실은 24 시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명의 환자로 

북적거린다고 하였다. 또한 정해진 병상 수는 있으나, 수용 가능한 

환자의 제한이 없어 응급실이 과포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밀려드는 응급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처치하여야 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급 처치나 침습적인 

행위를 시행하게 된다. 그들은 어떤 바이러스나 균에 노출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간호사들은 위험요인에의 노출이 

빈번하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해 한 참여자는 응급실을 

“최전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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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환자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됨  

 

 환자들은 새롭게 발현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는데 

환자들 중 증상의 원인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응급실을 찾는다. 간호사들은 어떠한 환자가 어떤 

상태로, 어디서 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을 바탕으로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처치 및 치료를 시행하면서 혈액이나 체액 및 

감염성 질환, 독극물에의 노출 위험이 빈번해지고, 증상으로 인한 

폭력상황에의 노출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한다. 

 

1)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간호사의 위험에 노출 

 

참여자들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이 스크리닝 된다고 하였고, 과밀한 응급실에서 

부족한 인력이나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단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케어함으로써 감염 위험의 노출이 더욱 빈번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보다 환자를 위한 처치를 

우선으로 하여 나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었다. 

또한 검사를 시행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진행하였고, 입원 후에 나온 결과로 참여자들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등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처치 및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서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더욱 빈번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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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갑자기 desk 샘이 약을 주시는 거에요. 얼마 전에 

봤던 환자가 meningococcal meningitis 가 나왔데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참여자 1) 

 

“메르스 때 갑자기 일하던 동료 간호사들이 격리 되는거예요. 

처음에는 위해성을 잘 몰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스크리닝하고 그러는걸 보고 심각한거구나 했어요. 이런 질환 

자체가 한국에 처음 오다 보니까 보호 장구가 계속 매일 업데이트 

되는거에요. 계속 바뀌니까 더 불안했어요.”(참여자 9) 

 

   “보호자가 ‘잠깐 와보세요’ 해서 갔는데 복수 천자 하고 

drain 하던 배액병이 쏟아져 있었어요. 우선 계속 drain 중이니까 

다른 병은 받쳐줘야겠고, 밑에는 난리고, 그렇다고 잠시만요 장갑 

끼고 다시 올게요 할 수 없잖아요. 우선 맨손으로 먼저 배액관을 

정리하는데 배액관에도 이미 복수가 묻어 있고,, 손에 작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되긴 하죠.”(참여자 5) 

 

“소생실에서 일하는 경우 intubation 과 CPR 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와중에 internal organ 

bleeding 등으로 인해 피가 튀고,,, 보호 장구 없이 얼굴이 튀었을 

때는 쫌 많이 찝찝하죠. 보호장구 착용하고 준비 다 하고 CPR 

환자를 받는게 아니니까요. 119 에서는 우선 밀고 들어오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있어요. CPR 상황에서 바쁘고 이러다보니 suction 도 

맨손으로 하게 되고..”(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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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간호사의 폭력상황 노출 

 

응급실에서는 간성 혼수나, 섬망, 치매, 발작 후의 혼돈 상태 등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상태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섬망이나 조증 삽화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과 섞여 있는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의료진으로서 

질환이나 증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자의 acting out 이나 폭력적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폭력성이 다른 환자에게 까지 파급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가 delirium 이 온 거에요. Bipap 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엄청 

쎄게 꼬집었죠. 손톱자국이 남을 정도로.. 처음에 잘하고 계시다가 

깨시니까 달래고 달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뭐 증상이니까 아프긴 해도 이해는 가요.”(참여자 9) 

 

“정신과 환자가 저한테‘미친 년, 멍청한 년,’이라며 

소리지르고 분위기를 흐릴 때가 있었는데, 정신과 환자라 말은 안 

통하고, 다른 환자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만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죠. 정신과 환자가 한가지 트집을 잡아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 다른 환자들은 이 환자가 정신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간호사한테 소리지르는 줄 모르니까, 그 환자들은 저 간호사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환자가 욕을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환자들과도 간접적으로 rapport 가 깨지니까 힘들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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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환자도 입원 confirm 이 될 때까지 응급실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응급실로 오는 이유가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서 응급실로 오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제할 

방법이 전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전담하는 의료진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죄수복처럼 묶어둘 수도 없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참여자 6) 

 

“정신과 환자가 의사랑 복도에서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일을 하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라구요. 제 뒤에 있던 선생님도 저 때문에 나가 떨어졌죠. 머 

아프고 황당하고 말할 것도 없죠.”(참여자 18) 

 

3) 환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의 노출 

 

 참여자들은 환자의 모든 과거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를 제공하다보니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의 노출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환자의 몸에 방사선이 남아 있는지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호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약물중독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환자의 

체액을 통해 락스나 제초제등의 노출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항상 모든 과거력이나 검사력을 다 확인한 상태로 처치를 

하는게 아니다보니까,,, 솔직히 이 사람 몸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방사능 물질까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방사능 노출 위험있다고 자기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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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하고 방사능 남아있을 수 있는 검사는 마지막에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무방비상태이긴 하죠.” 

(참여자 10) 

 

 “의식이 없이 발견되었다고 119 카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원인을 추적하고 추적하다보면 약물중독인 경우도 있죠. 사실 그 

사람 토사물 같은건 우리 다 만졌는데… 뭘 먹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 지는 모르는거 잖아요.”(참여자 14) 

 

주제 2. 다급한 상황에서 고조된 감정적 폭발에 그대로 

노출됨 

 

 응급실은 환자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예민하고 흥분된 상태로 내원한다. 그들은 본인의 증상이 제일 

위독하고 중증도가 높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하면 즉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길 바란다. 참여자들은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러한 

불안 및 공포가 불만으로 표출되며 이는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파급된 불안이 의료진에게 까지 전파되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일하는 타 부서의 직원들의 

응급상황이나 불안정한 환자상태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업무만 

중시하고, 당장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기계의 수리를 중시하지 

않는 등의 업무에 대한 무책임함을 느낄 때도 화가 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함께 일하는 간호사 동료로부터 유발되는 감정 

폭발의 순간도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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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보호자의 감정 폭발 상황 

 

참여자들은 응급실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간호사에게 투사되며 

가장 많은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침대를 

배정받지 못하고 앉아서 진료를 진행하는 것, 응급실의 대부분의 

검사나 시술은 예약된 것이 아니고 내원 후 검사 및 시술이 

예약되므로 검사일정이나 대기시간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것 

등을 모두 간호사에게 불만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의 진료를 기다리거나 치료 방향이 결정 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가장 자주 접하는 간호사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경험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스트레스가 

높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의 불만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감정 폭발의 

상황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간호를 제공하는 도중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나 자신이 상처 받지 않도록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다른 환자들에게 이러한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며,,, 

밤길 조심하라고 위협적으로 스테이션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이러다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녹음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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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가 IV 를 잡는데 fail 했데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내가 한번에 하라고 그랬지?’하면서 간호사 머리를 때리고 

밀친 거죠.”(참여자 9) 

 

“뭐 어떻게 침대도 없이 앉아서 진료하냐고,, 니 애비 애미가 

와도 이렇게 대접할거냐면서 저한테 물통도 집어던지고, 옆에서 

모니터도 막 쳤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참여자 4) 

 

“수술 후 합병증으로 내원했던 환자에요. 결정 지연이랑 수술 후 

합병증 때문에 의사랑 면담하고 병동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을 

나에게 모두 투사해 버리더라구요. ‘뭐 네 아들이 죽어도 그렇게 

사과할거냐? 너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사과할거야?’ 라고 하며 

비아냥 거리고,,,, 다른 환자를 응대하는 동안에도 옆에서 계속 욕을 

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에까지 방해가 될 정도로 괴롭혔어요.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지만 다른 환자한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순 

없잖아요.”(참여자 2) 

 

“술에 취한 HIV 여자 환자였는데, 구역에서 (마)약 안 준다고 옷 

다 벗고 쉬하고 누워서 난동부리고,,, 자기 IV 빼서 일부로 

혈액으로 우리 위협하고, 이런 경우는 솔직히 우리 컨트롤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죠. 약을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화살을 다 맞고 

있으니...”(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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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취자들의 감정 폭발 상황 

 

 참여자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란스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진료의 방해로까지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주취자들로부터 감정 폭발의 상황은 환자의 증상이나 질환으로 

유발된것과는 다르게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는다는 생각으로 

불편해하였다. 게다가 이들로 인한 폭력으로 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술에 취한 환자가 깨진 병을 가지고 응급실로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들어와서 휘두르려고 하는 거를 다른 

간호사가 잡아서 병을 빼앗아서 버렸어요. 술 취해서 왜 저러시나 

싶었죠. 우리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참여자 5) 

 

 “환자가 술 취한 상태로 다치고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환자의 

아들이 오더니 아빠를 개 패듯이 패는거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상황을 말리면서도 저러다가 우리도 때리면 어쩌지 하면서 

무섭더라구요.”(참여자 8) 

 

“술 취한 환자가 소리지르고 난동부려서 신고하면 뭐해요. 경찰 

아저씨들도 와서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편 들면서 분위기만 흐려놓을 때도 

많잖아요.”(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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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으로부터의 감정 폭발 상황 

 

참여자들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감정의 폭발을 보고하였다. 

응급실에서의 응급상황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료진 모두 

예민해져서 작은일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 폭발 상황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타 부서들의 업무에 

대한 무 책임함이 느껴질 때나, on-call 시술 및 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 진행에 대해 협박처럼 느껴질 때도 감정 폭발의 상황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함께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으로 

인해서도 감정이 폭발된다고 하였다. 

 

“처방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전 확인하는게 원칙이잖아요. 

의사에게 처방에 관해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너는 

시키는대로만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리를 지르는 

의사들도 있죠.”(참여자 1) 

 

  “시술실에서 콜을 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unstable 해서 confirm 

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도‘지금 안 오면 못해요.’라고 하는 것도 

협박처럼 들려요. 우리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참여자 1) 

 

“문제가 있어서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면 사용자가 힘들다는데 

그 문제가 자기네들은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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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되요. 본인들은 당장 환자를 접하는게 아니니까 조급한게 

없겠죠.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데 이야기 하세요. 이러한 

말들이 폭언은 아니지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고 생각되요.” 

(참여자 1) 

 

“인계 때 선배간호사가 볼펜으로 머리를 치면서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제가 후배간호사를 

태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선배가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후배간호사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이유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말했을 까 싶어요.”(참여자 1) 

 

  “선배간호사가 밥 먹으로 가면서 저에게 본인 환자 업무를 

5 개를 부탁했어요. 저는 그때 제 업무도 제대로 못할 때였는데, 

선배에게는 사실 부담되는 업무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일이 서투니까 그걸 다 못했죠. 선배가 무서워서 제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저는 그 선배의 소변 줄을 

꽂는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저는 선배에게 자기가 부탁한 

일 다 못했다고 엄청 혼났어요.”(참여자 4) 

 

 “제가 주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더니 틀렸다고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다시 해보세요.’‘아니요. 다시’‘틀렸어요. 다시’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켰어요.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라 손이 

덜덜 떨리고, 더 틀리더라구요.”(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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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서둘러 일하는 습관이 간호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림 

 

 참여자들이 보고한 응급실 간호사의 위험 노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의 과밀화라고 하였다. 병원의 

물리적인 공간은 제한적이나 환자의 수는 제한 없이 수용하고, 한 

간호사 당 몇 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어 간호를 

제공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포기하게 되고 우선적으로 환자의 

처치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자신의 행위들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냐며 걱정은 되지만, 나를 보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한가지 처치를 더 시행할 수 있다며, 업무를 

우선시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행위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간호 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밥을 

거르고, 화장실을 참고, 내가 다친 순간 조차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나의 상처는 뒤로 미루어가며 간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빈번한 손 씻기로 인해 불편감은 있지만 너무 바쁘고, 바로 

다른 환자를 접촉해야 하므로 로션은 사치스러운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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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중한 업무로 인한 보호 장구의 미 착용 및 방사선 노출 

 

참여자들은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다양한 감염성 

질환들이 스크리닝 된다고 하였고, 과밀한 응급실에서 부족한 

인력이나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단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케어함으로써 감염 위험의 노출이 더욱 빈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보다 환자를 위한 

처치를 우선으로 하여 나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를 제공하는 도중 예측하지 못했던 응급상황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겨를도 없이 처치를 필요로 하는 순간들을 

접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혈액이나 체액에의 노출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이로 인해 불안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우선 방사선 노출량 및 차폐막의 효과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고, 주변 지인의 질환 발생으로 인해 방사선 노출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혹여나 어떠한 질환에 걸리게 된다 

하더라도 방사선에의 노출로 인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은 없으나, 

나의 건강에 어떠한 경로로든 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노출에의 걱정을 하면서도 막상 

과도한 업무량이나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주변 시선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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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밀려오고, 접수는 안 되었어도 환자가 unstable 하니까 

바이탈은 먼저 해야 되고,, 뒤에 환자는 엄청 밀려 있으니까 

보호장구는 포기하게 되는거죠.”(참여자 2) 

 

“2 미터 이상 떨어지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정말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멀리 피하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들이 안 피하는데 

나만 피하기도 눈치가 보이구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처치가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 문제로, 다들 방사선 노출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인 것 같아요.”(참여자 2) 

 

“CT 촬영하다가 arrest 날 상황이면 CT 를 중단하더라도 

기계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급작스럽게 CT 를 

중단하고 CT 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건 내 건강에 

영향을 언젠가는 미치지 않을까요?”(참여자 4) 

 

“TB 환자 접촉했다고 X-ray 찍는 건 이제 뭐 익숙하죠. 한 

달에 한번은 찍는 것 같아요.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찍으라고도 

하구요. f/u X-ray 안 걸리면 로또 사라는 소리도 하죠. 근데 TB 

걸리는게 더 위험할까 X-ray 많이 찍는 게 더 위험할까요? TB 는 

약이라도 잘 먹으면 낫는 거 같은데.”(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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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기본 욕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생리적인 기본 욕구는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할 일이 

쌓여있는 상태라 식사시간이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도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날 다양한 일들이 다른 간호사에게 업무 과중이 됨을 

염려하여 본인의 기본 욕구는 근무를 마친 후에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도 일할 때 밥을 먹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우스갯 소리로 

얘기하죠. 근데 막상 중환이 오고 할 일이 많은데 밥 먹으러 

가라고 하면 밥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환자가 좀 안정되어야 맘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죠.”(참여자 19) 

 

 “당장 화장실이 급해도 누구한테 내 업무를 부탁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 말고도 다 바쁜데… 참고 일하다보면 

어느 순간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일 마치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참여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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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의 외상 

 

 참여자들은 본인이 간호 제공 중 외상을 입었지만 간호사로서의 

업무가 우선순위로 작용하여 정작 자신의 아픔은 돌보지 못하고 

환자의 간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이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근ㆍ골격계의 통증과 날카로운 물체나 주사바늘로부터의 

찔림도 우선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를 마친 뒤에 나의 외상을 

확인한다고 보고하였다. 

 

(1) 근ㆍ골격계 질환의 위험 

 

참여자들은 응급 상황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분주하게 

일하다가 신체적인 부담과 외상을 경험하나 자신의 외상은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인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상은 근무 

후에 관리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다양한 외상을 경험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송카에 산소 탱크를 걸어놓는 거치대가 

카의 외부에 튀어 나와서 우리가 다니는 통로에 튀어나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거예요.. 간호사는 

허벅지와 무릎에 다 멍이 있을꺼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1) 

 

“서랍장이 주변에 다 열려 있어서, 자동으로 꽉 닫히는 서랍장도 

많은데 우리는 손으로 닫아도 꽉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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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르 밀려 나오기도 하고,, 지나다니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참여자 1) 

 

 “소생실에서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폴대에 인퓨전 펌프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죠. 여럿이 같이 민다고 밀었는데도 폴대가 균형 

잃고 넘어질뻔해서 엄청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잡았는데 다음날도 

손목이 시큰거리더라구요.”(참여자 6) 

 

“소생실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어요. 바로 일어났죠. 

너무 아픈데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참여자 7) 

 

“CPR compression 을 이틀 연속으로 한날이었어요. 

이틀째 CPR 상황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거에요. 다음날 로컬 가서 봤더니 무리를 해서 결절이 생겼데요. 

그 이후로 손목에 무리가 가면 꼭 다시 결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참여자 11) 

 

(2)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 위험 

 

 주사기를 자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참여자들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에 대해 익숙하였고, 어쩔 수 없다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날카로운 물체에의 손상은 오염된 주사 바늘 뿐만 

아니라 주사를 준비하는 도중에도 앰플이나 수액 세트, 주사기 

등에 손상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변을 정리하던 도중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바늘에 노출되어 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혈압계의 거치대 부분에 손상 당해 봉합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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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손상에 관한 걱정과 함께 이로 인한 

추후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였지만, 대부분의 처치는 

본인의 업무를 마친 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CPR 상황에서 급하게 약을 준비하다가 앰플이 바스라진 적이 

있었어요. 다친 내 손은 신경도 쓰지 못하고, 우선 환자에게 처치나 

투약을 하게 되고 응급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나 나의 상처를 

확인해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로 손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다른 환자를 또 봐야 되니까 내 손이 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거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참여자 2) 

 

“Chemo port 를 빼다가 찔린 다음부터는 집게로 잡고 빼려고 

해요. 나는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하지만, 

일하다 보면 사실 그 생각을 잊을 때가 더 많죠.”(참여자 2) 

 

 “foley 를 통해 환자의 소변을 채취하다가 니들에 손이 

찔린적이 있었어요. 체액 노출 보고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소변에 

찔린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향후 문제가 발생시 

병원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참여자 2) 

 

 “BP 기 뒤에 고정하는 쇠가 있는데, 그거에 베인 적이 있어요. 

환자를 바닥에 깔 때라서 너무 바빴죠. 환자한테는 내 피가 안 묻게 

해야겠고, 우선 급한 데로 휴지를 누르면서 일했는데, 일 마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더니 suture 를 해야 될 거 같다고 해서 꼬맨 

적이 있었죠. 왜 이 손으로 계속 일했냐고 하더라구요.” 

(참여자 15) 

4) 손 위생으로 인해 항상 반복되는 건조함과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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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은 근무 중 빈번한 손 위생으로 인해 항상 피부에 크고 

작은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 소독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과연 감염 전파를 감소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며 손 위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도 보였다. 알코올 

젤이나 손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해 그들간의 상호작용도 

걱정하였고, 실제로 손 소독을 함으로써 얼마나 내 자신이 보호 

받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알코올 젤의 잔여물로 인한 감염위험성과 

잦은 손 위생으로 인한 피부의 장벽의 손상도 염려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손 소독으로 인해 피부 장벽의 약화와 정상 상주균의 

감소로 피부질환 및 면역력에 관한 걱정도 있음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여성이 많은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과연 산모나 태아에게도 영향이 없는가에 

대한 걱정도 표현 하였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손 씻기는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손 소독은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8 시간동안 일을 하고 나면 손 끝에 감각이 둔해져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건 둘째치고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걸 

느끼기 때문에…." (참여자 1) 

 

 “저는 손 소독제랑 알코올 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알코올 젤을 2~30 번 하고 와서 손을 물로 한번 씻는데.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으면 굳어있던 알코올 젤이 나오거든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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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제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손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손 소독제와 알코올 

젤과의 화학적인 반응이 괜찮은가도 전 사실 궁금해요.”(참여자 1) 

 

“어느 날 임산부 환자가 묻더라구요. 이거 임산분데 써도 되요?’ 

근데 저도 그때 어쨌든 알코올이고 화학물질인데 왜 나는 임신했을 

때 아기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괜찮을 거에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괜찮을까 싶긴 했어요.”(참여자 4)  

 

“나중에 피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는 10 년동안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10 년 20 년 더 

접촉하게 될 화학물질인데,,, 피부세포같은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요.”(참여자 3) 

 

주제 4. 간호사 팀원 간 업무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  

 

 참여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를 

견디면서도 team work 이라는 매력이 있어 응급실을 떠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응급실은 높은 중증도, 배정된 침상 수 이상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환자나 보호자 다른 

부서들로부터 치이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이겨내는 

전우애로서 힘든 과정을 견뎌낸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처치나 투약 등의 간호 제공을 통해서 그들이 드라마틱한 회복을 

했을 때 너무 뿌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함께 일하며 손발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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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일이 삐그덕 거릴 때 문제 상황이 유발될 것 같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CPR 할 때도 손발 맞아서 착착착 할 때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규가 있다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 도와준다고 왔는데 솔직히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참여자 14) 

 

 “일당백인 사람이 있는 반면, 일당 쩜오(0.5)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늘지 않고, 센스도 없고.. 같이 일하면 

나의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늘어나는거죠.”(참여자 12) 

 

“응급실은 폭력 상황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서로 

도와주어요. 보호자한테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 

분이 잘못하신 거니까 간호사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구요. 그런데 몇몇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도대체 너는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빠지죠.”(참여자 9) 

 

 

 

 

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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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의 간호사 안전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이다. 양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위해 요인에의 노출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실제적인 경험과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환경 

 

연구결과를 통해 알아본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사 안전에 대한 

결과는 ANA(2011)에서 시행한 미국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응답자가 20% 미만인 것과 비슷하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시행된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들은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꼽았다. 2016 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충족률은 

86.7%였고, 응급실 과밀화 지표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병상포화 

지수는 평균 42.7%인데 비해 본 연구가 시행된 병원은 69.64%로 

과포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응급실 전담 간호사 

1 인당 평균 환자수가 1,164 명 인데 비해 연구가 수행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 간호사 1 인당 평균 환자수는 

1,287.4 명으로 응급실의 과밀화와 많은 간호 업무량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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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1 년 이내 

혈·체액에의 노출(찔림은 제외)을 경험한 대상자는 84%로 1 일 

평균 3.1 회 노출되었고, 이는 Ahn, Kim & Kim(2015)의 연구에서 

83%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들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감염원에의 노출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게다가 감염원 노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지만 

응급상황이 많은 응급실 특성상 보호 장구를 착용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 장구의 사용이 응급 시술 및 처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감염 예방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2013; Jo, 2007; Jo & Yu, 2001; Kim & Kang, 2010; 

Park, Sin, Lee & Kim, 2008; Yoon & Sung, 2009). 또한 감염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구나 시설이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물품의 배치나 시설의 구조가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기 쉽도록 

재배치하여 체계적인 방어 환경을 마련하고 간호사들에게도 감염 

노출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대상자 중 1 년이내 알러지 질환 및 손 피부염을 경험한 

간호사는 65.3%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선영(2011)의 손 피부염 유병률인 20.3%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중환자실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간호사 1 인당 접촉하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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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은 것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대략 3 명 중 2 명이 손 피부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에게 손 피부염은 일반적인 질환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손 위생은 간호사로서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 간호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손 위생 빈도가 높을수록 손 피부염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Larson, et al., 

1997; Smith, Ohmura, et al., 2003).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손 

소독제와 알코올 젤이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에 대해 

궁금해 하였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안전 환경을 위해 안전한 손 소독제, 알코올 

젤 사용권장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상호작용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로, 최근 1 년이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한 경우는 

85.3%로 선행 연구들(류은광, 예병진 & 김정원, 2013; 우남희 & 

김숙영, 2009; Park, 20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1 명당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것과 응급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이나 

움직임이 많은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의 물리적인 

근무환경 개선 및 한 간호사 당 적절한 업무 배정을 통해 간호사의 

안전환경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날카로운 물질에 의한 손상이나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는 41.3%, 

년 평균 1 회로 정재심 외(2012)의 연구에서 1.43 건/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사침 자상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정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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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Yun, Chung, Jeong, Jeong, Park, & Yun, 2011),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거나, 간호사가 간호 제공 중에 

경험하는 주사침 외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손상 이후 환자로부터 오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하여 간호사의 모든 잠재적인 감염원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응급실 간호사의 방사선 노출은 김유정 등(2017)의 

연구에서 일 평균 4 회 이상 보다 적은 수로 노출되었는데, 이는 

중환구역에서 방사선 노출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의사가 

가장 높고, 간호사가 그 다음 직업군으로 보고되었지만, 지금까지 

방사선 방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나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행태 조사가 

대부분이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강은주, 

이경희 & 주온주, 2005; 전성희 & 한은옥,2008; 정주환 외, 2008). 

최근에야 수술실과 내시경실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진, 김진선 & 김현례, 2016; 윤정애 & 

윤영숙 2014; 한영희, 박영란 & 김은주, 2017), 앞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로,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 중 언어적 

폭력은 환자나 보호자가 나를 향해 ‘반말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욕을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위협은 '화를 

내며 병동을 돌아다닌다’,‘병원 물건을 발로 찬다’ 등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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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은 년 1 회 미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민(1997), 윤종숙(2004), Kim, Eom, Oh, & Ahn,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임상간호사 중 1년간 폭력 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부서는 응급실이었다(박은영, 2007; 성미혜, 

2008; 정영희, 2015; Kim, Eom, Oh, & Ahn,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응급실의 24시간 개방 및 접근성, 중증 환자의 빈번한 내원 

등으로 인해 응급실 간호사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응급실내 간호사의 폭력은 간호 

업무를 방해하고 간호 수행을 지연시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급박하고 긴장된 응급 상황에서의 

간호업무 수행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약화 시키며,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야기한다는 Cohen & Mulvaney(2005)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근무환경 및 간호업무에 대해 Dallender & Nolan(2002)은 

동료간의 협조와 동료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이 근무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Priebe et 

al.,(2005)은 질적 연구에서 간호사의 자율성과 팀웍이 근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간호사에게 주어진 과다한 

업무와 시간의 부족함이 근무 중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과 예산의 부족, 권위주의, 동료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76 

  

환자의 행동 문제와 폭력 위험성 등이 업무 중 위해가 되는 

요인으로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질적 연구로 

간호사의 스트레스나(김부남, 오현숙 & 박용숙, 2011) 응급실 

간호사의 소진(성미혜, 2008),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만족(성미혜 

& 오명옥, 2011)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간호사의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질적 연구는 시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간호사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업무 중 

위해요인에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의 확보를 통해 간호사들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켜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로 간호의 질 향상에 

기대할 수 있다(김재희, 2010). 더불어 간호사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나 자발적 이직 의도 감소는 조직에 남아있는 

구성원의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업무 몰입을 향상시켜 

조직전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박광옥, 김종경 & 김세영, 2014). 

그러므로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간호사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간호사가 조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현재의 조직에 보다 

장기적으로 머무른다면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사 안전확보를 

저해하는 위해 요인에 대해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맥락적 상황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환경 위해요인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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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아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3 차 종합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대문에 이는 모든 응급실 간호사를 대표하지는 

않을 수 있다.  

 둘째, 연구에 대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나 연구자가 현재 

참여자와 같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왜곡하거나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면담 중간 중간 참여자에게 경험의 내용에 대해 재 확인하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다시 한번 물음으로써 사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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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단순히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환경 중 위해 요인의 

노출 실태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혼합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전반적인 위해 요인과 간호사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 환자 간호 중 경험하는 간호사의 안전 위험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양적, 질적 결과가 주는 통합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병원이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내의 

제한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비해 비 제한적인 환자의 수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결하고, 한 간호사 당 적절한 환자수를 배치 

함으로써 간호사의 안전 및 환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이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간호사들의 안전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간호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이 그 동안 자신의 안위에 관한 연구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안전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뿐 아니라 부서와 병원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의 

방안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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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일개 3 차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안전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 위해 요인에 노출 될 때 간호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 75 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전반적인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Likert 7 점 척도를 

사용하여 2.51(SD=1.07)점으로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개념 각각의 평균은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08(SD=0.9)점, 화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48(SD=1.06)점, 환경공학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17(SD=0.83)점, 신체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1.83(SD=0.89)점, 사회·심리적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인식 

2.25(SD=1.1)점 으로 비교적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식하였다. 

  19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안전 실태에 대해 “응급상황이라는 긴박함이 주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이라는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었고”, 환자나 보호자, 같이 일하는 간호사 및 타 

부서직원들의“다급한 상황에서 고조된 감정적 폭발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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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응급한 상황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서둘러 일하는 습관이 간호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림”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고,“간호사 팀원 간 업무 

호흡이 맞지 않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낌”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위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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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양적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의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간호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생물학적·감염성, 화학적, 환경공학적, 신체적, 

사회·심리적인 위해요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에 

약 20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설문 조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거나 도중에 

탈락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시면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사 자료에 포함된 환자분의 이름, 개인 정보는 본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할 것이며, 연구 논문이 

인쇄 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처리 될 것입니다.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Tel. 02-3010-7165)로 문의주십시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서 은 영 

연 구 자 : 배 진 아 

연 락 처 : jinalove-u@hanmail.net 

“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참여자 

성명(서명)                                      날짜:                              

          연구자 

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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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질적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의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간호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고, 응급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안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 및 실질적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입니다. 

본 인터뷰는 응급실 간호사의 간호안전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이며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이 예상 됩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될 
것입니다.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설문 조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거나 도중에 탈락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시면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조사 자료에 포함된 환자분의 이름, 개인 정보는 본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할 것이며, 연구 논문이 
인쇄 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처리 될 것입니다.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아산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Tel. 02-3010-7165)로 문의주십시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도교수 : 서 은 영 
연 구 자 : 배 진 아 

연 락 처 : jinalove-u@hanmail.net 

“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참여자 

성명(서명)                                      날짜:                              

          연구자 

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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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3. 귀하의 결혼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1) 전문대졸                      2) 대졸     

  3) 대학원 재학 중                4) 석·박사 

 

5. 귀하의 병원 근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1) 총 임상 경력 : 만 ___ 년 ___ 개월  

2) 응급실 경력 : 만 ___ 년 ___ 개월  

 

6. 최근 1 개월간 근무 시 평균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1) 5 명 이하      2) 6 명∼8 명       3) 9 명∼11 명 

 4) 12 명∼14 명       5) 15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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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1) 수간호사 이상      2) 책임 간호사    3) 일반간호사 

 

8. 다음은 간호사의 안전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8-1. 귀하의 근무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8-2. 귀하의 근무환경이 생물학적/감염성위해요인(체액, 감염성 

물질, 주사침과 날카로운 기구에의 찔림 제외) 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8-3. 귀하의 근무환경이 화학적 위해요인(라텍스, 손 소독제, 

알코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매우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100 

  

8-4. 귀하의 근무환경이 환경공학적 위해요인(근골격계 질환, 

주사침, 날카로운 기구에의 찔림) 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8-5. 귀하의 근무환경이 신체적 위해요인(방사선 노출, 교대근무) 

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8-6. 귀하의 근무환경이 사회·심리적 위해요인(환자 및 보호자, 

동료들간의 태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불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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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생물학적/감염성 위해요인 

 

1. 지난 1 년 이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노출되셨습니까?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림 

제외) 

1) Yes               번      2) No  

 

2. 환자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중복체크불가) 

 1) 예      2) 아니오        3)잘 모르겠다 

 

3. 노출되었던 부위를 모두 체크 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02 

  

4. 어떠한 체액에 노출되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1) 혈액성 물질  6) 복막액 

 2) 구토  7) 흉막액 

 3) 가래  8) 소변 

 4) 침  9) 대변 

 5) 뇌척수액  10)기타       

 

5. 다음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2) C 형간염 바이러스(HCV)              

 3)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4) 홍역(measles)                        

 5) 이하선염(mumps)                     

 6) TB(tuberculosis)                     

 7) 수두(chicken pox)                    

 8) 옴/이(scabies/lice) 

 9) 인플루엔자(influenza) 

 10) B 형간염 바이러스(HBV) 

 11) 헤르페스 바이러스(HSV),  

 12) 풍진(rubella) 

 13) 대장균(E.coli) 

 14) 카바페넴 아시네토벡터 바오마니균(CRAB)   

 15)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균(VRE)       

 16) 메치실린 항생제 내성균(MRSA) 

 17)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균(CRE/CPE) 

 1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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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화학적 위해요인 

 

1. 지난 1 년 이내 하루 근무 중 멸균장갑과 같은 라텍스 

(천연고무)로 만든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1) 전혀 사용 안함      □ 2) 5 회 이하       □ 3) 6~10 회  

□ 4) 11~15 회                  □ 5) 16 회 이상  

 

2. 귀하는 물과 함께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하루 근무 중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사용하지 않음   □ 2) 10 회 이하    □ 3) 11~20 회 

□ 4) 21~30 회                        □ 5) 31 회 이상 

 

3. 귀하는 알콜젤을 하루 근무 중에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1) 전혀 사용하지 않음  □ 2) 10 회 이하   □ 3) 11~20 회  

□ 4) 21~30 회               □ 5) 31 회 이상 

 

4. 최근 1 년내에 라텍스 제품 사용 및 손 소독제 알코올 젤 사용 

후 다음 증상들이 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 1) 천식                    □ 2) 비염            

□ 3) 피부염                  □ 4) 두드러기   

□ 5) 피부 가려움증           □ 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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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환경공학적 위험요인 

1. 지난 1 년 이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직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v) 

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v)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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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 년 이내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림으로 인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이나 

있습니까? 

□ 1)예                   번                □ 2) 아니오   

 

3. 환자의 정보가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 1)예         □ 2) 아니오        □ 3) 잘 모르겠다 

 

4. 날카로운 물건이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것이었습니까? 

□ 1) 환자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 2) 환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것이었다.    

□ 3) 잘 모르겠다. 

 

5.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습니까? (중복체크가능) 

□ 1)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겠다 

□ 2) 투약용 주사기(IM, SC, IV)  

□ 3) 정맥 채혈용 주사기 

□ 4) 동맥 채혈용 주사기 

□ 5) 체액 채취용 주사기 

     (urine/ CSF/ ascites/ pleural fluid/other fluid, biopsy) 

□ 6) 손가락 검사용 바늘(finger stick) 

□ 7) 봉합용 바늘(suturing) 

□ 8) 유리로 된 약품이나 검체 채취 도중  

□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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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 1) 물건 사용 전(깨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조각남 등.)  

□ 2) 물건 사용 중  

□ 3) 물건을 사용하려고 옮기던 중   

□ 4) 기기를 분리하던 중 

□ 5) 주사바늘 뚜껑의 씌우던 도중(recapping)  

□ 6) 고무나 다른 물질로부터 주사바늘을 빼던 도중   

    (고무마개나 IV port 등)  

□ 7) 바늘을 바늘 통에 넣으려고 하던 도중 

□ 8) 물체가 부적합한 장소에 놓여져 있는 경우 

    (책상위나 침대 위 등) 

□ 9)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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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상부위를 모두 표시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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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신체적 위험요인 

 

1. 지난 1 년 이내 방사선 노출이 얼마나 됩니까?. 

 1) 이동식 X-ray (l 일 평균 몇 회  ) 

 2)  CT          (1 달 평균 몇 회 ) 

 

2. 현 근무지의 방사선 방어 설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점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7 점 8 점 9 점 10 점 

           

 

3. 현재 하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염려되십니까. 

 1) 매우 걱정된다.              2) 걱정된다. 

 3) 보통이다.                   4) 걱정 안 된다. 

 

3-1.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방사선 피폭을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걱정 때문에 

 3) 방사선에 대한 언론이나 기타의 사회적인 막연한 인식이나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4) 주위 사람들 중 방사선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서  

 5) 기타 :                             

 

3-2. 방사선 노출로 염려가 되신다면 본인 신체 중 현재 

피폭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 눈     2) 갑상선(목)     3) 생식선    4) 손, 발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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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1. 지난 1 년 이내에 경험한 적이 있는 문항에 체크해 주세요. 

 

1회미만/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이상/주

욕을 한다

반말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협박을 한다

1회미만/월 1회/월 2회/월 3회/월 4회이상/월

나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다.

혐상궂은

표정을 짓는다

물건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한다

화를 내며 응급실을

돌아다닌다

병원물건을 발로 찬다

1회미만/년 1회/년 2회/년 3회/년 4회이상/년

나를 향해 던진

물건에 맞는다

내 멱살을 잡는다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다

나를 할퀸다

나를 민다

나를 문다

나를 향해

침을 뱉는다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신체적

폭력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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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설문도구 사용 허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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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IRB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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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rse safety status and understanding 

of emergency room nurse 

using mixed method 

 
BAE, JIN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young E. Su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urse safety status perceived by 

emergency room nurses using mixed study methods. The safety 

of nurses cannot be measured quantitatively because the safety 

behaviors diff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he risk factors 

given to individual nurses in the special emergency room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risk factors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examin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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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feel and what meaning they give when exposed to the risk 

factors through in - depth interviews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the mixed method analyzing 

a questionnaire-based quantitative study and a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based on such a study.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were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in the 

emergency room of a 3rd hospital in Seoul for a more than a year. 

The number of the surveyed of the quantitative study total 75. 

The data was collected for a month of December 2018.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e researcher handed out the 

questionnaire to collect, and analyzed the data with SPSS 25.0 

program. Regarding the qualitative study, total 19 nurses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to conduct in-depth interview 

from January 2018 until March 2017.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e researcher collected th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the research subjec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subject analytic method of Berg & 

Lune(2004).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nurse 

in the emergency nurses in the quantitative study showed that 

the overall nurse safety perception was 2.51 (SD = 1.07) which 

pointed the emergency room is unsafe using the Likert 7-point 

scale. The mean of each of the five sub-concepts was 2.08 (SD 

= 0.9) points for awareness of biological / infectious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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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SD = 1.06) points for safety perception of chemical 

hazards, 2.17(SD=0.83) points for safety recognition for 

enviromechanical hazards, 1.83(SD=0.89) points for safety 

awareness of physical hazards, and safety awareness 2.25 (SD = 

1.1) point for social and psychosocial hazards was recognized as a 

relatively unsafe environment. 

Qualitative research has led to the main theme of being 

"exposed to the risks posed by the urgency of an emergency". 

Theme 1 was that emergency room nurses "were exposed to risk 

factors when they did not know the patient's illness". Nurses are 

exposed to various risks such as exposure to blood, body fluids, 

infectious diseases, poisons, and exposure to violence due to 

symptoms. Theme 2 was experiencing "exposure to the 

emotional ups and downs in an urgent situation" of the patient or 

caregiver, working nurse and other staff. Theme 3 was "the habit 

of hurriedly working without caring for oneself puts the nurse at 

risk" due to the overcrowding of the emergency room and the 

emergency situation. Finally, Theme 4 reported that participants 

"feel unsafe when they are not fit to work between nurse team 

members" when they work together and their hands and feet do 

not fit. 

This study is a more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ontextual 

contexts of their experiences using mixed study methods for 

factor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emergency room nurs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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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ather than simply knowing about safety environment 

hazards of emergency room nurses, qualitative research can help 

nurses understand how they feel and give meaning to workplace 

hazards. Based on this, I think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of the intervention plan for the emergency room nurses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in the clinic and 

to secure the safety of the nurse. 

 

Key Words : A emergency nurse, Nurse safety, 

Biological/Infectious hazards, Chemical hazards, 

Enviromechanical hazards, Physical hazards, 

Psychosocial hazards, Mixed methods. 

Student number : 2015-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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