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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to investigate the violence experience and violence coping method of clinical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and to help nurses to work in safe working plac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rch in 2017 for 73
nurses working in wards, intensive care unit and emergency room at one general hospital. Descriptive statistics, 2-test with the
SPSS 25.0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77.2% of participants experienced verbal abuse from patients, 35.2%
experienced physical threat from patients and 86.3% of participants experienced violence whom 86.2% experienced verbal abuse
and 20.7%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from patients. Over 50.0% of participants had coping methods(direct response, seeking
for help, no action) of violence experience. Most frequent violence coping methods were ‘try to calm down by conversation
(63.0%)’ followed by ‘report verbally to supervisor (52.1%)’, ‘Call for help with colleagues (52.1%)’. Conclusion: It is needed the
support of the institutional communication system to prevent violence as well as tailored to clinical workplace to the clinical
nurses cope more against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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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제12조)을 법규로 지정하여 진료 중
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

1. 연구의 필요성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 그

WHO는 폭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폭력 예방을 공공 건

러나 이러한 법규는 폭력 사건 발생 후에 제재를 가하는 처벌

강 보건 사업의 우선 순의로 선정하며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로서, 다수의 의료 종사자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노출된 채

할 문제로 대두시켰다[1].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부터 의

임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3]. 의료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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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한 의료기관 내 폭력 중 약 80%가 환자로부터 받은 폭

호사의 폭력 경험과 폭력 경험 후 대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력이었으며,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 인력이 가장 피해를 많이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임상 간호사들이 경험했던 의

입었던 직군으로 나타났다[4].

료 기관 내 폭력은 어떠한지, 폭력 경험 후 대처 방법에는 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
는 것 이상의 의미인 폭행, 폭언, 협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

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대처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5],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가 경험했던 폭력과 폭력 경

폭력은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행하는 폭력, 병원 구성원

험별 대처 방법을 파악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 접점에 위치

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이 있다[6]. 이 중 간호사는 임상

하며 대상자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정신적 안녕을

현장의 최 일선에서 환자를 대하고 있는 의료종사자로 다수

추구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의 인력이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의료 종사자들보다 폭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력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2,7].
국내 의료 기관 내 폭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간호

2. 연구의 목적

사들이 경험하는 폭력 중 95.9% 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이 있으며[8] 가해자별로는 환자의 보호자가 66.7%, 환자의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폭력 경험과 그에 대한 폭력 대

경우 63.3%가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주로 행사하는 대상자들

처 방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들이 행사하는 폭력으로는 반말,
고함치기, 욕설하기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물건을 던지는

연구 방법

자세를 취하거나 험상궂은 표정 짓기 등의 신체적 위협 및 밀
침, 때림과 같은 신체적 폭력 등이 대부분이었다[9]. 국외의
사례별로 살펴보았을 때, 타이완 간호사의 경우 51.4%가 언
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10] 미국 응급실 간호사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폭력 경험과 폭력 경험별 대처 방
법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23.0% [11], 호주에서
도 83%의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

2. 연구 대상

며[12], 홍콩 대학병원의 간호사의 76.0%가 폭력을 경험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폭력 경험을 연구한 선행 연구[18,19]

있었다[13]. 이는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겪는 폭력은

에서 선정한 대상자 기준을 근거로 하여 S시에 소재한 일개

한국에서만 겪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 병원에서 외래, 검사실, 소아과 병동 및 소아 중환자실,

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성격 유형이나 의식·무의식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제외한 환자에게 직접 간호 및

적으로 학습한 것[14],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기대에 따라 다

간접 간호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경력 만 1년 이상의 간

르게 나타날 수 있다[15]. 간호사의 폭력 경험 후 대처 방법은

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었지만 업무는 계속하거나, 참거나, 묵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

인[3,9]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시 유의수준() .05, 효과

Stevenson 등[16]은 정신과 간호사의 폭력 경험을 대상으로

의 크기(f) .3, 검정력(1-) .8일 때 최소 인원인 64명을 기준으

한 질적 연구에서 간호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폭력을

로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75명을 모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을 기술하였다. 이는

응답한 2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7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병원 폭력의 주 피해자가 간호사임에도 간호사들이 폭력 대
처에 소극적인 이유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병원이라는

3. 연구의 도구

특수성으로 인하여 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인 해결보다 침묵

1) 폭력 경험

을 강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17]. 이렇듯 임상 간호사에

폭력 경험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 및 신체적 폭력을 경

대한 의료기관 내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임상 간

험하는 것으로[20], 본 연구에서는 간호 인력이 경험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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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종류와 빈도, 폭력 가해자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Kim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 경험과 폭력 대처방법의 차

등[21]이 개발한 폭력 경험 측정 도구를 환자 및 보호자로부

이는 2 test로 분석하였다.

터 받는 폭력 경험 중심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폭력 유형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 ‘언어적

연구 결과

위협’, ‘신체적 손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 ‘아니
오’로 응답하며 다중응답표기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
형에 따른 폭력 경험 유무와 폭력 경험 횟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값은 .87이었다.

1. 대상자의 특성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대가 68.5%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7.1세이었다. 미혼이 83.6%이었으며 학력은 학사
이상이 61.6%이었다. 대상자의 총 임상 경력은 평균 5.00±

2) 폭력 대처 방법

3.66년이었으며 임상경력 3년 미만이 35.6%로 가장 많았으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

며 5∼10년 미만이 34.2%로 뒤를 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

하여 나타나는 행위로[22] 본 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들의

사가 72.6%이었으며 근무 부서는 병동이 37.0%, 응급실이

폭력 경험후의 대처 방법을 Kang과 Park [9]의 폭력경험 대

35.6%, 중환자실 27.4%이었다(Table 1).

처 방식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직접적 대응’, ‘주변에 도움 요청’, ‘무대응’, ‘후속

2. 대상자의 폭력 경험

조치’의 4개 영역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예’, ‘아니

대상자의 폭력 경험은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이 ‘언어적

오’로 응답하며 다중응답표기가 가능하다. ‘아무 일 없었던

위협’이나 ‘신체적 손상’에 비하여 더 많았고, 환자로부터

듯이 그냥 업무 수행함’.‘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진정시

77.2%, 보호자로부터 73.1%이었다. 빈도별로 분석해보았을

키려고 노력함’, ‘병원 내 보안요원을 호출함’, ‘대처 없이 묵

때, 주별이나 월별로는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에 대한 폭

인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함’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

력경험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나, 1년

며, 유형에 따른 대처 유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 경험한 폭력 유형은 ‘언어적 위협’이 환자로부터 90.2%,

Cronbach' 값은 .94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집하

Characteristics

방법 등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여 측정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2 (16.4)
61 (83.6)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8 (38.4)
42 (57.5)
3 (4.1)

Clinical career (yrs)

3＜
3∼5
5∼9
≥10

26 (35.6)
13 (17.8)
25 (34.2)
9 (12.4)

Position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53 (72.6)
18 (24.7)
2 (2.7)

Working department

Ward
ER
ICU

27 (37.0)
26 (35.6)
20 (27.4)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
되지 않고 자료수집 종료 3년 후에 폐기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 폭력 경험 및 폭력
대처 방법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

27.1±3.30

50 (68.5)
21 (28.8)
2 (2.7)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대상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즉시

M±SD

20∼29
30∼39
≥40

하였고, 심리적 부담감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완성된 설
문지는 밀봉하여 정해진 수집함에 넣어두게 한 후 연구자가

n (%)

Age (yrs)

였다. 자료수집은 일반적 특성, 폭력 경험, 폭력 경험별 대처

(N=73)

5.00±3.66

SD=standard deviation;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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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iolence Experience of Participants

(N=73)
Experience violence

Type of violence

Verbal abuse*
Verbal threat*
Physical violence*

Sources

Patients
Caregivers
Patients
Caregivers
Patients
Caregivers

Frequency of experiencing violence

No

Yes

Several times in
a year

Several times in
a month

Several times in
a week

n (%)

n (%)

n (%)

n (%)

n (%)

16 (22.8)
20 (26.9)
47 (64.8)
54 (74.5)
57 (79.3)
64 (88.3)

56 (77.2)
53 (73.1)
26 (35.2)
18 (25.5)
15 (20.7)
8 (11.7)

35 (62.5)
34 (65.7)
63 (90.2)
61 (94.0)
53 (83.3)
45 (88.2)

18 (16.0)
16 (30.5)
7 (7.8)
12 (6.0)
4 (13.3)
2 (11.8)

3 (5.4)
2 (3.8)
3 (2.0)
0 (0)
1 (3.3)
0 (0)

*Multiple response.
Table 3. Differences in Violence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3)

Violence experience
Verbal abuse

Characteristics
No
n (%)
Age (yrs)

Yes
n (%)

2

Verbal threat

p

No
n (%)

Yes
n (%)

Physical violence
2

p

No
n (%)

Yes
n (%)

2

p

20∼39
30∼39
≥40

6 (8.2) 44 (60.3)
3 (4.1) 17 (23.3) 1.53
1 (1.4) 2 (2.7)

.466

31 (42.5) 19 (26.0)
12 (16.4) 9 (12.3) 0.70 .704
1 (1.4)
1 (1.4)

40 (54.8) 10 (13.7)
16 (21.9) 5 (6.8) 0.26 .876
1 (1.4)
1 (1.4)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3 (4.1) 9 (12.3)
2.65
7 (9.6) 54 (74.0)

.104

7 (9.6)
6 (8.2)
0.90 .552
36 (49.4) 24 (32.8)

9 (12.3) 3 (4.1)
0.79 .375
49 (67.1) 12 (16.5)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6.9) 24 (32.9)
4 (5.5) 35 (47.9) 2.48
2 (2.7) 3 (4.1)

.479

18 (24.7) 10 (13.7)
16 (21.9) 19 (26.0) 0.63 .890
7 (9.6)
3 (4.1)

24 (32.9) 5 (6.8)
27 (37.0) 10 (13.8) 0.83 .842
5 (6.8)
2 (2.7)

Clinical career
(yrs)

3＜
3∼5
5∼9
≥10

3 (4.1) 22 (30.1)
1 (1.3) 12 (16.4)
4.34
5 (6.8) 21 (28.8)
1 (1.4) 8 (11.1)

.227

15 (20.6) 12 (16.5)
10 (13.7) 4 (5.5)
2.67 .445
15 (20.5) 8 (11.0)
5 (6.8)
4 (5.4)

20 (27.4)
10 (13.6)
21 (28.6)
6 (8.2)

Position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6 (8.2) 45 (61.7)
2 (2.7) 16 (22.0) 3.009 .222
2 (2.7) 2 (2.7)

32 (43.9) 19 (26.0)
9 (12.3) 10 (13.7) 3.23 .198
2 (2.7)
1 (1.4)

40 (54.8) 11 (15.1)
14 (19.2) 4 (5.5) 1.55 .461
2 (2.7)
2 (2.7)

Working
department

Ward
ER
ICU

4 (5.4) 23 (31.6)
4 (5.4) 22 (30.2) 1.16
3 (4.1) 17 (23.3)

16 (21.9) 10 (13.7)
15 (20.5) 11 (15.1) 0.47 .792
13 (17.8) 8 (11.0)

20 (27.5)
21 (28.8)
16 (21.9)

.560

6 (8.2)
4 (5.8)
3 (4.1)
3 (4.1)

6 (8.2)
5 (6.8)
5 (6.8)

3.99 .262

0.35 .841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보호자로부터 94.0%로 가장 많았다(Table 2).

았다’가 전체적으로 58.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체적 손상’ 역시 ‘신체적 손상을 받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 경험의 차이는 다음과

지 않았다’가 78.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반적 특

같다.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의 폭력 경험은 20∼39세 집

성에 따른 차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에서 60.3%, 미혼인 경우 74.0%, 3년차 미만의 간호사에서

(Table 3).

30.1%, 일반 간호사가 61.7%, 병동의 경우 31.6%에서 가장
많은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언어적 위협’에서는 ‘위협을 받지 않

4. 대상자의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대처 방법
폭력 대처 방법 중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경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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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ping Methods of Violence Experience (Multiple Response)
Type of violence

(N=73)
Verbal abuse

Verbal threat

Physical violence

n (%)

n (%)

n (%)

Sources

Direct response*

Tried to talk to a person and calm him/her down
Defended against him/her verbally or physically

46 (63.0)
27 (37.0)

20 (27.4)
13 (17.8)

10 (13.7)
12 (16.4)

Seeking for help*

Report verbally to supervisor
Asked for help to peers
Called security in the hospital
Reported to the police

38 (52.1)
36 (49.3)
32 (43.8)
0 (0)

20 (27.4)
18 (24.7)
16 (21.9)
0 (0)

11 (15.1)
7 (9.6)
8 (11.0)
15 (20.5)

No action*

Kept silence and stayed away from a violent person
Endure and work

38 (52.1)
4 (5.8)

15 (20.5)
2 (2.7)

9 (12.3)
1 (1.0)

Follow up*

Asked for an apology either in public or private
Requested for sick leave or vacation
Filled out an incident form and report to superior
Met counselor in the hospital
Transferred to other unit

13 (17.8)
5 (6.8)
5 (6.8)
3 (4.1)
2 (2.7)

5 (6.8)
4 (5.5)
2 (2.7)
3 (4.1)
2 (2.7)

3 (4.1)
3 (4.1)
3 (4.1)
1 (1.0)
3 (4.1)

*Multiple response.

직접적 대처 방법으로는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진정시

고 가해자로부터 피함’이 12.3%으로 나타났다. 후속조치 방

키려고 노력’이 63.0%, ‘언어적, 신체적으로 직접 방어’가

법으로는 ‘공개 사과 혹은 개인적 사과 받음’과 ‘병가나 휴가

37.0%이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신청’,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과 ‘부서이동 요

‘상급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함’이

청’이 4.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각각 52.1%, 49.3%이었다. 무대응 방법으로는 ‘묵인하고 가
해자로부터 피함’이 52.1%이었으며 후속 조치 방법으로는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 대처 방법의 차이

‘공개 사과 또는 개인적 사과를 받음’이 17.8%, ‘병가나 휴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 대처 방법의 차이는 다

신청’이 8.8%,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8.0%,

음과 같다. ‘직접적 대응’은 연령별대에서 20∼39세가

‘기관 내 상담 프로그램 받음’이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

46.6%, 미혼인 경우 71.2%, 3년차 미만의 간호사에서 30.1%,

어적 위협’을 경험한 경우 직접적 대처 방법으로 ‘가해자와

병동 간호사가 3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대화를 시도하고 진정시키려고 노력’이 27.4%이었으며 ‘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변에 도움 요청’은 연

어적 신체적으로 직접 방어’가 17.8%이었다. 주변에 도움을

령별대에서 20∼39세가 63.0%, 미혼인 경우 65.8%, 3∼5년

요청하여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상급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

차 미만의 간호사에서 37.0%, 주임 간호사가 32.9%로 가장

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대응 방법으로는 ‘묵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함’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

었다. ‘무대응’은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직위등에서 모두

속 조치 방법으로는 ‘공개 사과 또는 개인적 사과를 받음’이

무대응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

17.2%, ‘병가나 휴가 신청’과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

의한 차이는 없었다. ‘후속조치’는 연령별대, 학력, 임상경력

여 제출’이 6.8%이었으며 ‘기관 내 상담 프로그램 받음’이

에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통계적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경우 직접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적 대처 방법으로 ‘언어적 신체적으로 직접 방어’가 16.4%이
었으며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진정시키려고 노력’이

논 의

13.7%이었다. 주변에 도움 요청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즉시
구두보고’ 15.1%, ‘병원 내 보안 요원 호출’이 11.0%, ‘동료들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폭력 경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폭

에게 도움을 청함’ 9.6% 순이었고, 무대응 방법으로 ‘묵인하

력 경험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간호사들이 경

Married
Single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
3∼5
5∼10
≥10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Ward
ER
ICU

Marital status

Education

Clinical carrer
(yrs)

Position

Working
department

Yes
n (%)

28 (38.4) 24 (32.9)
7 (9.6)
7 (9.6)
2 (2.7)
5 (6.8)

24 (32.9) 22 (30.1)
12 (16.5) 11 (15.1)
2 (2.7)
2 (2.7)

18 (24.7) 22 (30.1)
3 (4.1) 20 (27.5)
2 (2.7)
4 (5.5)
2 (2.7)
2 (2.7)

15 (20.5) 10 (13.7)
25 (34.3) 20 (27.4)
3 (4.1)
0 (0.0)

3 (4.1) 10 (13.7)
8 (11.0) 52 (71.2)

1.34

1.12

1.42

0.60

1.32

1.81

2

Direct response

16 (21.9) 34 (46.6)
3 (4.2) 15 (20.5)
2 (2.7)
3 (4.1)

No
n (%)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20∼39
30∼39
≥40

Age (yrs)

Characteristics

.555

.243

.633

.710

.311

.366

p

Table 5. Differences in Coping Metho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6 (63.1)
12 (16.4)
2 (2.7)

Yes
n (%)

24 (32.9)
27 (37.1)
3 (4.1)
4 (5.5)

14 (19.3) 25 (34.2)
5 (6.8) 16 (21.9)
4 (5.5)
9 (12.3)

13 (17.8) 22 (30.1)
11 (15.1) 24 (32.9)
2 (2.7)
1 (1.4)

6 (8.2)
2 (2.7)
2 (2.7)
5 (6.8)

5 (6.8) 20 (27.6)
16 (21.9) 22 (30.1)
5 (6.8)
5 (6.8)

10 (13.7) 5 (6.8)
10 (13.7) 48 (65.8)

7 (9.6)
4 (5.5)
2 (2.7)

No
n (%)

0.66

0.19

0.73

0.31

1.79

0.78

2

Seeking for help

.631

.206

.811

.424

.244

.511

p

Yes
n (%)

6 (8.2)
9 (12.3)
1 (1.4)

4 (5.5)
2 (2.7)
4 (5.5)
2 (2.7)

32 (43.8) 4 (5.5)
13 (17.8) 17 (23.3)
3 (4.1)
4 (5.5)

42 (57.5)
13 (17.9)
2 (2.7)

22 (30.1)
10 (13.7)
28 (38.4)
1 (1.4)

14 (19.2) 14 (19.2)
32 (43.9) 9 (12.3)
2 (2.7)
2 (2.7)

17 (23.3) 10 (13.7)
34 (46.6) 12 (16.4)

2

1.18

1.21

1.76

1.13

1.48

0.64

No action

39 (53.4) 10 (13.8)
16 (21.9) 5 (6.8)
1 (1.4)
2 (2.7)

No
n (%)

Coping method

.720

.315

.335

.359

.379

.551

p

Yes
n (%)

5 (6.8)
2 (2.7)
2 (2.7)
3 (4.1)

4 (5.5)
7 (9.6)
2 (2.7)

15 (20.5) 24 (32.9)
2 (2.7) 15 (20.6)
5 (6.8) 12 (16.5)

12 (16.4) 30 (41.1)
3 (4.1) 22 (30.2)
3 (4.1)
3 (4.1)

24 (32.9)
22 (30.3)
12 (16.4)
3 (4.1)

12 (16.4)
46 (63.0)
2 (2.7)

5 (6.8) 14 (19.2)
17 (23.3) 37 (50.7)

29 (39.8) 19 (26.0)
11 (15.1) 10 (13.7)
2 (2.7)
2 (2.7)

No
n (%)

Follow up

0.42

1.62

1.25

1.06

0.25

0.50

2

.217

.062

.112

.213

.767

.411

p

(N=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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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예방 및 폭력 대처 프로그램 개

는 신규 간호사들의 비율이 높은 병동 간호사가 대상자에 포

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함이 되었으며, 폭력에 노출되어 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폭력 경험률은 86.3%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

가 경력 간호사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타났다.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의 여러 부서의 간호사

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 비율은 70.7%로 나타났고[21], 호주

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

중소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폭력 경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간호사들이 폭력 경험

험율은 75.0%로[23]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은 수치이다. 의

후 대처방법을 동료에게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관의

료 종사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생명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스

차원에서 개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대처방법을

트레스가 높으며, 감정의 표현을 쉽게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임상 간호사들

를 수행하고 있다[24]. 폭력 가해자로 환자인 경우 불쾌/모욕

에게 폭력이 노출된 공간이 아닌, 안전한 임상 환경을 조성하

적인 말 77.2%, 빈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 62.5%, 언어적 위

여 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협 35.2% 빈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 90.2%, 신체적 손상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

20.7%, 빈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 83.3% 순으로 나타났으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병원 근무 환경을

며, 폭력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불쾌/모욕적인 말 73.1%,

위해 병원 차원에서 폭력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필

빈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 65.7%, 언어적 위협 37명 25.5%,

요하며 제도적, 행정적인 폭력예방 및 대처, 폭력 관리 프로

빈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 89.2%, 신체적 손상 11.7%, 빈도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로는 88.2%순으로 모든 폭력 유형에서 가해자는 환자가 빈
도로는 ‘일 년에 몇 차례’가 가장 많았다. 언어적 폭력이 본 연

결론 및 제언

구의 대상자들의 다수에게서 경험이 된 것은 언어적 폭력이
국외에 비해서 국내에서 더 빈번히 행해지고 있고, 언어적 폭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들의 폭력 경험과 폭력 경험에 따른

력에 대한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이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처 방법을 파악하고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

에서 더 관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25] 사료된다.

인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폭력 경험별 대처 방안에 대해

구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폭력 유형 모두에서 ‘가해자와 대화를 시

연구로 전체 간호사에게 적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하고 진정시키려고 노력’, ‘상급자에게 즉시 구두보고’, ‘동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료들에게 도움을 청함’, ‘묵인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함’ 순으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 기관 및 정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함이 가장 높았고 상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교육에 포

급자에게 즉시 구두 보고,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진정시

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키려고 노력하는 대처 행동 순으로 나타난 Park 등[26]의 연
구와는 차이가 있는데 선행연구[26]의 대상자들은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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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려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연령이 40세 미만이거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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