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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신간호사는 업무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외상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정신과 병동에서 1 년 이상의 임상 실무경험이 있고,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신과 근무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외상 경험이 1 회 이상이 있는 정신간호사 

83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성별, 학력, 근무지 

규모, 직위, 근무형태, 외상 후 경과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열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외상 후 성장은 직무열의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더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주요어 : 정신간호사,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학   번 : 2018-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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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행복의 주요한 원천이다(권석만, 

2008). 이러한 직무에 대한 즐거운 감정상태를 직무열의라고 한다(W. 

B. 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직무열의는 

조직 몰입을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등 조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Jones, 2006; Rich, Lepine, 

& Crawford, 2010). 특히 직무열의가 높은 간호사는 에너지 수준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Laschinger & Finegan, 2005),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간호를 제공한다(Laschinger & Leiter, 2006). 

무엇보다도 간호사의 직무열의는 환자 중심 간호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간호업무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Abdelhadi & Drach‐Zahavy, 

2012; Van Bogaert, van Heusden, Timmermans, & Franck, 2014).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이용해야 하므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끊임없이 개발 및 조절하여 다른 임상 간호사에 비해 특수한 

경험과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배정이, 1989). 

정신간호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답답함, 미움, 분노와 항상 잠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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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한 긴장감과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거나 자신을 발견함에 따라 성숙을 경험한다. 또한 환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개발하기 위해 발전을 향하여 노력하며, 정신과 근무 경험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간호사의 근무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배정이, 1998). 

한 개인을 긍정적인 상태로 이끌어주는 개인적 요소인 

긍정심리자본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긍정심리학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의 

긍정적 심리 발달 상태이며, 도전적인 과제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수행할 자신감을 갖는 ‘자기효능감’;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귀인을 찾는 ‘낙관주의’;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행동하고, 성공을 위해 필요시 목표를 향해 경로를 변경하기도 

하는 ‘희망’; 역경에 빠졌을 때 유지하거나 되돌아오는 ‘회복력’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F.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재직의도와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며(K. 

W. Luthans & Jensen, 2005), 직무열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강정미와 권정옥, 2017). 무엇보다도 간호사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아 간호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자에게 전달되어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환자 간호에 중요하다. 

 한편, 망상, 환각 등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예측 불허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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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24시간 관찰하고 간호를 

제공해야하는 정신간호사는 환자로부터 폭력 등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발표된 연구결과를 고찰한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정신과 병동 근무자의 24~80%가 환자로부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을 포함한 폭력을 경험하였다(d'Ettorre & Pellicani, 2017). 

그 중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정신간호사는 

이들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해, 자살을 목격하는 

등 다양한 외상 경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Sofield & Salmond, 

2003). 

그러나 정신간호사는 외상 경험에 직면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Itzhaki et al., 

2015). 이처럼 외상 사건 후 이를 극복하여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 한다(Tedeschi & Calhoun, 1996). Itzhak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정신간호사들 중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고 회복력이 높은 정신간호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사의 직무열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타 분야와는 업무 

특성이 다른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정신간호사가 업무 중 경험하는 폭력, 스트레스, 소진 

등의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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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긍정적 경험과 성장, 직무열의와 같은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다.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최근에 수행된 김진희 

(2019)의 연구에서는 폭력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고 폭력경험의 빈도가 

정신간호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바 있으나, 장선주 

(2004)에 따르면 소진의 결정적인 예측 요인은 폭력경험의 빈도가 아닌 

폭력경험으로 인한 대상자의 반응과 지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폭력경험 이후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심리적 변화인 외상 후 

성장에 대해 파악하고,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 속성인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긍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심리자본과 외상 후 

성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정신간호사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하여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신간호직무에 

대한 만족도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신간호사의 긍정성은 환자간호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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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과 직무열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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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3.1. 긍정심리자본 

 

1) 이론적 정의: 일상적이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다차원적 개념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F. Luthans et al., 200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 Luthans et al. (2007)이 

개발하고 최용득 (2009)이 번안 및 수정한 

긍정심리역량척도(Psychological capital measure; PCQ)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2. 외상 후 성장 

 

1) 이론적 정의: 매우 도전적인 삶의 위기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Tedeschi & Calhoun, 199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Tedeschi and Calhoun 

(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현 

(2009)이 번안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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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

PTGI)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 직무열의 

 

1) 이론적 정의: 업무에 대해 활력 있고 헌신하며 몰두하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의미한다(W. B. Schaufeli et al., 200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W. B. Schaufeli, Bakker, and 

Salanova (2006)이 개발하고 Kim, Park, and Kwon 

(2017)이 번안한 한국판 직무열의척도(Korean versions of 

the 9-item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K)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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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핵심 개념인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 긍정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자인 Martin Seligman 이 개인의 결점과 

장애, 질병 등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강점과 건강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변화하고자하는 도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Luthans 가 긍정심리에 

경제학 용어인 자본이란 개념을 더하여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과 ‘알고 있는 사람(Who I know)’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알고 있는 것(What I know)’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각각의 가치를 뛰어 

넘는 ‘내가 누구인지(Who I am)’를 의미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의 

가치라 할 수 있다(F. Luthans, Luthans, & Luthans, 2004). 

긍정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이란 긍정심리학에서 

긍정적 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긍정심리역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회복력(Resiliency), 

낙관주의(Optimism)라는 4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4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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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심리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통합적인 구성 

개념이다. 이 4 가지 구성요소들의 앞 글자를 따 HERO 라고 일컬으며 

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표현하였다.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인지적 동기적 과정이 향상되기 때문에, 통합된 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이 개별요인들보다 조직구성원의 성과나 직무만족을 더 잘 

예측하며, 영향력이 크다(F. Luthans et al., 2007).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 인지 자원 및 행동 과정을 동원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Stajkovic & Luthans, 1998b). 강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시작과 유지를 촉진하고, 업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Stajkovic & Luthans, 

1998a). 

희망이란 목표지향적 에너지인 기관(agency)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경로(pathways)에 기초한 긍정적인 동기적 상태라 

정의된다(Snyder, Irving, & Anderson, 1991). 희망은 다른 

긍정심리자본의 요소와 매우 유사하지만, 내적인 통제력에 초점을 맞춘 

구성원의 인지적 경로라는 측면에서 다른 요소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희망이 높은 관리자일수록 업무 수행이 높으며(Peterson & Luthans, 

2003), 희망이 높은 직원이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Adams 

et al., 2002) 등 여러 연구에서 희망의 긍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즉, 

희망찬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는 동기가 더 높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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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주의란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귀인을 찾는 

방식을 의미한다. Seligman (2004)은 낙관주의를 개인이 좋고 나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 중 ‘영속성’과 ‘침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낙관주의자는 부정주의자와 달리 나쁜 사건에 대해서 단지 

일시적, 외부적이라 생각하고, 그 사건에 한정적이고 구체적 속성을 

부여한다. 좋은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재능이 있다”와 같이 

개인적이고 영원한 귀인을 부여하며 낙관적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다. 

낙관주의는 가치 있는 목표들을 추구할 때 형성되고 동기부여 되며 

발전된다. 또한, 낙관주의는 이직 의도를 낮추고 생산성과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K. 

W. Luthans, Lebsack, and Lebsack (200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낙관성이 업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회복력이란 역경과 갈등, 실패 혹은 긍정적인 사건과 증가된 

책임감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F. Luthans, 

2002). 이는 도전과 좌절에 직면한 이후에 반응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경험과 외부환경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F. Luthans, Vogelgesang, & Lester, 

2006). 

긍정심리자본은 5 가지 속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이순늠과 

김정아, 2017).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상태적인 특징(state-lik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조직적 개입에 의해 

변화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F. Luthans et al., 2004). Seligman 

(2004)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긍정심리자본이 개발될 수 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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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성취할 목표, 리더의 동기부여, 지원적 조직 환경이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으로 작용되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긍정적 인지이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은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된다. 

넷째,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구성된 하나의 복합적인 심리역량이다. 다섯째,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업무수행 향상, 고객서비스 향상, 재직의도 

증가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다(F. Luthans et al., 2004).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심리적 웰빙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태도, 바람직한 조직구성원의 행동(citizenship), 성과평가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부정적 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탈)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Avey, Reichard, Luthans, & Mhatre, 2011).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은 경영학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재는 

심리학, 교육학, 관광학, 체육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간호학에서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2000 년대 초반부터 

시작 되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이 환자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재직의도와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고 하며 간호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K. W. Luthans & Jensen, 200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를 증가시키고, 높은 직무열의는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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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고 하였다(Karatepe & Avci, 2017). 또한 신규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정서적 소진을 감소시켜 직무에 대한 만족과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schinger & Fida, 2014). 

국내 간호학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간호사의 직무열의, 직무만족,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팀워크역량, 조직효과성, 

간호업무성과, 조직몰입 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강정미와 권정옥, 

2017; 김수영, 2019; 양승경과 정은, 2017; 양희모, 2018; 이승희 등, 

2016; 정미라와 정은, 2018).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조사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특히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영역 중 회복력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 시 긍정적 힘인 회복력으로 이겨냄으로써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직무열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강정미와 권정옥, 2017). 

마찬가지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양승경과 정은, 2017).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는 긍정 정서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직의도가 

낮으며(김진, 2016; 정미라와 정은, 2018), 간호업무성과가 높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양희모,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유의미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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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스트레스 상태의 정신간호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영, 2019).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치료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공감 능력이 높고, 스트레스의 대처방식 중 합리적 

방법인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여 공감피로가 낮았다(배은녀, 2019). 

이처럼 정신간호사에게 긍정심리자본은 타 분야의 임상간호사보다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일관되지 

않았는데, 이는 병원의 환경이나 상황에 기인하여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병동 

간호사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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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투쟁한 결과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며, 1990 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Tedeschi & Calhoun, 1996).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체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상의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의 지각과 반응, 보고에 더 큰 비중을 둔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전쟁, 재난, 테러, 사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러한 개인적 

사건에는 암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재정적 파산과 

같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선 사건들이 모두 

포함된다(Tedeschi & Calhoun, 2004).  

한편 정신간호사는 정신과적 증상으로 예측 불허한 행동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자들을 간호하며 일상적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선 

외상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정신과 병동 근무자의 24~80%가 

환자로부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등을 포함한 폭력을 

경험하였고(d'Ettorre & Pellicani, 2017), 윤유경 (2010)은 

정신간호사의 98.9%가 폭력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신간호사가 

경험한 환자의 공격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이정섭 (2010)은 

공격행동을 신체적 행동, 언어적 행동, 기물파손, 위협의 4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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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었다. 이러한 공격 행동에 따라 정신간호사는 환자를 피하거나 

경계하는 것과 같은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 저하 및 의욕상실, 환자에 대한 

이해, 공격 행동에 대한 주의력 강화 등을 경험하였다. 

외상 후 성장에서의 성장은 단순히 외상 이전의 개인의 적응 

수준, 심리적 기능 수준, 삶의 자각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말한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은 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Lindstrom, Cann, Calhoun, and Tedeschi (2013)은 외상 후 

성장 모델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외상 사건은 개인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개인의 가치, 삶의 목표,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핵심 

신념이 도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침습적이고 자동적인 반추를 하다가 

점차 사건의 원인, 결과, 의미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의도적인 반추로 대치하게 된다. 나아가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지혜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외상 후 성장을 통한 이점은 ‘개인적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의 3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첫째, 개인적인 변화(changed perception of self)는 

외상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며 주체적이고,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둘째, 대인관계의 변화(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with others)는 외상 후 주변사람으로부터 

친밀감, 신뢰, 연민, 동정, 고마움 등을 느끼며 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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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관계가 깊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외상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전보다 자기 노출이 증가하게 되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인생관의 변화(changed 

philosophy of life)는 외상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하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깨닫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믿음이 

증가하여 통제감, 친밀감,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증가될 수 있다. 

 외상 후 성장은 심리학에서 시작되어 체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연구되었고, 최근 간호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로 암, 백혈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Hefferon, Grealy, & Mutrie, 

2009),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업무 특성상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큰 간호사는 

외상 사건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시절에 

외상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력과 감성지능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어 졸업 후 임상에서 역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원이 된다고 

하였다(Li, Cao, Cao, & Liu, 2015). 실제 국내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이 외상 경험에 대해 투쟁한 결과 성장으로 

나아갔으며(박정원, 2016), 김미자 (2018)는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정도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져 간호사로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상 후 성장 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에도 61.2%가 



 

 

 

 

 

 17 

외상을 경험하였고, 종교가 있고 임상 실습에 만족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았다(성경미, 박순아, 

오은진, 이승민과 이세영, 2018). 

  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Taubman–Ben-Ari and 

Weintroub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소아병동의 간호사는 악성 질병을 

겪는 환아들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의사에 비해 많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할수록 소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Taku, 

2014). 한경아 (2016)는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사가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 반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직장 내의 지지가 중요하다 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숙, 권문경과 김연정 (2018)의 조사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초점을 변경하는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이 

외상 후 성장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개인적 요소인 임상경력, 

직위도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의도적 반추와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여현주, 2016). 즉, 정신간호사가 

외상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자각하며 의도적 반추를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고 외상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탄력성이 높고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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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 정신간호사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Itzhaki et al., 2015).  

 이처럼 환자의 죽음, 폭언 및 폭력 등 업무에서 다양한 외상을 

경험하는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양적 및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만족, 직무열의와 같이 외상 후 성장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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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열의(Work Engagement)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소진(burnou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활력, 열정과 헌신, 몰입을 특징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정신상태이다(W. B. Schaufeli et al., 2002).  

직무열의는 세가지 구성 개념을 갖는다(W. B. Schaufeli & 

Bakker, 2004; W. B. Schaufeli et al., 2002). 활력(vigor)은 업무 중 

높은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 업무에 노력을 기울일 의지와 끈기를 

의미한다. 헌신(dedication)은 일에 대한 중요성, 열정, 영감, 자부심 및 

도전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 몰두(absorption)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깊이 빠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일과 자신을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열의는 특정 대상, 사건, 개인, 

행동에 중점을 두는 순간적인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상태이다. 특히 활력과 헌신은 각각 소진의 하위 

구성요소인 정서적 소진(exhaustion)과 냉소(cynicism)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활력-정서적 소진의 연속체는 ‘에너지(energy)’영역과 

관련되고, 헌신-냉소의 연속체는 ‘인지(identification)’영역과 

관련된다(González-Romá, Schaufeli, Bakker, & Lloret, 2006). 또한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그들이 좋아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내적 

욕구에 의해 일하기 때문에 직무열의는 일과 관련된 강박적 개념인 일 

중독(workaholic)과는 구분된다. 

직무열의는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자존감, 회복력과 같은 

개인적 자원에 의해서도 예측될 수 있다. Xanthopoulou, Bak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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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routi, and Schaufeli (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자존감, 

낙관주의와 직무열의 간의 상호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율성, 업무 

피드백 등의 업무 특성을 의미하는 업무 자원과 개인적 자원은 

직무열의에 기여하고 업무 자원과 개인적 자원 간에도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개인적 자원이 업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회복력, 

자기효능감, 낙관주의가 직무열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Mache et al., 2014).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희망과 회복력이 직무열의와의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Othman & 

Nasurdin, 2011). 

한편 직무열의는 업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직무열의가 높은 조직 구성원은 행복감, 즐거움, 열정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며, 그들의 개인적, 업무적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자신의 직무열의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한다(Bakker, Schaufeli, Leiter, & Taris, 2008). 또한 직무열의는 

개인이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지속성과 관련 있어 그들의 일에 더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Rich et al., 

2010). 다양한 직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Bakker, Demerouti, and 

Lieke (2012)의 조사연구에도 직무열의가 높은 직원은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높은 업무 성과를 보이고 이는 직원의 성실함과 관련된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무열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aks, 2006).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조직심리학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었고, 간호학에서도 2000 년대 중반부터 연구되고 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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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연구에서는 직무열의를 상반되는 개념인 소진과 함께 조사하고 

이들의 조직 성과에 대한 매개 효과를 설명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조사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인식 변화(Leiter & Maslach, 

2003), 간호사의 에너지 수준과 신체적·정신적 건강(Laschinger & 

Finegan, 2005), 환자 위해 사건(Laschinger & Leiter, 2006), 조직 

몰입(Cho, Laschinger, & Wong, 2006), 환자중심간호(Abdelhadi & 

Drach‐Zahavy, 2012), 간호실무환경, 업무성과, 간호의 질(Van 

Bogaert et al., 2014)등을 결과 변수로 검증하였다. 정신보건인력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는 직무열의 중 헌신의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무 환경이 직무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과 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몰입을 통해 업무 성과와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Van Bogaert, Clarke, Willems, & Mondelaers,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무열의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며,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직무열의와 환자 

간호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impson, 

2009). 

국내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직무열의는 

회복력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문인오, 박숙경과 정정미, 

2013),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웰빙은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강정미와 권정옥, 2017). 또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규범, 신뢰, 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은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를 매개로 

하여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검증되었다(고미순 등, 

2017).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임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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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일하는 즐거움, 윤리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덕적 민감성,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손진희, 2019). 

특히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정신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을 경험할 때 자신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여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는 내면 행위가 직무열의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밝히며, 감정노동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노동이 

정신간호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소희와 장금성, 

2016).  

직무열의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직무열의는 

환자간호 및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국내의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특히 개인적 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이나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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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Fredrickson의 긍정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Fredrickson (1998)은 긍정 정서가 사람들의 순간적인 사고 및 

행동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개인적 자원을 구축하게 하는 효과를 

확인하여 ‘긍정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즐거움은 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한계를 

뛰어 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흥미는 탐색하는 충동을 일으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확장시킨다. 

만족은 자신의 삶을 향유하게 하고, 자신과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통합시키게 한다. 자부심은 성취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미래에 

더 큰 성취를 이루고자하는 욕구를 일으킨다. 이렇게 확장된 행동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지적 자원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자기 통찰을 

하게하고 세계관을 변화시켜, 개인을 더욱더 창의적이고 지식이 

풍부하며 회복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건강하고 친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즉, 즐거움, 흥미, 만족 등의 긍정 정서는 놀고, 탐색하고, 

향유하는 행동을 유발하여 습관적인 사고 및 행동 방식을 넓히고 이는 

지속적인 개인적 자원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한다(Fredrick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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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상 

사건이나 역경 그 자체 내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음으로써 긍정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Folkman & Moskowitz, 2000; Fredrickson, 2000; 

Fredrickson & Joiner, 2002).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것은 긍정 정서를 

유발하고, 긍정 정서는 사고를 확장시켜 긍정적 의미를 찾게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둘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Fredrickson, 

2000).  

Figure 1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 정서는 관심과 사고를 

넓히고 심리적 회복력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개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더 큰 웰빙을 통해 인간 번영을 촉진하며 

상승 나선을 유발한다(Fredrickson, 2004). 긍정 정서는 즐거운 그 

순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이는 

또다시 미래의 긍정 정서를 유발한다(Fredrickson & Joiner, 2002). 이 

이론을 통해 Fredrickson 은 심리적 성장을 이루고 심리적, 신체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긍정 정서를 함양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Fredrickson, 1998, 2000, 2001, 2004; Fredrickson & 

Joiner, 2002).  

Figure 1. The Broaden-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dapted from Cohn and Fredrickson (2009)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Model-of-the-broaden-and-build-theory-of-positive-emotions-Reprinted-with-permission-of_fig1_321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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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개념적 기틀 

 

 

Fredrickson 의 긍정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에 의하면, 긍정 

정서는 관심과 사고를 넓히고 심리적 회복력을 불러일으키며, 

결과적으로 개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더 큰 웰빙을 

통해 인간 번영을 촉진하며 상승 나선을 유발한다(Fredrickson, 2004). 

또한 개인은 역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음으로써 긍정 정서를 경험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Folkman & 

Moskowitz, 2000; Fredrickson, 2000; Fredrickson & Joiner, 2002). 

따라서, 정신간호사가 근무 중의 외상 경험을 통해 긍정적 의미를 찾고 

성장하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면,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개인적 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하고, 나아가 직무에 대한 긍정적 

마음가짐인 직무열의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자원인 

Figure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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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열의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는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Karatepe & Avci, 2017; Paek, Schuckert, 

Kim, & Lee, 2015; Sweetman & Luthans, 2010).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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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소재의 3 차병원 규모의 대학병원 

3 개, 2 차병원 규모의 국립정신병원 1 개의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간호사이다. 각 병원의 간호부서장과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구한 후 연구 목적과 취지,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설명문과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이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 대형병원 및 정신전문병원 등의 정신과 병동에서 1 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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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무경험이 있고, 

2)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의 임상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 정신과 근무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외상 경험이 1 회 이상 

있는 정신간호사 중, 

4)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자이다.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2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유의수준 .05,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신소희와 장금성 (2016)의 

연구에 따라 중간 효과 크기(f2) .15, 검정력(1-β) .80, 독립변수 

10 개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표본 수는 118 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의뢰한 9 개의 병원 중 

4 개 병원에서 허가를 받아 총 91 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 년 7 월 6 일부터 8 월 18 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자가 기관을 통해 정신간호사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전달하여 이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 정신간호사는 온라인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91 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설문 응답을 

중도에 포기한 8 명을 제외한 83 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83 명의 대상자, 유의도(α) .05, 검정력(1-β) .80, 다중회귀분석에 

최종적으로 투입한 독립변수 10 개로 power analysis 를 수행한 결과, 

효과크기(f2)는 .22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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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3.1. 외상 경험 

 

The Overt Aggression Scale 은 Yudofsky, Silver, Jackson, 

Endicott, and Williams (1986)이 정신과 환자의 언어적, 육체적 

공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고 Kay, Wolkenfeld, and 

Murrill (1988)이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김상원과 이귀행 (1992)이 

국문으로 번안하였다. 이 도구의 총 27 문항 중 여현주 (2016)의 

연구에서 치료자가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의 공격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치료적 개입을 제외하여 수정한 16 문항의 공격행동 유형을 통해 

대상자의 외상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 

정신과 병동 임상실무 중의 외상 경험 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송승훈 

등 (2009)이 제시한 외상경험스케쥴(Traumatic Experience Schedule 

for Korean; TESK) 중 외상사건 12목록을 제외하고, 외상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1 개 항목과 외상 경험의 심각도, 부정적 감정유무, 

외상 후 경과한 시간, 외상 후 긍정적 변화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의 

4 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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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긍정심리자본 

 

F. Luthans et al. (2007)이 제조업자와 보험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는 최용득 (2009)이 번안하여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이병엽과 정향미, 

2019). 이 도구는 긍정심리자본의 4 가지 하위 요인에 따라 자기효능감 

6 문항, 희망 6 문항, 회복력 6 문항, 낙관주의 6 문항의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 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 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 개의 문항의 

총합을 평균하여 긍정심리역량을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4 문항 중 부정형 문장으로 

작성된 3, 8, 19 번은 역환산 하였고, 총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7 이었다. 

 

 

3.3. 외상 후 성장 

 

Tedeschi and Calhoun (199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송승훈 등 (2009)이 번안하고 대학생, 일반인, PTSD환자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K-PTGI)를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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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인식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인 변화의 4가지 하위 영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경험하지 못하였다’의 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의 5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였다. 

 

 

3.4. 직무열의 

 

 W. B. Schaufeli et al. (2006)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Kim et al. (2017)이 번역하고 사무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the Korean Version 9-Item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9 item UWES-K)를 저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활력, 헌신, 몰두의 3 가지 하위 

영역의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직무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한번도 없음’의 0 점에서 ‘항상 

느낌’의 6 점까지 7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9 개의 문항의 총합을 

평균하여 직무열의를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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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서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변수들간의 관계성 제시를 위한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였다.  

 

셋째, 직무열의에 대한 영향 요인은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선행연구에서 직무열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인구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을 1 단계에 

투입하였고, 2 단계에는 주요 변수인 긍정심리자본과 외상 후 

성장을 투입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도는 .05 로 설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002/001-

013)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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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특성상 서면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동의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단 가능성 등의 설명이 포함된 설문지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를 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수집하고, 

정보처리 시 일련번호로 코드화 하였다. 단, 피험자의 사례 보상을 위한 

연락처는 설문지와 별도의 양식에 수집하여 설문지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상 제공 후 즉시 폐기하였다. 설문지 

정보는 온라인상 연구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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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59±9.70 세였고, 여자가 

90.4%(75명)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2.7%(52명)였고, 종교가 있는 

자가 53.0%(44명)였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이 51.8%(43명)였고, 

2 차병원에 근무하는 자가 61.5%(51 명)였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66.3%(55 명)이었고, 교대근무자가 71.4%(60 명)이었다. 총 간호사 

경력은 평균 16.8±10.1 년이었고, 정신과 경력은 12.9±10.0 년이었다. 

현재 근무지에 대해 59.0%(49 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자의로 

정신과 근무를 선택한 사람은 75.9%(63 명)였다. 간호사로서의 월 

소득은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인 집단이 48.2%(40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9%(34 명)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만족한다 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8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 ± SD 

(Min-Max) 

Age (year)  
40.59 ± 9.70 

(26 – 58) 

Gender 
Male 8 (9.6) 

 
Female 75 (90.4) 

Marital Status 
Unmarried 31 (37.3) 

 
Married 52 (62.7) 

Religion Yes 4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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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9 (47.0) 

Level of education 

Junior college 10 (12.1) 

 Bachelor’s degree 43 (51.8) 

Master’s degree or higher 30 (36.1) 

Type of hospital 
Certified tertiary hospital 32 (38.5) 

 
Secondary hospital 51 (61.5) 

Number of  

co-workers 
 

11.45 ± 5.4 

(1 – 30)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55 (66.3) 

 Charge nurse 17 (20.5) 

≥Head nurse 11 (13.2) 

Working-style 
Shift 60 (71.4) 

 
Non-shift 24 (28.6) 

Years in nursing  
16.8 ± 10.1 

(3.17 – 35.25) 

Years working in 

current ward 
 

12.9 ± 10.0 

(1.0 – 32.75) 

Satisfaction with 

current ward 

Dissatisfied 4 (4.8) 

 
Neutral 30 (36.1) 

Satisfied 43 (51.8) 

Very satisfied 6 (7.2) 

Intention to work as 

psychiatric nurse 

Voluntarily 63 (75.9) 
 

Involuntarily 20 (24.1) 

Incom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6 (7.2) 

 

Dissatisfied 13 (15.7) 

Neutral 30 (36.1) 

Satisfied 30 (36.1) 

Very satisfied 4 (4.8) 

Salary  

(10,000won/m) 

< 300 20 (24.1) 

 
300 – 400 40 (48.2) 

400 – 500 17 (20.5) 

> 500 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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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 경험 특성 

 

 대상자가 정신과 병동에서의 임상 실무 동안 경험한 외상 경험 

중 극심하고 충격적이며 강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공격 행동 및 외상 유형의 빈도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외상 경험에 

대한 응답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으며, 95.2%(79 명)의 대상자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환자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격 행동(자해, 자살), 사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 행동, 간호사를 포함한 타인을 향한 공격 행동의 

순서로 많이 경험하였다. 

Table 2. Trauma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N=83)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 외상 경험에 대해 대상자가 인식한 

외상의 심각도는 1-10점 중 평균 6.8±2.2점이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 

81.9%(68 명)가 공포, 무력감, 전율, 긴장 등의 고조된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상 사건은 연구 시점으로부터 평균 6.4±7.1 년 전에 

발생했으며, 대상자들은 사건을 경험한 후 평균 2.8±6.4 년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ategory N (%) 

Verbal Aggression 79 (95.2) 

Autoaggression (Self-harm, Suicide) 77 (92.8) 

Aggression Against Property 76 (91.6) 

Physical Aggression (toward others, including nurses) 75 (90.4) 

*Multiple responses we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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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수준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와 각 하위 

영역의 평균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Table 3. Level of Psychological Capital, Post-Traumatic Growth, Work 

Engagement (N=83) 

Variables Mean ± SD Possible Range 

Psychological capital 4.28 ± 0.53 

1 - 6 

  Self-efficacy 4.26 ± 0.64 

  Hope 4.34 ± 0.60 

 Resilience 4.22 ± 0.60 

  Optimism 4.30 ± 0.61 

Post-traumatic growth 2.87 ± 0.87 

0 - 5 

 Changed perception of self 3.05 ± 0.90 

 Relating to others 2.98 ± 0.95 

 New possibilities 2.85 ± 1.07 

 Spiritual change 2.05 ± 1.40 

Work Engagement 3.54 ± 0.98 

0 - 6 
  Vigor 3.27 ± 1.02 

  Dedication 3.82 ± 1.01 

  Absorption 3.53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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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 상관관계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열의는 긍정심리자본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r=.657, 

p<.01)를 나타냈고, 외상 후 성장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335, p<.01)를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과 외상 후 성장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378, p<.01)를 나타내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N=83) 

 

 

5.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열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의 1 단계 

모형에는 성별, 학력, 근무지 규모, 직위, 근무형태, 외상 경험 

경과시간을, 2 단계 모형에는 긍정심리자본과 외상 후 성장을 투입하였다. 

최종 모형인 모형 2 에서의 공차(Tolerance)는 .238~.833 로 모두 

 1 2 3 

1. Psychological Capital 1   

2. Post-traumatic Growth .378** 1  

3. Work Engagement .657** .335** 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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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200~4.199 로 10 미만이었으며 

Durbin-Watson 은 2.4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및 외상 경험 특성만이 포함된 

모형 1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근무(p=.014), 책임간호사 직위(p=.028)가 

직무열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2 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직무열의가 높았고, 

책임간호사는 수간호사 이상의 직위보다 직무열의가 높았다. 통제변수가 

직무열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8.9%로 나타났다(F=3.754, p<.001).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 2 에서 성별, 학력, 근무지 규모, 직위, 

근무형태, 외상 후 경과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긍정심리자본(β=.594, 

p=.000)은 직무열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F=10.191, p<.000). 

또한, 성별(β=-.189, p=.026), 책임간호사 직위(β=.380, p=.002), 

일반간호사 직위(β=.352, p=.027)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이는 

남성 간호사들과 수간호사 이상 직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직무열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상 후 성장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근무지 

규모도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 의 

설명력은 58.9%(p<.000)로 모형 1 보다 29. 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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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Predicting Work 

Engagement (N=83) 

Variable Category 

Model 1 Model 2 

b SE β p b SE β p 

(Constant) 3.045 .378  .000*** -2.033 .764  .010** 

Sex Male -.252 .347 -.076 .470 -.624 .274 -.189 .026* 

Education 
≥Master’s 

Degree 
        

 
Bachelor’s 

degree 
-.303 .261 -.156 .250 -.270 .202 -.138 .187 

 
Junior 

College 
-.574 .368 -.192 .123 -.167 .294 -.056 .572 

Type of 

Hospital 

Secondary 

hospital 
        

 
Tertiary 

Hospital 
.520 .206 .260 .014* .237 .166 .199 .159 

Clinical 

Position 

Head Nurse 

(≥Manager) 
        

 
Charge 

Nurse 
.846 .368 .351 .028* .915 .285 .380 .002*** 

 Staff Nurse .614 .412 .299 .140 .724 .320 .352 .027
*
 

Work 

style 
Non-shift         

 Shift Work -.308 .329 -.144 .353 -.007 .259 -.003 .979 

Time since traumatic event 

(month) 
.002 .001 .208 .105 .001 .001 .108 .286 

Psychological Capital     1.089 .166 .594 .000*** 

Post-Traumatic Growth     .098 .099 .087 .323 
*p<.05, **p<.01, ***p<.001 

Model summary: R2=.289, adj. R2 =.212, F=3.754, p<.001***(Model 1); R2=.589, adj. R2=.528, F=10.191, 

p<.000***, ∆ R2=.297, p<.000*** (Model 2).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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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신간호사는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외상을 받을 위험이 크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정신과 병동에서의 임상실무 중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의 공격행동 

유형을 언어적 공격, 사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 환자 자신을 대상으로한 

공격,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총 4 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각 유형의 공격행동을 모두 90%이상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한 윤유경 (2010)의 

연구에서도 정신간호사는 신체적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모두 90%이상 

경험하였고, 신체적 폭력을 76.1%가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이러한 업무 중 외상을 경험한 후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중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인 Itzhaki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77%의 간호사가 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외상 후 성장이 정신간호사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신간호사가 업무 중 

외상에 대처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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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신과 병동에서의 임상 실무 중 경험한 

외상 중 가장 큰 위기라 인식한 사건에 대한 심각도는 0-10 점 중 평균 

6.8±2.2 점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선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지만(Tedeschi & 

Calhoun, 2004), 외상 후 성장을 유발하는 유의한 외상의 심각도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해당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1-6 중 평균 

4.28±0.5 이었다. 이는 역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승미, 

이명하와 김지영 (2020)에서 보고한 3.92±0.60 와 김진희 (2019)의 

연구에서 보고한 3.99±0.68 와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장유민 

(2018)에서의 3.72±0.67, 지역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차기정 (2017)에서의 3.20±0.46 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2 차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다른 두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의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및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가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또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치료적도구로 

사용되는 정신간호사의 특성이 반영되어 다른 임상 영역의 간호사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동시에 조사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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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은 0-5 중 평균 

2.87±0.87 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결과인 2.66±0.90(김혜숙, 

김은숙과 유영희, 2020),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결과인 

2.79±0.68(연화영, 2020), 중환자실 간호사의 결과인 

2.59±0.80(백연주, 2020)과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간호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외상 경험을 

겪기도 하지만, 이러한 외상 경험에 투쟁한 결과 다른 간호사들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상 후 성장의 하위영역별로 자기인식의 변화(3.05±0.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깊이의 변화(2.98±0.95),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2.85±1.07), 영적 종교적 관심의 

증가(2.05±1.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여현주 (2016)와 대학병원, 2 차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숙 등 (2018)의 결과와도 동일한 순서이다.  

직무열의는 0-6 중 평균 3.54±0.98 이었다. 직무열의는 

UWES 도구의 매뉴얼에 제시된 cut-off 점수에 따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5 단계로 나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정신간호사들의 평균 점수는 ‘보통’ 수준이며 본 연구 대상자의 

22.9%(19 명)가 직무열의가 ‘높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W. 

Schaufeli, 2011). 또한, 본 연구에서의 직무열의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진화, 이은경과 김선희 (2018)의 연구에서의 결과인 

3.08±0.98 과 유사했지만, 미국의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iller, 

Dolansky, Clavelle, and Fitzpatrick (2016)에서의 4.4±1.2, 이집트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hazawy, Mahfouz, Mohammed, and Refaei 



 

 

 

 

 

 44 

(2019)에서의 결과인 4.4±1.3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직무열의에 관한 

많은 국내연구가 본 연구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고, 특히 

정신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어 정확한 비교와 해석은 

어렵지만 국외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국외의 간호사들보다 국내 

간호사들의 직무열의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헌신(3.82±1.01)이 가장 높았고, 

몰두(3.53±1.15), 활력(3.27±1.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신소희와 장금성 (2016), 중소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정미와 권정옥 (2017)의 연구와 같은 순서였다. 

국외연구에서도 헌신이 가장 높은 하위영역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연구에서는 활력이 몰두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Ghazawy et al., 2019; Nishi et al., 2016; Siller et al., 2016; 

Wang, Liu, Zou, Hao, & Wu, 2017). 직무열의는 직업 특성에 따라 

특징적인 점수 분포를 나타내는데(W. Schaufeli, 2011), 3 가지 하위 

영역 중 ‘헌신’이 가장 높은 것은 평소 환자중심 간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 가지 영역 중 

‘활력’이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할 때는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최종 회귀모형에서 성별, 직위,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상자의 다른 인구사회학적 및 

직무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 간호사들, 수간호사 이상 직위의 

직무열의가 낮고, 긍정심리자본이 낮은 간호사일수록 직무열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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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마다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의 경우 간호사라는 

직업특성상 남성 간호사들의 수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 간호사를 대상자에 많이 포함시켜 성별 비중이 비교적 

균등한 상태에서 직무열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위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나타났는데, 수간호사 이상 직위의 직무열의가 책임간호사, 

일반간호사보다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문인오 등 

(2013)의 연구에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다고 하며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일반간호사만으로 한정하여 직무열의를 

조사하였는데, 일반간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간호사 

이상의 직위도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에 포함시켜 직무열의를 조사하고 

그들의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정미와 권정옥 (2017),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aek et al. 

(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무직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열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결국 업무수행까지 높인다는 

Alessandri, Consiglio, Luthans, and Borgogni (2018)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상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킨다면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국외에서 진행된 바 있다. 



 

 

 

 

 

 46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Lupșa, Vîrga, Maricuțoiu, and Rusu (2020)가 수행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는 

긍정심리자본중재(Psycap intervention; PCI), 직무요구-자원 중재(Job 

demands-resources Intervention), 긍정심리중재(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Stress 

management programs)과 그 외의 중재로 총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결과 변수로 가장 많이 측정된 것은 직무열의라고 

보고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5 가지 중재 유형 중 PCI, 긍정심리중재,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었고 다른 2 가지 중재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5 가지 중재 간의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ostantini et al. (2017)의 연구에서 

적용된 FAMILY(Framing, Attitudes, Meaningfulness, Identity, 

Leading self, Yolked together)프로그램은 공공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열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다른 긍정심리자본 중재인 F. 

Luthans, Avey, Avolio, Norman, and Combs (2006)의 PCI 는 

참가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업무성과를 

높여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이 효과는 반복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F. Luthans, Avey, et al., 2006; F. 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금융서비스직원을 대상으로 PCI를 적용한 Hodges 

(2010)의 연구에서도 중재 후 긍정심리자본, 직무열의, 업무성과가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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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로 

부정적인 속성이나 문제가 아닌 긍정성에 주목하는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 활동을 신규간호사에게 적용하거나(김현주, 

2018),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강점 코칭 프로그램을 수간호사에게 

적용하는 중재 연구가 시행되었지만(이란, 2019), 두 연구 모두에서 

중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김현주 (2018)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조직에 

발생하는 외부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점과 교육시간이 짧아 

프로그램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란 

(2019)의 연구에서는 목적에 따라 코칭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대상자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이 중재는 직무열의를 향상시켜 

나아가 조직관리차원에서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과 직무열의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했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외상 후 성장이 직무열의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Nishi et 

al. (2016)의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않는다. Nishi et al. (2016)의 연구는 

2011 년도에 발생한 일본대지진 당시의 재난 의료지원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대지진이라는 구체적이고 동일한 재난 경험에 대한 외상 후 

성장을 조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사가 정신과 근무를 

하는 동안 경험한 산발적이고 서로 다른 시기의 외상 경험에 대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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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성장을 조사하여 Nishi et al. (2016)에서의 정의하는 외상 경험과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성장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났지만,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간호사는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업무 

중 외상 경험이 빈번하여 이들이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Lindstrom et al. (2013)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해 핵심 신념이 도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침습적 반추를 하다가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정신적 고통 

완화를 통해 점차 의도적 반추로 대치하게 되며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현주(2016)의 연구에서도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으로 고통 지각, 강인성, 자기 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를 보고하였고, 그중 의도적 반추가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 

이는 정신간호사가 외상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자기 노출을 하고,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외상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즉,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는 정신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외상에 대해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미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부 병원에 소속된 정신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정신간호사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규모의 병원을 포함하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49 

연구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시행되어 대상자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편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응답자의 

자기선택성향과 중도탈락으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연구로 특정한 한 시점에 

변수들을 동시에 측정한 연구이기에 주요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정신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긍정심리자본, 직무열의 도구는 일반 사무직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모두 정신간호사의 직무내용 및 근무환경과는 상이하고, 외상 후 성장을 

유의하게 일으키는 외상의 심각도 등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의도, 소진 등의 부정적 속성에 초점을 

둔 기존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두어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를 파악함으로써 정신간호사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간호직무를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하여 잠대력을 극대화시키고 정신간호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정신간호사의 긍정성을 향상시킨다면 정신간호사의 이직율을 

낮추고, 환자간호에 영향을 미쳐 정신간호사가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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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및 경기 소재의 3 차병원 규모의 3 개 

대학병원, 2 차병원 규모의 1 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정신보건 분야에서 1 년 이상의 

임상실무경험이 있고, 정신과 근무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외상 

경험이 1 회 이상이 있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83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열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정신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은 직무열의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외상 후 성장은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은 성별, 학력, 근무지 규모, 직위, 

근무형태, 외상 후 경과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열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직무열의와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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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를 전국의 정신간호사로 확대하여 추후 연구 및 

반복연구 시행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한다. 

둘째, 질적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심리자본, 외상 후 

성장,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정신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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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c nurses are at high risk of experiencing trauma from their work with 

patients and guardia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focusing on positive 

attributes such as positive experiences, growth related to work, and work 

engag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post-traumatic growth, and work engagement,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work engagement of psychiatric nurses.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ing an online survey of 

psychiatric nurses who are working as clinical nurses in psychiatric war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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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worked in psychiatry for more than 1 year, and who have had at least one 

traumatic experience from patients and guardians while working in psychiatry. 

Baseline data from 83 registered nurses in South Kore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of 

psychiatric nurses and their work engagement, controlling for factors such a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type of hospital, clinical position, working style, 

and time since traumatic event. The correlation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work engagement of psychiatric nurses was only significant when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was not controlled. 

Therefore, improv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psychiatric nurses is an 

effective method of increasing their work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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