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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모형검증 연구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5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총 임상 경력 1년 이하 신규간호사 211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6.0 program과 AMOS 26.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χ2=203.78(p<.001), df=106, χ2/df=1.92, RMR=0.02, SRMR=0.06, RMSEA=0.07, TLI=0.91, CFI=

0.94, AGFI=0.85(GFI=0.91)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 검증결과,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희망, 외상 후 성장이었고 총 효과에서는 신규간호사의 희망이 높고, 외상 후 성장과 직무 

성취감이 높을 때 극복력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접적으로는 신규간호사가 대처를 잘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고, 외상 후 성장

이 높아지면 극복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높은 사회적 지지와 희망, 낮은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성취감을 높이고, 직무 성취

감이 높을 때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며, 외상 후 성장이 높을 때 극복력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 직무 스트레스, 직무 성취감, 외상 후 성장의 극복력에 대한 설명력은 61.7%이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and to construct a structural model for resilience of new 

graduate nurses. The model was based on the Polk’s middle-range theory of resilience and literature review.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perceived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coping, hope, job-stress, job 

achievement, post-traumatic growth and resilience. Participants were 211 new graduate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6.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26.0 program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Hope, 

post-traumatic growth and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resilience. But, Social support had no significant total effect 

on resilience. Job achievement had significant indirect and total effect on resilience. Coping had on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resilience. Job-stress had on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job achievement. but, Perceived health status was not significant at all. These 

variables explained 61.7% of total variance of resilience in new graduate nurses. Conclusion: Strategies for improving hope, 

post-traumatic growth and job achievement will be helpful for enhancing resilience of new graduate nurses.

Keywords: Nurses, Resilience (psychological), Hope, Posttraumatic growth, Job satisfaction

Ⓒ 2021 b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병원간호사회[1]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종합병원 

기준 13.9%이며 그 중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률은 42.7%로 나타나 근무경력 1년 이하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전체 간호사 이

직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인력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며, 특히 중 ‧ 소 병원 등

은 간호사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1]. 높은 이직률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일 뿐 아니

라[2] 조직 차원에서는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한 공실과 관련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다[3]. 신규간호사의 이직 방지 대책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 열악한 근무조건과 직무환경의 개선 등이 거론되는데 최근 대한간호협회[4]에서는 ‘신규간

호사 취업 확대와 재직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목표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병원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을 비롯한 환자 및 보호자의 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업무와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와 기대행위 간의 불일치로 무력감과 비효과성의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실충격(Reality Shock)이라고 한다[5]. 현실충격은 신규간호사에게 나타나는 전혀 예기치 않고 원

하지 않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반응으로, 심한 경우 과도한 불안과 공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부와 퇴화, 적대감과 분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과 실제의 가치의 차이로 개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

도의 심각한 반응이다[5]. 이러한 현실충격은 적응과정 이전에 나타나는데[5],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신규간호사의 현실충격

을 완화시켜 간호업무에 적응하게끔 하고 처해진 상황에 대처하는데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하겠다.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개인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복력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실제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극복력은 직무스트레스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극복력은 ‘변화나 역경에 대하여 의연

하게 적응하는 능력 또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7]. 간호학에서 관심받기 시작한 계기는 간호업무 과정에서 직

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집단과 극복하여 전문직으로 발전한 집단과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이다[8]. 

극복력은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신규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극복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소진은 낮아지고, 조직사회화가 높아진다

고 하였는데[9,10],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극복력은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에 중요한 역량임이 틀림없다.

한편 극복력과 관련이 있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중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미비한 상태이거나 거의 없는 실정이

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 희망, 직무 스트레스, 외상 후 성장이 극복력과 상관성이 있었고[11-13], 직

무 성취감과 극복력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으나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 of resilience)와 연구자의 임

상경험을 토대로 신규간호사 극복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통하여 신규간호사의 극복력과 상기 요인들 간의 

예측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나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론으로 이

제 새로이 임상경험을 하게 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대상자와 간호 인력관리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의 기질적, 관계적, 상황적, 철학적 측면의 내적 ‧ 외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에 근거하여 1년 이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과 극복력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 및 영향력을 포함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극

복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 간의 예측 정도를 파악한다면 신규간호사의 바람직한 업무 적응 및 상황 대처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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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모형의 개념적 기틀

극복력은 역경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능력으로,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을 통해 극복력을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기질적 패턴, 사회연결망과 신뢰 관계에 대한 관계적 패턴, 개인의 내적특성과 

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상황적 패턴, 그리고 개인의 신념과 삶의 가치를 내포하는 철학적 패턴으로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구조 모형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하여,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을 기반

으로 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토대로 4가지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변수들을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극복력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신규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신규간호사보다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15]. 극복력의 발현에 기여하는 속성으로 자기 감각을 반영하는 특성, 건

강 및 기질이 포함된다고 하였다[14]. 이 중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이 기능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자신의 잠

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기능 상태[16]라고 하였으므로, 개인의 내적 특성인 기질적 패턴의 변수로 지각된 건강상태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각된 개인적 지지 및 조직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사회적 지지는 신규간호사들이 입사 후 1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호사로 적응해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17]임이므로 

사회연결망과 신뢰 관계에 대한 관계적 패턴의 변수로는 사회적 지지를 선택하였다.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상황적 패턴의 변수로는 대처를 선택하였다. 특히 문

제 중심 대처 등의 적극적 대처는 극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발되는 대처의 

목표는 적응이라 할 수 있으며, 적응의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처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처는 신규간

호사의 극복력에 유의미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희망이 극복력과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9,20]. 희망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내적 동기에서부터 영적신념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19,21]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면의 강한 힘이므로 개인의 

신념과 삶의 가치를 내포하는 철학적 패턴의 변수로 희망을 선택하였다. 

Polk[14]는 이 4가지 패턴은 간호학에서의 동시성 패러다임 중 뉴만(Newman)의 인간-환경 상호 작용의 단일 진화 패턴과 일

관성을 보이며, 로저스(Rogers)의 인간과 환경 분야가 일체적으로 작용하는 다이나믹한 에너지 장을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Polk[14]가 말한 인간 ‧ 환경 에너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외상 후 성장, 직무 성취감, 직무 스트레스를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극복력은 외상 후 성장, 직무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11-13]. 먼저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

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규간호사가 처한 인간 ‧ 환경적 요소, 즉 직무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로 직무 스트레스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6,13] 모델에 포함시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직무 성취감과 극복력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으나, 직무에 만족하는 신규간호사가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신규간호사보다 극복

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15]. 다만 직무 만족감보다는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직무 성취감이라는 용어

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Polk[14]가 말한 극복력이 높은 사람의 특성에서도 반복하여 언급되므로 직무 성취감을 외생변수로 설정, 

구성 및 경로를 추가하였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은 직무 성취감에 영향을 주고 직무 성취감은 외상 후 

성장과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내적 능력, 즉 극복력은 개인의 타고난 자질이라기보다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22] 후천적인 요소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외부의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개발될 수 있는[23] 성장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상 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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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즉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이 외상 후 성장

에 미치고, 여기에 인간 ‧ 환경적 요소로 포함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성취감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외상 

후 성장은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관계[12,24]를 구성함으로써 모델을 확장하고 변수 간 관계의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고찰과정을 통해 신규간호사의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성취감, 외상 후 성장과 

극복력 간의 직접, 간접 효과 및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Fig. 1.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2.2 연구의 가설

2.2.1 직무 성취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① 지각된 건강상태는 직무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사회적 지지는 직무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대처는 직무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희망은 직무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외상 후 성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① 지각된 건강상태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대처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희망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직무 스트레스는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⑥ 직무 성취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극복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① 지각된 건강상태는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사회적 지지는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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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처는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희망은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직무 스트레스는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⑥ 직무 성취감은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⑦ 외상 후 성장은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관련 요인들을 종합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

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 구축 연구이다. 

2.3.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근무 기간 만 1년 이하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자 선정기준으로 신규간호사의 실무기준을 만 1년 이하로 정한 이유는 업무수행에 숙달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린다

[25]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적당한 표본수의 크기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변량 통계

분석의 경우, 권고기준은 200~400개이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211명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적절한 표본수라 할 

수 있다.

2.3.2 연구 도구 

① 극복력

본 연구에서는 Reivich와 Shatté[22]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극복력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진과 김[11]

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개 문항으로, 정서조절력 5문항, 충동통제력 3문항, 

낙관성 4문항, 원인분석력 5문항, 공감능력 4문항, 자기효능감 7문항, 적극적 도전성 6문항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과 김[11]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다.

② 외상 후 성장

본 연구에서는 송 등[27]이 국문으로 번안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정한 한국형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4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

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송 등[27]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③ 직무 성취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정[2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성취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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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각된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Speake 등[29]에 의해 개발된 Perceived Health Status(PH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의 전반적인 건

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만족도를 보는 총 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

⑤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김[30]이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김[3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상사의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97, 동료의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8이었고 상사의 사회

적 지지 Cronbach’s α=.96, 동료의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96이었다.

⑥ 대처

본 연구에서는 오와 신[31]이 대처방식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5개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중심적 대처 5문항, 사회적 지지의 추구 5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오와 신[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다.

⑦ 희망

본 연구에서는 강과 김[32]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상태희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금 현재의 희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달성 의지(Agency) 3문항, 달성 경로(Pathway) 3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Likert 8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과 김[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⑧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유[33]가 개발한 신규간호사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대인관계 7문항, 간호행위 

11문항, 역할 3문항, 환경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이다. IRB 통과 이후 연구자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

병원의 연구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낙을 얻은 뒤,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가 응답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30분이었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하여 서류봉투에 밀봉하였으며, 연구자가 이를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5천원 상당의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의 대

상자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 중 231부(회수율 92.4%)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완성도 확인과정에서 선

정기준 부적합, 부정확한 응답, 결측치 등이 있는 20부를 제외하였고, 총 211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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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No. **** 2018-09-006-007)을 받은 후 연

구 대상 병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는데,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

한 동의,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연구의 윤리인 측면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사항들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2.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위한 요인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26.0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

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를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SPSS 기술통계를 이

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검정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회귀모형 

사전 검정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3)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직 ‧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AMOS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시행하였고, 가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

용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모형의 간접 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평균 23.7세이며, 23세 이하가 59.3%, 23세 초과는 40.7%였다. 

여성이 90.0%, 남성이 10.0%로 나타났고, 총 임상 근무경력은 평균 7개월로 7~9개월이 42.2%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8.0%로 나타났다. 졸업 경로는 간호학과(4년제)가 99.1%로 나타났고 졸업 시 최종성적은 평점 3.0 이상 4.0 미만이 82.5%로 

가장 많았으며 평점 4.0 이상이 17.1%로 그 다음 순이었다. 동거 중인 가족구성원은 4명이 37.0%, 1명(독거)가 21.8%, 3명이 

15.6%, 5명이 14.7%, 2명이 8.5%, 6명 이상이 2.4%로 나타났다. 희망부서의 배치 유무는 ‘배치되었다’가 61.6%로 많았으며 근

무형태는 ‘3교대’가 93.4%로 가장 많았다.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정규성을 점검한 결

과 왜도 -0.59~0.15, 첨도 -0.62~1.88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가설검증에 앞서 다중공선성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희망’의 하위영역인 달성 의지와 달성 경로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가 0.7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러나 상관계수의 분석

만으로는 여러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여 검토한다[35]. 본 연구에서는‘극복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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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공차한계는 0.10 이상, 분산팽창지수는 10 이하로 나타났으므로 측정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가설모형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 성취감은 지각된 건강상태(r=.34, p<.001), 사회적 지지(r=.48, 

p<.001), 대처(r=.25, p<.001)와 희망(r=.54, p<.001)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r=-.22, p=.001)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

상 후 성장은 지각된 건강상태(r=.15, p=.029), 사회적 지지(r=.31, p<.001), 대처(r=.46, p<.001), 희망(r=.42, p<.001)과 직무 성

취감(r=.35, p<.001)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극복력은 지각된 건강상태(r=.29, p<.001), 사회적 지지(r=.24, p<.001), 대처

(r=.57, p=.007), 희망(r=.27, p<.001), 직무 성취감(r=.42, p<.001)과 외상 후 성장(r=.37, p<.001)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r=-.25, p<.001)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N=211)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erceived health status 3.16±0.82 1.33 5.00 1-5

Social support 3.64±0.55 1.76 5.00 1-5

Boss 3.43±0.68 1.52 5.00

Colleagues 3.85±0.58 1.64 5.00

Coping 2.78±0.47 1.30 3.90 1-4

Problem-focused coping 2.60±0.51 1.20 3.80

Pursuit of social support 2.97±0.57 1.00 4.00

Hope 4.64±0.94 1.17 6.67 0-7

Agency 4.50±1.07 0.33 7.00

Pathway 4.77±0.91 1.67 6.67

Job stress 3.20±0.48 1.00 4.72 1-5

Relationship 2.75±0.59 1.00 4.00

Nursing intervention 3.48±0.59 1.00 5.00

Role 3.07±0.75 1.00 5.00

Environment 3.35±0.80 1.00 5.00

Job achievement 3.34±0.62 1.00 5.00 1-5

Post-traumatic growth 2.65±0.79 0.35 5.00 0-5

Change in self-perception 2.66±0.84 0.33 5.00

Increased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63±0.87 0.00 5.00

Resilience 3.35±0.35 2.38 4.29 1-5

Emotional regulation 3.41±0.56 1.60 5.00

Optimism 3.51±0.50 2.25 4.75

Cause analysis 3.49±0.44 2.20 4.80

Self-efficacy 3.21±0.49 2.00 4.43

Active challenge 3.12±0.46 1.83 4.50

3.3 자료 및 모형 검토

①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측정하였

다. 본 연구의 개념은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 직무 스트레스, 직무 성취감, 외상 후 성장, 극복력 총 8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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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531.25(df=206, p<.001), χ2/df=2.579, SRMR=.13, RMSEA=.087, CFI=.818, TLI=.777

로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현저히 낮은 요인부하량과 설명

력을 나타낸 외상 후 성장의 2개 하부 요인(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과 극복력의 2개 하부 

요인(충동통제력 3문항, 공감능력 4문항)을 제거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시도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 

한 결과, χ2=365.01(df=128, p<.001), χ2/df=2.852, SRMR=.13, RMSEA=.09, CFI=.85, TLI=.80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감소

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수정 전보다 높게 나타났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0~.94로 권장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잠재변수에 비하여 측정변수가 매우 많을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남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36] 판단되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재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구성타당도 평가 기준은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 .50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50 이상,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70 이상이어야 한다[36].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지수는 극복력을 제외하고 0.524~0.870로, 개념신뢰도

는 모든 잠재변수가 0.732~0.930으로 나타나 극복력의 평균분산추출지수를 제외하고 권장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다만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지

수, 개념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측정모형이 모든 것들을 만족해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36]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구성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50 이상이면 좋은 정도, 

.70 이상이면 우수한 정도로 평가한다[36]. 본 연구에서는 19개 중 17개 측정변수가 0.615~0.963으로, 대부분 권장기준 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신뢰도가 다소 낮은 2개의 측정변수는 극복력의 하위 요인인 낙관성과 적극적 도전성으로, 

원인분석을 위하여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낙관성의 20번 문

항인 ‘나는 어려운 일은 항상 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와 적극적 도전성의 31번 문항인 ‘나는 정해진 일상적인 일들이 가장 편하

다’가 내적일관성을 저해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본 연구

의 극복력 측정도구가 이제 막 간호업무 적응과정에 놓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상기 2문항을 측정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질 가

능성을 배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극복력 측정도구의 개념신뢰도에는 문

제가 없으므로 상기 2문항은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Table 2. Factors loading and construct validity of 2nd measurement model (n=211)

Constructs FL AVE C.R. Cronbach’s α

Perceived health status 1.00 0.890

Social support 　 0.641 0.780 -

Boss 0.86 0.963

Colleagues 0.73 0.959

Coping 　 0.583 0.732 0.817

Problem-focused coping 0.87 0.761

Pursuit of social support 0.64 0.761

Hope 　 0.870 0.930 0.886

Agency 0.94 0.819

Pathway 0.92 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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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loading and construct validity of 2nd measurement model (n=211) (Continue)

Constructs FL AVE C.R. Cronbach’s α

Job stress 　 0.524 0.806 0.896

Relationship 0.58 0.724

Nursing intervention 0.50 0.893

Role 0.82 0.683

Environment 0.91 0.837

Job achievement 1.00 0.900

Post-traumatic growth 　 0.763 0.865 0.912

Change in self-perception 0.94 0.877

Increased depth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81 0.845

Resilience 　 0.463 0.808 0.817

Emotional regulation 0.54 0.624

Optimism 0.72 0.489

Cause analysis 0.60 0.615

Self-efficacy 0.87 0.694

Active challenge 0.63 0.418

FL=Factor loading;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②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수정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 분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각 변수 간 경로 분석적인 인과관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모형의 적합도는 χ2=291.54(p<.001), df=126, χ2/df=2.31, RMR=0.03, SRMR=0.07, RMSEA=0.08, 

TLI=0.86, CFI=0.90, AGFI=0.82(GFI=0.88)로 나타났다. 본 가설 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TLI, AGFI의 적합도 수치가 수용

할 만한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모형의 수정을 통해 최적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변수 간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정하는데 이를 위해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를 진단지표로 이용한

다. 따라서 모델의 간명성을 위해 가설모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지수에 따라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χ2=203.78(p<.001), df=106, χ2/df=1.92, RMR=0.02, SRMR=0.06, 

RMSEA=0.07, TLI=0.91, CFI=0.94, AGFI=0.85(GFI=0.91)로 TLI, AGFI의 적합도 수치가 상승되어 수용할 만한 수준을 만

족하였으며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적합한 모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itness indices for the modified model (N=211)

Index χ
2/df RMR SRMR RMSEA TLI CFI AGFI

Criteria <2~3 ≤.05 ≤.08 ≤.10 ≥.90 ≥.90 ≥.85

Hypothetical model 2.31 0.03 0.07 0.08 0.86 0.90 0.82

Modified model 1.92 0.02 0.06 0.07 0.91 0.94 0.85

③ 수정모형의 모수치 검증

수정모형의 분석을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표준오차(Standard Error), 고정 지수(Critical Ratio, 

CR), p값을 확인하였으며,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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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18개의 경로 중 8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모형에서 새로 추가된 유의한 

경로는 직무 스트레스에서 직무 성취감으로의 경로였다(Fig. 2).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 직무 스

트레스, 직무 성취감과 외상 후 성장의 극복력에 대한 설명력은 61.7%으로, 가설모형의 설명력(61.4%)보다 소폭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외생변수 중 사회적 지지(β=-.37, p=.007), 희망(β=.64, p<.001), 외상 후 성장(β=.42, p<.001)은 극복력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Path diagram for modified model

④ 수정모형의 효과 분석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레

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 내생변수인 극복력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극복력에 외상 후 성장은 유의한 양의 직접 효과(β=.42, p=.009)를 보였다. 

극복력에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의 직접 효과(β=-.37, p=.015)를 보였으나 간접 효과(β=.11, p=.071)와 총효과(β=-.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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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극복력에 대처는 직접 효과(β=-.17, p=.209)와 총 효과(β=-.01, p=.934)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양의 간접 효과(β=.15, p=.014)를 보였다. 극복력에 희망은 유의한 양

의 직접 효과(β=.64, p=.013)와 총 효과(β=.75, p=.0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 효과(β=.11, p=.1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극복력에 직무 성취감은 직접 효과(β=.11, p=.36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외상 후 성장을 매개

로 하여 유의한 양의 간접 효과(β=.11, p=.009)를 보여 유의한 총 효과(β=.22, p=.030)를 나타냈다.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은 희망(β=.75, p=.007), 외상 후 성장(β=.42, p=.009), 직무 성취감(β=.22, p=.03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ified model (N=211)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MC

Job achievement

Perceived health status 0.07 (.390) 0.07 (.390) 0.462

Social support 0.27 (.007) 0.27 (.007)

Coping -0.12 (.202) -0.12 (.202)

Hope 0.43 (.034) 0.43 (.034)

Job stress -0.17 (.042) -0.17 (.042)

Post-traumatic 

growth

Perceived health status 0.00 (.999) 0.02 (.404) 0.02 (.838) 0.430

Social support 0.13 (.326) 0.07 (.004) 0.20 (.109)

Coping 0.43 (.015) -0.03 (.162) 0.40 (.013)

Hope 0.03 (.791) 0.12 (.019) 0.15 (.361)

Job stress 0.13 (.129) -0.04 (.056) 0.08 (.352)

Job achievement 0.26 (.036) 0.26 (.036)

Resilience

Perceived health status 0.09 (.279) 0.01 (.726) 0.10 (.174) 0.617

Social support -0.37 (.015) 0.11 (.071) -0.26 (.090)

Coping -0.17 (.209) 0.15 (.014) -0.01 (.934)

Hope 0.64 (.013) 0.11 (.114) 0.75 (.007)

Job stress -0.15 (.220) 0.02 (.715) -0.14 (.267)

Job achievement 0.11 (.367) 0.11 (.009) 0.22 (.030)

Post-traumatic growth 0.42 (.009) 0.42 (.009)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

하여 신규간호사의 극복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 간의 예측 정도를 파악하고 신규간호사의 바람직한 업무적응 및 상황 대처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간호인적자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구조모형을 개발한 결과, 8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희망과 외상 후 성장은 극복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었고 대처, 직무 성취감은 극복력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에 따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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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패턴이 인간 ‧ 환경 에너지 장을 거쳐 점차 다양한 형태의 극복력으로 통합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인간 내면의 힘인 

희망과 외상 후 성장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직무 환경에 대한 신규간호사의 대처와 직무 성취감이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본 연구에

서의 희망과 외상 후 성장은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유발, 리더쉽 발휘, 직무에 대한 헌신과 몰입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극복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임이 밝혀졌음으로 조직차원의 중재가 필요하겠다. 

본 모형에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요인 중 사회적 지지, 희망,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 직무 스트레스, 직무 성취감과 외상 후 성장이 극복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61.7%였다. 이 중 

희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대안적인 

경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강한 내면적 힘이며 신념과 철학인 ‘희망’이 극복력과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과도 일치한다[19,20]. 본 연구에서의 신규간호사의 희망은 극복력에 가장 큰 직접 효과와 총 효과를 보였다.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과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 등[37]의 연구 결과와 중년 여성을 대

상으로 한 구[19]의 연구 결과 희망이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희망은 극복력에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무 성취감 → 외상 후 성장 → 극복력의 간접 효과 경로를 거치면서 극복력에 

대한 전체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희망이라는 개념이 극복력 향상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동기를 부

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38]고 하였다. 그러므로 희망을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식이나 행동을 계속적으로 변

화시키면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평가하며 느끼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함으로써[19]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또

한 희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정과 올바른 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돕

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신규간호사의 외상 후 성장은 극복력에 직접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 등[12]의 연구결과와 

신규간호사와 비슷한 연령대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39]의 연구결과에서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높을수록 극복력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Polk[14]의 이론에 의하면, 상황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특유의 접근

법으로 극복력을 설명하고 융통성, 인내, 자원이 모두 극복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융통성, 인내, 자원은 외상 후 성

장의 속성과도 부합되며 본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권 등[12]의 연구 결과 간호사가 자주 경험하는 외상 

사건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간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호자의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 ‘개방된 수술 상처’, 

‘대량 출혈’, ‘심각한 신체 손상 환자의 간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시작한 신규간호사는 업무

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 정서적 문제는 극심한 스트

레스를 유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재된 역량을 발견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는데[24] 위기에 처한 개인의 강점을 

찾아내어 긍정적인 심리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극복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충격은 신규간호사에게 

나타나는 전혀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반응으로, 심한 경우 과도한 불안과 

공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부와 퇴화, 적대감과 분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과 실제의 가치의 차이로 개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반응이라고 하였다[5]. 이러한 신규간호사의 현실충격, 즉 외상은 원인과 개선을 바라보

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40] 외상을 피해야 하는 장애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못 

본채 지나치지만,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며 이는 곧 극복력 향상의 동력이 된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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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신규간호사의 직무 성취감은 극복력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아니었으나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유의한 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보였다. 극복력에 대한 신규간호사의 직무 성취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문헌이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려우나,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희망이 높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 때 직무 성취감은 높아지고, 높은 직무 성취감은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극복력을 향상시키는데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의 대처는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극복력에 간접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의 목표는 적응이라 할 수 있는데, 적응의 결과가 외상 후 성장으로 나타나[41] 결국 극복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접적이기는 하나 적극적 대처는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에 유의미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신규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의 직접 효과가 있었으나 직무 성취감 → 외상 후 성장을 매개로 하는 간접 

경로를 거치면서 모형 전체에서는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극복력과 양의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나 사회적 지지가 언제나 극복력에 긍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돕고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프리셉터쉽 교육 제도를 선호하는

데[42], 프리셉터는 신규간호사의 직장 선배이거나 동료의 한 사람으로, 단기간 동안 많은 정보를 교육받고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간호사와 프리셉터가 경험하는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4.2 결론

본 연구의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첫째,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상 후 성장과 직무 성취감을 제시한 연구는 임

상 및 간호교육 분야에서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시작단계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내적 능력인 극복력은 신규간호사가 처한 인간 ‧ 환경적 요소, 즉 직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에서 학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22],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외부의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개발될 수 있는[23] 성장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Polk[14]의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인간 ‧ 환경 에너지장 측면에서의 변수, 즉 외상 후 성장, 직무 성취감이

라는 변수를 추가하였다는 점과 이를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둘째, 본 연

구는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대처, 희망과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성장, 직무 

성취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직 ‧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간접 

효과의 경로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직무 성취감과 외상 후 성장이 극복력과 관련된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유용성은 첫째, 간호 이론적 측면으로는 Polk[14]의 극복력 중범위 이론의 4가지 패턴을 기반으로 연구개념을 도출

하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직무 스트레스, 직무 성취감, 외상 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념을 추가하여 신규간호사

의 극복력 모형을 구축하고,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직 ‧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극

복력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모형 구축에 기여하였다. 둘째, 간호 실무적 측면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신규간

호사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모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본 모형을 바탕으로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증진

을 위한 간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쨰, 간호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규

간호사의 극복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및 중요성을 제시하는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모형은 실무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와 상호작용하

는 간호관리자가 신규간호사의 극복력을 이해하고, 극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간

호관리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신규간호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절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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