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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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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among workers with violence experienc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employed. Two hundred and twenty-four workers who had 
violence experiences from cli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5 to 29, 2019.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Baron and Kenny criterion. Results: Psychological stres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21, p=.002) and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r=.70, p<.001). Resilience was also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r=-.30, p<.001). Furthermore, resilience (β=-0.17, p<.001) ha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Z=2.35, p=.018). Conclusion: 
Our study findings suggest that resilience plays an important role to maintain well-being and cope productively of 
workers with violence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resilience to cope positively for the workers with violence experienc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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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실이나 외상센터 등 의료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의

료인이 경험하는 폭력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

다. 의료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도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2016년 지역사회 현장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

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자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

험한 폭력의 유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례관리 대상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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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언어적 위협을 63.6%, 보호자로부터의 언어적 위협을 34.5%, 

신체적 위협을 실무자의 33.2%가 경험하였다[2]. 뿐만 아니라 

폭력을 경험한 실무자의 65.7%는 폭력을 경험한 후에도 폭력

을 행사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

타나, 실무자의 신변과 업무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은 심리

적 스트레스가 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다. 폭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며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3],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이

직이나 사직을 고려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4].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는 실무자의 이 

․ 퇴직률 증가의 주된 원인이 실무자의 신변의 위험, 즉 대상자

로부터의 폭력 경험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노출

되어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폭력으로부터 초

래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되면 자신의 업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소진을 가져

온다[6,7]. 실무자의 소진은 무기력감을 가져오며 개인적인 삶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업무의 능률과 업무의 

질이 저하되어 결국은 대상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8]. 

그리고 실무자가 경험하는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은 

업무 불만족,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감소를 가져와 이직의도를 유

발한다[5]. 또한, 소진으로 인해 치료자로서의 자존감과 직업

에 대한 정체감이 손상되어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

제를 초래할 수 있어[6], 폭력을 경험한 실무자가 직면하는 심

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자의 소진과 관련된 변인으로 감

정노동 및 자기효능감[9], 대처 및 사회적 지지[10], 극복력 및 

우울[11]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적응에 있어서 개인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더라도 개인의 강점과 자원에 따라 그 상

황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극복력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2,13]. 극복력은 개인을 외상으

로부터 보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는 보호 요소의 역할을 한다

[8,11]. 극복력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개

인의 평정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12]. 많은 학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

나 실무자에게 극복력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4-16].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사 및 의료인의 극복력과 소진 간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폭력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간호업무를 수행

하는데 극복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5],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극복력이 높아질수록 

소진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폭력을 경험한 응급실 

간호사[18]와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극복

력이 소진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Park과 An [19]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진과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극복력이 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

스와 소진을 관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복력이 중

요함을 알 수 있다[20].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실무자를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정신과 병동에서 폭력을 경험한 간호

사의 소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0,11]가 있으며, 지역

사회 기관에 종사하면서 폭력을 경험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폭력 경험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 연구[5]와 폭력경험에 

관한 질적연구[3]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정

신건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폭력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을 조사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폭

력을 경험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

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실무자의 소진을 

관리하고 건설적으로 적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폭력을 경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폭력 경험 실무자의 심리

적 스트레스, 극복력, 소진을 확인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폭력 경험 실무자의 심리

적 스트레스, 극복력, 소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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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폭력 경험 실무자의 심리

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폭력을 경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폭력을 경험한 실무자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사례관리자로 재직한 자이며, 사례관리

자로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신

체적, 성적 위협 및 위해 등을 경험한 자이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실을 경험한 실무자는 제외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0.15), 예측 변수가 2개(심리적 스트레스, 

극복력)일 때 산출되는 표본 수는 10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

기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폭력을 경험한 

실무자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31개 

센터 중에서 24개 센터의 책임자가 본 연구의 수행을 허락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센터에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

한 실무자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250명의 실무자로부

터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경험한 폭력 유형에 관한 문항에 

‘없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이 많은 26개의 설문지를 제외하

고, 최종 224명의 자료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

상태, 주요 업무, 근무 경력, 직종, 폭력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스트레스 39문항, 소진 22문항, 극복력 25문항으로 구

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심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는 Koh, Park과 Kim [21]이 개발한 스트레

스 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총 39문항으로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

울, 피로, 좌절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39~19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Koh 등[21]의 연구에서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소진

소진은 Maslach와 Jackson [22]이 개발한 Maslach Burn-

out Inventory 척도를 Jung [23]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정서적 탈진,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 대상자에 대한 비인간화이며 총 22문항이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2점~11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값이 개발 당시[22]에는 .76, Jung [23]의 연구에서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3) 극복력

극복력은 Connor와 Davidson [24]이 개발하고, Baek, Lee, 

Joo, Lee와 Choi [25]가 번안한 한국형 척도(Korean Connor 

Davison 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강인성, 지속성, 낙관성, 지지, 영성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10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Baek 등[25]의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경기도 지역의 시 ․ 군에 있는 31개 정

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

성 및 절차에 관해 설명을 하는 공문을 보냈다. 31개 센터 중 24

개 센터에서 본 연구의 수행을 허락하였다. 이에 해당 센터에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문을 보냈다. 24개 센

터의 실무자 280명이 자발적으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으

며, 각 센터의 팀장에게 연구참여 의사를 전하였다. 이에 해당 

센터의 팀장에게 서면동의서 및 설문지와 반송봉투를 동봉하

여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총 280부 중에서 250부의 자료가 회

수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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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연구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

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2019-0499-005). 각 기관에

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서면 동의서와 설

문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참

여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

을 경우 중간에 연구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임을,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

의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무기

명으로 처리하여 대상자의 사생활과 비 이 유지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부호화하여 입력하였으며, 본 연구 책임자만 접근이 가능

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22.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과 주요 변수의 빈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

과는 Baron과 Kenny[26]의 3단계 분석 절차에 따른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며,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와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 

이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test

로 검증한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자가 대부분이었으며(186명, 83.0%),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105명, 46.9%), 20대 68명(30.4%), 40대 46명

(20.5%), 50대 이상이 5명(2.2%)이었다. 교육은 대졸이 대다수

(192명, 85.7%)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 107명(47.7%), 기혼 

117명(52.3%)이었다. 직종은 정신전문요원이 대부분이었으

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12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간호사는 56명(25%)이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을 받지 않은 대상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는 38명

(17.0%)이었다. 담당업무는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이 99명

(4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53명(23.7%), 

중독관리사업 27명(12.1%), 정신건강증진사업 25명(11.2%), 

아동청소년사업 20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8명

(30.4%), 1년 이상 3년 미만이 60명(26.8%), 3년 이상 5년 미만

이 46명(20.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경험한 폭력 유형은 

언어적 폭력이 217명(9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적 위협 146명(65.2%), 성적 위협 행위(음란물, 성적 수치

심, 신체적 접촉 등)는 97명(43.3%), 신체적 폭력 49명(21.9%), 

기물파손 47명(21.0%)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소진, 극복력

심리적 스트레스의 평점 평균은 2.58±0.77점이었으며, 하

위영역별로 보면, ‘좌절’(2.93±0.90)이 가장 높았으며, ‘피로’ 

(2.85±0.78), ‘긴장’(2.77±0.94) 순이었으며, ‘공격성’(1.82± 

0.87)이 가장 낮았다. 소진의 평점 평균은 2.77±0.55점이었으

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탈진’(3.11±0.83)이 가장 높았

으며,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2.64±0.54), ‘비인간화’ (2.38± 

0.75) 순이었다. 극복력의 평점평균은 2.47±0.51점으로 하위

영역은 ‘지지’가 3.09±0.60으로 가장 높았고, ‘강인성’과 ‘영

성’이 각각 2.19±0.84와 2.19±0.84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소진 및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소진(r=.7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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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4)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38 (17.0)
186 (83.0)

Age (year) 20~29
30~39
40~49
50 or more

 68 (30.4)
105 (46.9)
 46 (20.5)
 5 (2.2)

Education College
Graduate school 

192 (85.7)
 32 (14.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07 (47.7)
117 (52.3)

Occupation CMHN
CMHSW
CMHP
Etc. (Nurse, Social worker, 
Psychologist) 

 56 (25.0)
127 (56.7)
 3 (1.3)

 38 (17.0)

Major work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Suicide Prevention
Children
Clients with addiction problem
Mental Health promotion

 99 (44.2)
 53 (23.7)
20 (8.9)

 27 (12.0)
 25 (11.2)

work 
experiences
(year)

Less than 1
1~2
3~4
5~9
10 or more

22 (9.8)
 60 (26.8)
 46 (20.5)
 68 (30.4)
 28 (12.5)

Trauma 
experience 
type*

Verbal abuse
Physical violence
Physical threat
Sexual related violence
Damage to property

217 (96.9)
 49 (21.9)
146 (65.2)
 97 (43.3)
 47 (21.0)

CMHN=community mental health nurse; CMHP=community mental 
health psychologist; CMHSW=community mental health social 
worker; *Multiple responses 

Table 2. Major Variables of the Study (N=224)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s

Psychological 
stress

Tension
Aggression
Somatization
Anger
Depression
Fatigue
Frustration
Total scores

2.77±0.94
1.82±0.87
2.31±0.90
2.57±0.91
2.49±0.84
2.85±0.78
2.93±0.90
2.58±0.77 1.13~4.74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Personal 

accomplishment
Total scores

3.11±0.83
2.38±0.75
2.64±0.54

2.77±0.55 1.27~4.23

Resilience Hardiness
Persistence
Optimism
Support
Spiritual
Total scores

2.19±0.84
2.60±0.56
2.54±0.63
3.09±0.60
2.19±0.84
2.47±0.51 1.08~3.96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24)

Variables
Psychological stress Resilience

r (p) r (p)

Resilience -.21 (.002)

Burnout .70 (＜.001) -.30 (＜.001)

극복력(r=-.21, p=.002)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

진이 높았으며, 극복력은 낮았다. 그리고 극복력은 소진

(r=-.3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어, 

극복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고자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

차한계(tolerance)는 .96으로 기준치인 0.1 이상이었으며, 분

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5로 기준치

인 10 미만이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기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

son 통계량이 1.852로 2에 가까워 회귀식의 오차항에 대한 자

기상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준회귀계

수 β값이 -.2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24, p= 

.002). 2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준회귀계수 β값이 0.70이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8.34, p<.001). 마지막 3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극복력이 종속변인인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극복

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회귀계수 β값이 -.17로 유의하

였으며(p<.001), 심리적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이 .66 (p<.001)으로 2단계에서의 β값(.70)보다 작아 극복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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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N=224)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VIF

Step 1. PS →Resilience -0.09 0.03 -.21 -3.20 .002 0.04  10.24 .002

Step 2. PS→Burnout 0.28 0.02 .70 14.43 ＜.001 0.48 208.34 ＜.001

Step 3. PS, Resilience→Burnout
 1) PS→Burnout
 2) Resilience→Burnout

 
0.27

-0.16

 
0.02
0.05

 
.66

-.17

 
13.70
-3.42

 
＜.001
＜.001

0.50 112.82 ＜.001 1.05

Sobel test: Z=2.35 (p=.018)

PS=Psychological stress.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수정된 R2

값이 .50으로 모형 변량의 50%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12.82, p<.001).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한 결과 Z값이 2.35 (p=.018)로 나

타나 극복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Table 4, 

Figure 1).

논 의

본 연구는 폭력을 경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평점 평균은 2.58점(5

점 만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의 2.20점과 비교하

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Jeung과 Oh [6]는 의료현장에서 

대상자가 정신질환이나 약물 및 음주 문제가 있는 경우 폭력이 

더욱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신장애

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에게 폭력 발생에 대

한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좌절과 피로

감이 높아 이에 초점을 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본 대상자의 소진 평점 평균은 2.77점(5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119구급대원의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7]에

서는 2.40점,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10]

에서의 2.56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본 대상자의 소진 정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실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에도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

로 보면, 정서적 탈진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과 관련하여 Seo, Kang과 Je [10]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실무자는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을 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

에서 감정노동을 하게 되어 감정부조화와 정서적 탈진을 경험

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소진은 개인적인 삶의 질뿐 아니라 동료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제공하는 중재의 질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8]. 따라서 소진을 경험하는 실무자의 

정서적인 탈진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고 정서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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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자의 극복력의 평점 평균은 2.47점(4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에

서의 2.4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의 3.53점(5점 만점)과 비교하

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위영역을 비교했을 때 지지와 

지속성 영역에 비해 강인성과 영성 영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강인

성과 영적인 측면에서의 극복력 강화에 초점을 둔 중재를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 간에 유의한 양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 경험을 한 응급실 간호

사[6]와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도 심리적 스

트레스와 소진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하였다. 

즉, 폭력을 경험함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극복력과 소진 간에는 유의한 음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국내에서 응급실 간호사[18]와 119구급대원[8]을 대

상으로 한 연구와 중국의 간호사[20], 일본의 정신과 병동 간호

사[13], 미국의 중환자실 간호사[28]의 연구에서도 극복력과 소

진 간에 유의한 음적 관계가 나타나 일치하였다. 극복력은 일종

의 내면적인 강점으로 폭력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 효능감을 높이며, 좀 더 생산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개인의 자원을 말한다[8,11]. 소진을 감

소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는 극복력과 

같은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

적인 요소는 학습과 교육에 의해 형성이 되므로, 중재를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29]. 따라서 폭력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실무자의 극복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

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

사[30],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12,19]의 연구에서도 극복력

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하였다. 극복력의 매개

효과에 대해 Mealer 등[28]은 외상 경험에 대한 노출로 초래되

는 심한 스트레스를 완충하도록 도와주며, 극복력이라는 내적 

자원 및 강점을 통해 폭력경험으로 인해 초래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8]. 또한, 폭력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복력은 문제해결 대처전략과 긍정

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소진 정도를 감소

시킨다[12,19]. Annogante와 Aparicio-Zaldivar [30]는 극복

력은 폭력을 경험하는 실무자의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를 감소시키며, 실무자의 정신건강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

향을 최소화한다고 하였다. 이에 극복력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

스로부터 실무자를 보호하며, 안녕상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극복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

신감이 있어 폭력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스트

레스를 스스로 조절하여 적정 수준의 기능과 적응을 유지하도

록 한다[9,13]. 따라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

무를 수행 중에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실무자의 소진을 낮

추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건설적

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대처방안과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개 도에 소재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

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심리적 스트레

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과만을 확인하는 횡

단적 연구를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좀 더 복합적인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의 지

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의 극복력의 매개효과 및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인 추론을 위한 종단적인 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극복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폭력을 경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극복력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폭력을 경험한 정

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서 극복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신장애인과 보호자를 

접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폭력경험과 관

련된 변인을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실무자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건설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대처자원인 극복

력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여 이를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근

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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