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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 수준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서

비스 요구도 증가에 따라 병원조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다양한 

전문 인력의 팀 접근이 필요하며, 경영 능력의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1]. 간호조직은 병원 전체 인력의 평균 45.6%로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위한 핵심인력으로[2],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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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병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간호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1]. 

최근 많은 조직이 멘토링(mentoring)을 조직의 성과로 키우고,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 자원을 관리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3,4]. 멘토링은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가 동료나 후배에게 조직 생

활로부터 획득한 지혜를 전해주고, 조직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

며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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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은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1:1 상호작용으로 업무 적

응을 돕거나 심리∙사회적인 발적을 도모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간호

사의 직무 만족을 높이고 간호업무성과 및 조직몰입을 향상해 이직 

의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4,6-9]. 간호사의 멘토링 

요구도 조사에서 신규 간호사는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요구하였고, 부서 이동 간호사는 인간관계 및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요구하는 등 신규 간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력 간

호사들이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

간호서비스는 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인력과 환자들과의 상호작용

하는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로,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다른 사람들과 신뢰성 있고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여 간호업

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11].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아수용, 긍정적인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찰력,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개인

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12].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

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

게 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13]. 

선행연구들에서는 임상 간호사의 우울 감소를 위해 멘토-멘티 프로

그램을 활성화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14], 멘토링

은 간호사의 심리, 사회적 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주므로, 임상 간호사

의 직무 유지 전략으로서 멘토링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8]. 이에 많은 간호사의 멘토링 요구도와 함께 멘토링은 임상 간호

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고, 멘토링 기능

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병원

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대상자는 광주기독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임상 간호사 385명이었

고, 이를 본 연구의 모집단이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을 받기 전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장 및 교육과장에게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각 부서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필요성,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투명한 회수용 봉투를 함께 배부하였다. 응

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불투명한 회수용 봉투 안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

고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이었으

며, 전체 385명 중 362명(94%)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 중 멘토가 없다고 

응답한 56명과 설문지 응답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30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전 조선

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CHO-

SUN 2018-08-013-001)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 도구

멘토링 기능 

멘토의 역할 기능측정을 위하여 Noe [5]에 의해 개발된 멘토링 기능

측정 도구를 Kwak [15]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하위 개념인 경력개발 기능 8문항, 역할모델 기능 4문항, 심리∙사회적 

기능 11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링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멘토링 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Kwak [15]의 연구에

서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 [12]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

cal Well-being Scale)를 Kim et al. [13]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을 측정하

고자 하는 개념이며, 자아수용(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찰력(8문항), 삶의 목적(7문항), 개인적 성장(8

문항) 등의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

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동기가 있음

을 의미한다[13].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46문항 중 23문항은 부정 문항으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9

로 역산처리 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et al. [13] 연구에서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검정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p< 0.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 관련, 멘토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 대상자의 멘토링 기능 및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 관련, 멘토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

적 안녕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검증하였고, 사후 검정을 위하여 Scheffe 검정하였다.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일반적, 직무 관련, 멘토 관련 특성 중 

유의한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함께 포함한 상태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변수를 만들어서 다중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멘토링 기능 및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

한 결과, 멘토링 기능의 전체평균과 표준편차는 3.76 ± 0.42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경력개발 기능 3.68 ± 0.46점, 역할모델 기능 3.86 ± 0.52

점, 심리∙사회적 기능 3.79 ± 0.45점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은 3.44 ± 0.39

점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F = 8.16, p< 0.001), 결혼상태(t= -2.34, p= 0.020), 자녀 유무(t= -3.07, 

p = 0.002), 음주 여부(t=3.10, p = 0.002), 주관적 건강상태(F =14.18, p =  

0.001), 여가활동 유무(t= -3.83, p = 0.001), 치료 중인 질환 유무(t=2.44, 

p = 0.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의 

대상자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결혼한 대상자가 결혼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

감이 높고,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자녀가 없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

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하지 않는 대상자가 음주하는 대상자보다 

Table 1. The level of mentoring fun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300) 

Characteristics Mean±SD

Mentoring function 3.76±0.42

   Career development function 3.68±0.46
   Role modeling function 3.86±0.52
   Psychosocial function 3.79±0.45
Psychological well-being 3.44±0.39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sev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n (%) Mean±SD
t or F (p)
Scheffe

Age (y) 2.36 (0.071)
   ≤24 43 (14.3)  3.40±0.34
   25-34 120 (40.0) 3.40±0.41
   35-44 77 (25.7) 3.43±0.37
   ≥45 60 (20.0) 3.56±0.38
Gender 2.26 (0.063)
   Woman 296 (98.7) 3.44±0.39
   Man 4 ( 1.3) 3.35±0.07
Educational attainment 8.16 (<0.001)
   Collegea 28 ( 9.3) 3.35±0.30 a,b<c
   Universityb 202 (67.3) 3.40±0.37
   ≥Graduate schoolc 70 (23.3) 3.60±0.43
Marital status -2.34 (0.020)
   Unmarried 149 (49.7) 3.39±0.38
   Married 151 (50.3) 3.49±0.40
Children -3.07 (0.002)
   No 164 (54.7) 3.38±0.38
   Yes 136 (45.3) 3.51±0.38
Religion -0.76 (0.447)
   No 10 ( 3.3) 3.35±0.35
   Yes 290 (96.7) 3.44±0.39
Drinking 3.10 (0.002)
   No 128 (42.7) 3.52±0.39
   Yes 172 (57.3) 3.38±0.38
Self-related health 14.18 (0.001)
   Gooda 108 (36.0) 3.57±0.38 a>b>c
   Fairb 165 (55.0) 3.39±0.36
   Badc 27 ( 9.0) 3.20±0.44
Regular exercise -0.80 (0.423)
   No 197 (65.7) 3.43±0.40
   Yes 103 (34.3) 3.46±0.36
Leisure activity -3.83 (0.001)
   No 64 (21.3) 3.28±0.36
   Yes 236 (78.7) 3.48±0.39
Co-morbid state 2.44 (0.015)
   No 261 (87.0) 3.46±0.39
   Yes 39 (13.0) 3.30±0.36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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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이 높았다. 여가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심리

적 안녕감이 높으며, 치료 중인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직무 및 멘토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직무 및 멘토 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위(F = 4.22, p = 0.016), 현 병원경력(F = 4.28, p = 0.002), 

멘토 수(F =5.54, p = 0.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임 간호사

가 일반 간호사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현 병원경력이 20년 이

상인 간호사가 1년 이하 및 5-9년의 간호사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

하게 높았고, 멘토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대상자가 1명인 대상자보

Table 3.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work and 
mentor related characteristics (n=300) 

Characteristics n (%) Mean±SD 
t or F (p)
Scheffe

Position 4.22 (0.016)
   General nurse 250 (83.3) 3.41±0.38  
   Charge nurse 24 (8.0) 3.60±0.47
   ≥Head nurse 26 (8.7) 3.57±0.34  
Duty -1.20 (0.231)
   Rotation 212 (70.7) 3.42±0.36
   Fixed 88 (29.3) 3.49±0.44
Deparment 0.49 (0.687)
   Ward 127 (42.3) 3.42±0.35
   OPD 55 (18.3) 3.48±0.50
   Special 95 (31.7) 3.46±0.38
   PA 23 (7.7) 3.38±0.34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 4.28 (0.002)
   <1a 30 (10.0) 3.31±0.31 a,c<e
   1-4b 72 (24.0) 3.49±0.44
   5-9c 50 (16.7) 3.34±0.33
   10-19d 85 (28.3) 3.40±0.37
   ≥20e 63 (21.0) 3.58±0.38
Current department (y) 0.29 (0.752)
   <1 69 (23.0) 3.42±0.38
   1-4 163 (54.3) 3.43±0.40
   ≥5 68 (22.7) 3.47±0.37
Mentor number 5.54 (0.004)
   1a 162 (54.0) 3.37±0.33 a<b,c
   2b 79 (26.3) 3.52±0.43
   ≥3c 59 (19.7) 3.52±0.44
Contact number per months 2.33 (0.099)
   1-4 201 (67.0) 3.41±0.38
   5-9 40 (13.3) 3.56±0.37
   ≥10 59 (19.7) 3.45±0.43

SD, standard deviation; OPD, outpatient department; PA, physician assis-
tant.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psycho-
logical well-being

Variables
V1 V2 V3 V4

r (p) r (p) r (p) r (p)

V2 0.90 (<0.001)
V3 0.93 (<0.001) 0.71 (<0.001)
V4 0.81 (<0.001) 0.66 (<0.001) 0.66 (<0.001)
V5 0.40 (<0.001)  0.34 (<0.001) 0.38 (<0.001) 0.32 (<0.001)

V1: Mentoring function (total), V2: Career development function, V3: Psy-
chosocial function, V4: Role modeling function, V5: Psychological well-be-
ing.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9 0.40 4.76 <0.001
Mentoring function (scores) 0.28 0.05 0.31 5.51 <0.001
Gender (/man)
   Woman 0.05 0.18 0.01 0.27 0.787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University 0.05 0.07 0.06 0.75 0.455
   Graduate school 0.20 0.09 0.22 2.32 0.021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0.01 0.08 -0.01 -0.12 0.904
Children (/no) 
   Yes 0.14 0.09 0.18 1.51 0.132
Religion (/no)
   Yes 0.03 0.11 0.01 0.24 0.808
Drinking (/no)
   Yes -0.09 0.04 -0.11 -2.00 0.047
Self-related health (/bad)
   Good 0.20 0.08 0.24 2.44 0.015
   Fair 0.10 0.08 0.13 1.39 0.166
Leisure activity (/no)
   Yes 0.16 0.05 0.17 3.16 0.002
Co-morbid state (/no)
   Yes -0.08 0.06 -0.07 -1.21 0.229
Position (/general nurse)
   Charge nurse 0.05 0.09 0.04 0.56 0.579
   Head nurse 0.03 0.10 0.02 0.33 0.739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 -0.01 0.00 -0.20 -1.94 0.054
Mentor number -0.01 0.02 -0.02 -0.32 0.747
Contact number per months 0.00 0.00 0.04 0.79 0.431

Adjusted R²=0.24, F=6.56, p<0.00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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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로 멘토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r= 0.40, p< 0.001)

(Table 4). 

심리적 안녕감 관련 요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

성, 직무 관련 특성, 멘토 관련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던 변수와 멘토링 기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적합도는 F = 6.56 (p< 0.01), 설명력은 24.0%이었다. 멘토링 기

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 0.31, p< 0.001), 멘토

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 밖에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여기는 경우보다 

좋다고 여기는 경우(β = 0.24, p = 0.015), 학력이 전문대 졸업인 경우보

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β = 0.22, p =  

0.021),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β = 0.17, p = 0.002), 음주를 안 하는 경우보다 음주

하는 경우가(β = -0.11, p= 0.047)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 간호사의 심

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방안과 병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의 평균 점수는 3.76점으로 

간호사의 평균 임상경력은 11.43년이었다. 임상 간호사 대상 연구 중 같

은 도구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4년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3.51점

[17], 3년 미만 임상 간호사 3.41점[18], 평균 임상경력 3.7년 임상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한 3.6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6], 평균 임상경력 6.1

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3.88점보다는 낮았고[19], Scandura [16]의 도구

를 사용하고 평균 임상경력 6.25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 3.72점

[9]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임상경력의 

차이로 인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멘토링 기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6]. 

멘토링 기능은 경력개발 기능, 역할모델 기능과 심리∙사회적 기능인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개발 기능은 멘토가 멘티에

게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

하게 해주고, 승진 또는 경력개발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하며, 역할모델 기능은 멘토가 역할 전수자로서 멘티에게 조직 내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전해주고, 

멘티는 멘토를 바람직한 역할 모형이나 준거의 틀로 선정하고 닮아가

는 것으로 조직 내 멘티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

능, 그리고 심리∙사회적 기능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

으로 멘티가 조직 생활을 영위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감을 가지며, 복잡한 조직의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명확성을 고

양해 주는 기능을 말한다[5,15,16]. 이러한 의미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

를 살펴보면, 역할모델 기능이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사회적 

기능 3.79점, 경력개발 기능 3.68점의 순이었다. 이는 간호조직의 전문

적인 특성으로 간호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

부하고 유능한 상급자의 기술과 역할을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9]. 그러므로 멘토링 기능을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서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역할 습

득을 위해 경력 간호사를 활용한 역할모델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의 제공과 함께 상호신뢰 및 친근감을 바탕으로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

신감을 느끼게 하는 심리∙사회적 기능 및 경력개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과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5,9,16].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3.44점으로 같은 도구

를 사용하고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3.45점과 비슷한 결과

를 보였고[20], Kang and Bae [11]의 3.3점, Jun et al. [14]의 3.3점, Kwon 

[21]의 3.25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군을 대상

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3.5

점[22], 초등학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3.61점보다[23] 낮게 나타나 타 

직종보다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14].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

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멘토링 기능

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짐을 의미하여, 임상 간호사의 심리

적 안녕감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지되었다.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환자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간호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간호업무성과 및 환자 만족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병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1,11]. Jun et al. [14]

의 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의 우울함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으며, 임상 간호사의 우울감 감소를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성

화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Lee et al. [8]의 연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간호사 유지관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심리, 사회적 

변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임상 간호사의 유지 전략으로

써 멘토링의 적극적인 도입 및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H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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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 멘토링의 역할모델 기능은 역할갈등 감소에, 심리∙사회적 지지 

기능은 역할 모호성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즉, 

멘토링은 조직 내 구성원에서 요구되는 복합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역할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안

정감을 고취함으로써 조직 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본다[24]. 그러므로 간호조직의 관리자들은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멘토링에 관심을 가지고 멘

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멘토 육성과 네트워크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임상 현장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

여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다음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좋다고 평가한 경우였다.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

구가 없어 직접적인 상관성 비교는 어렵지만, Choi and Sung [20]의 연

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지각된 건강상태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전문대 졸업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학력이 높을수

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11,14].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

녕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음주하는 경우에 

비해 음주하지 않을 때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 밖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

순분석 결과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현 병원경력이 20년 이상

인 대상자가 1년 이하 및 5-9년의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14]. 또한, 치료 중인 질환이 없는 경

우, 멘토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대상자가 1명인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러므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있어 멘

토 수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광주광역시 소재 일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임상 간호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병원의 다른 환경과 특성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세팅을 위해 일개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연

구와 함께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멘토링 

기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어,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관

리를 위하여 멘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멘토 육성과 

체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멘토링 기능을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 병원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멘토

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다중 회귀분석 결과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에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 및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위한 멘토 육성과 체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멘토링 기능을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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