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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증도가 높고 불안정한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

결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수행하면서 예기치 않은 환자의 죽음, 임종

간호, 섬망과 같은 공격적인 상태의 환자 간호, 의사, 동료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의 언어폭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수행, 심폐소생술 수행, 

환자 상태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같은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외상성 사

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중환자실 간호사 개인의 대처 능력을 

넘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다[1-3]. 중환자실 간호사는 

중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업인으로의 보람을 느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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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xpressive writing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Methods: 

Forty nurses stratified by the nursing proficiency career randomly assigned to an writing group (n = 17) or a control group (n = 23) from a university hos-

pital-affiliated intensive care units. The 5-week expressive writing included a weekly 20 min of expressive writing and 10 min of reflection on the work-

related traumatic events. Outcomes were assessed using questionnaires of a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a resilienc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nd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s: The expressive writing program provided 

improvements in resilience measure, including measures of situational, philosophical, and professional resilience. Conclusions: Expressive writing might 

be a useful strategy for enhancing resilience from the stressful work-related traumatic events for nurses working at the intensive car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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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 긍정적 감정인 공감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고갈을 

보이는 소진에 의해 업무수행에 대한 어려움과 좌절을 느끼며 대상자

의 고통에 충격을 받고 공포까지 느끼는 이차 외상스트레스인 공감피

로를 경험한다[4,5]. 중환자실 간호사의 33%가 중증의 소진증상을 보

이며[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은 20.7%-61.2%에 이르며[2,3,6] 

이 중 과반 수 이상의 간호사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외상성 스트레스 

증상과 중등도 이상의 소진을 동반한다[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병원간호사의 개인 특성, 조직 특성, 외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반복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외상 경험을 해소하지 못하면 전문직 

삶의 질인 공감 만족이 낮아지고 공감 피로는 높아진다[5,7]. 낮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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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높은 공감피로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저하, 공감능력 저하, 극

복력 저하[2,4,8], 업무수행 능력 저하, 높은 이직에 의한 간호의 질 저

하를 초래하기 때문에[9]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은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할 문제이다. 

외상사건 경험이나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극복력

은[7,10] 소진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위험을 낮추고[7]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유지에 영향을 주며 신뢰 관계 형성, 스트레스 상황

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형성, 가치 있는 삶의 목적 형성 및 전문가적 성

장을 돕는 요인이다[10]. 그러나 외상사건 경험이 간호사의 전문직 삶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방법 교육과 

지지 및 병원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에[1,11,12] 병원간호사의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는 전략 수립이 필

요하다.

글쓰기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개인이 느끼는 것들을 돌아보고 분석할 수 있게 하여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삶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돕고 글쓰기를 통해 카타르시스

(catharsis)를 경험하도록 돕는 인지요법의 하나이다[13,14]. 특히 표현적 

글쓰기는 외상성 사건을 표현하여 그 사건에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부

정적 사고를 감소시켜 생리적 각성을 낮추고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적

응을 증진시켜 극복력을 높이고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13,14]. 낮은 수준부터 보통 수준의 공감피로를 보이는 간호사라도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높은 소

진과 이차 외상스트레스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5,15] 직무 스트레

스와 외상성 사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

으로 시간과 장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현적 글쓰기가[13]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

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는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 신체증상 

완화, 삶의 질 향상[16],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의 극복력 증진, 스트레

스 완화, 우울 감소[17], 건강관리자의 적응적 대처 능력과 의사소통 향

상, 인지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1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완화 및 우울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통해 표현적 글쓰기는 심

리적 외상 경험이 높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기반 

중재임을 확인하였다[19]. 그러나 외상성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소

진과 이차 외상스트레스가 높아 이직으로 이어지는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1-4,6]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

적 삶의 질과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공감만

족, 소진,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 삶의 

질과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

계에 의한 유사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내과계 중환자실

과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5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검정력에 따라 유의

수준 0.05, 효과의 크기 f= 0.50, 자유도=1, 검증력 1−β= 0.80에 의해 각 

군당 17명이 필요하였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25명씩 배정하였

다. 효과의 크기는 표현적 글쓰기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극

복력을 증진시켰다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17,19]. 본 연구 대상

자 선정 조건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연

구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내과계 중환자실 또는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직접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표현적 글쓰기 교육이나 훈련

을 받았거나 전문직 삶의 질 및 극복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간호국의 승인을 받

은 후 중환자실 간호사 회의에서 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대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50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는 Benner의 간호경력 단계를 고려하여[20] 상급초보자(1년 미만)와 

유능한 단계(1-3년 경력) 및 숙련 단계(3-5년)와 전문가 단계(5년 이상)

로 분류한 후 고유 번호를 정하고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실험

군(25명)과 대조군(25명)으로 배정하였다. 연구 종료시점에서 실험군

은 8명이 탈락하여(사직 1명, 부서이동 1명, 참여 철회 4명, 글쓰기 회수 

부족 2명) 17명이 표현적 글쓰기를 완료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설문 

응답 누락을 보인 2명이 탈락하여 2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 영향 요인인 개

인 특성(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가족 지지, 학위, 임상경력, Ben-

ner의 간호수행 경력단계, 이직경험), 직무 환경(직위, 희망부서 배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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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외상사건경험, 업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대인갈등)으로 구성하였다

[5]. 업무만족은 공감만족 관련요인으로[5] 일직선상에 0점(전혀 만족

하지 않음)-10점(최고로 높음)으로 표시된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한 

값이다. 공감피로 관련 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갈등[5]은 0점(전

혀 없음)-10점(최고로 높음)으로 표시된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한 값

이다. 

외상성 사건 경험

본 연구에서 외상성 사건 경험은 Mealer et al. [2]의 연구를 바탕으로 

Park [21]이 개발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성 사건 경험 설문지를 사

용하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1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자주 경험한다’(5점)에서 ‘전혀 경험하지 않

는다’(1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사건의 경험이 높음을 나타

낸다. Park [2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 0.81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0.88이었다. 

전문직 삶의 질 도구

전문직 삶의 질 도구는[5] 한국어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

고 공감만족 10문항과 공감피로 20문항(10문항의 소진과 10문항의 이

차외상스트레스)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역문항(문항 1, 문항 4, 문항 

15, 문항 17, 문항 29)은 문항의 점수를 역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고 공감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직 삶의 질 도

구는 높은 구성타당도를 보였고 신뢰도는 공감만족에서 0.88, 공감피

로의 소진 0.75, 이차외상스트레스 0.81이었다[5]. 본 연구에서는 공감

만족 0.83, 공감피로의 소진에서 0.79이었고 이차 외상스트레스의 0.72

이었다.

극복력

극복력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기질 패턴 

(5문항), 관계 패턴(4문항), 상황적 패턴(10문항), 철학적 패턴(6문항), 전

문가적 패턴(5문항)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원저자의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6]. 본 도구는 간호사로서의 극복력 경험을 묻는 30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이며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0.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으며 하위영역 기질 패턴에서 0.79, 관계 패턴 0.54, 

상황적 패턴 0.65, 철학적 패턴 0.93, 전문가적 패턴 0.80이었으며 사회

심리측정 도구의 내적신뢰도 최저 기준 0.40 이상을 만족하였다[22].

자료수집

표현적 글쓰기 개발

표현적 글쓰기는 선행 연구 고찰과 Pennebaker [13,14]의 글쓰기 치료

에 대한 지침에 따라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N대학교 재활복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에서 주최하는 글쓰기 문학치료 워크숍에 참여하

여 표현적 글쓰기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는 ‘글쓰기

를 위한 안내’와 ‘마주하기’, ‘의미 발견하기’, ‘새방향 설정하기’ 및 ‘글쓰

기 후 생각 정리하기’로 구성하였다[13]. 표현적 글쓰기의 예비 조사를 

위해 Benner의 경력단계에 따라[20] 1-2단계 1명, 3-4단계 1명의 중환자

실 간호사를 선정한 후 표현적 글쓰기를 1회 적용하였고 개별면담을 통

해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대상자의 평가를 확인한 결과 중환자실 간호

사에게 표현적 글쓰기는 적용가능 하였다. 또한 표현적 글쓰기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정신과 병동에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2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 전문의 1인 총 4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

증받았고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0.90)는 적절하였다.

표현적 글쓰기 적용

‘글쓰기를 위한 안내’에서는 표현적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 대상자에

게 표현적 글쓰기의 흐름을 소개하고 글쓰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

함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는 20분, ‘글 쓴 후 생각정리하기’ 10분으로  

1회 당 소요시간은 30분이었고 주 1회, 총 5주 동안 수행하였다. 표현적 

글쓰기를 주 1회씩 5회 실시하는 이유는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소진 및 

이차외상스트레스)로 구성된 전문직 삶의 질은 지난 30일간의 외상성 

사건 경험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5] 표현적 글쓰기는 1회에 최소 20분, 

최소 4일 동안 또는 매주 1회씩 4회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면 효과적

이라는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글쓰기 도구는 손으로 쓰기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 대상자가 선호하는 도구를 선택

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쓰도록 하였다[13,14]. 표현적 글쓰기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과 느낌’이라

는 큰 주제를 제시하였고, ‘1단계: 마주하기’에서는 이번 주 동안 가장 

의미 있거나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 문장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단어 

나열하기,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2단계: 의미 발

견하기’는 1단계에서 떠올렸던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 느낌을 쓰

고 대상자에게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쓰도록 하였다. ‘3단

계: 새방향 설정하기’는 1단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감정이 해소되

었는지, 앞으로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쓰면서, 

만약 오늘의 과정이 잘 해결되었다면 칭찬 한마디를 쓰게 하여 긍정적 

강화를 하고, 감정해소가 잘 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하여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쓰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인 ‘글쓰기 후 생각 정리하기’에서는 대상자가 쓴 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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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은 글쓰기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봉투에 담아 연구자가 대상자

에게 배부하였고 글쓰기에 따라 작성한 후 봉투에 담아 밀봉된 상태

로 정해진 장소에 제출하였다. 자료의 비밀 보장과 회수 누락 방지를 

위해 책자와 봉투에 대상자가 정한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일주일

에 한 번 총 5회의 표현적 글쓰기 자료를 확인하였다. 대조군은 자가보

고 응답을 완료한 후 설문응답 내용과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인식되지 

않도록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보관함에 넣도록 하였다. 표현적 글쓰기

가 종료된 직후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을 측정하였고 대조군은 사전

조사 후 30일 뒤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표현적 글쓰기를 종료한 실험군 17명과 설문

지 응답을 완료한 대조군 2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2017-01-020-004). 

시 생각하게 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글쓰기 

후 생각 정리하기’는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당신이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

입니까?’, ‘당신이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의 글

쓰기가 어느 정도로 당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위해 0점(전혀 아니다)-10점(매우 그렇다)

으로 비공개 자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5월이었으며 표현적 글쓰기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동의서를 작성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특성 설문지와 외상

성 사건 경험, 전문직 삶의 질 및 극복력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설문작성 종료 후 봉투에 담아 밀봉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Table 1. Homogeneity (n=40) 

Variables Categories
Writing group (n=17) Control group (n=23)

χ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 (5.9) 1 (4.3) 0.05 0.999*

Female 16 (94.1) 22 (95.7)
   Age (y) 26.18±3.99 26.00±3.52 0.15 0.883

22-24 8 (47.1) 10 (43.5) 0.19 0.999*
25-29 6 (35.3) 9 (39.1)
≥30 3 (17.6) 4 (17.4)

   Marital status Yes 2 (11.8) 1 (4.3) 0.78 0.565*
No 15 (88.2) 22 (95.7)

   Religion Yes 5 (29.4) 9 (39.1) 0.41 0.739*
No 12 (70.6) 14 (60.9)

   Family support Low 8 (47.1) 9 (39.1) 0.25 0.749
High 9 (52.9) 14 (60.9)

   Educational level (y) 3 2 (11.8) 2 (8.7) 1.59 0.597*
≥4 15 (88.2) 21 (91.3)

   Clinical career (mon) 32.29±33.56 30.04±37.22 0.20 0.845
   Benner's proficiency stages Advanced beginner 10 (58.9) 9 (39.1) 3.95 0.144*

Competent practitioner 3 (17.6) 11 (47.9)
Expert practitioner 4 (23.5) 3 (13.0)

   Turnover Yes 3 (17.6) 8 (34.8) 1.44 0.297*
No 14 (82.4) 15 (65.2)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Job position Staff nurse 14 (82.4) 19 (82.6) 0.00 0.999*

Charge nurse 3 (17.6) 4 (17.4)
   Wanted working unit Yes 15 (88.2) 19 (82.6) 0.24 0.999*

No 2 (11.8) 4 (17.4)
   Job satisfaction (0-10) 5.06±1.34 4.74±2.07 0.56 0.582
   Job stress (0-10) 4.06±2.99 3.39±2.81 0.72 0.474
   Interpersonal conflict (0-10) 5.29±1.31 4.96±1.55 0.73 0.473

SD,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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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으

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 외상사건 경험, 전문직 삶의 질 및 극복력은 실수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대상자 특성, 외상사건 경험, 전문

직 삶의 질 및 극복력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검

정,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3)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의 차이

는 실험 전 극복력의 관계적 패턴을 공변수로 설정하여 공분산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4)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의 변화

는 실험 전 극복력의 관계적 패턴을 공변수로 설정하여 공분산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의 동질성 검증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가족지지, 학위, 임상경

력, Benner의 간호수행 경력단계, 이직경험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조직특성에서 직위, 희망부서 배

치 유무, 업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및 대인갈등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외상성 사건 경험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외상성 사건 경험의 총점은 실험군에서 

48.71± 9.14점(평균 3.48 ± 0.65점), 대조군에서 47.70 ±7.80점(평균 3.41±

0.57점)으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외상성 사건 경험 빈도에서 “가끔 

경험한다”는 실험군에서 64.7%, 대조군에서 56.5% 이었고 “자주-매주 

자주 경험한다”는 실험군에서 17.6%, 대조군에서 17.4% 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2). 

종속변수의 정규성 및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외상성 사건 경험, 공감만족, 소진, 이차외상스트레스, 

극복력은 유의확률 p = 0.135-0.200의 범위를 보여 정규성을 만족하였

다. 실험 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문직 삶의 질의 공감만족,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실험 전 극복력과 

극복력의 하위영역 기질적 패턴, 상황적 패턴, 철학적 패턴 및 전문적 

패턴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관계적 

Table 2. Traumatic events (n=40) 

Items
Writing group (n=17) Control group (n=23)

t p
Mean±SD Mean±SD

Caring for patients after death 3.59±1.18 3.22±0.67 1.17 0.255
Seeing died patients 3.65±1.17 3.22±0.80 1.38 0.174
Caring for patients with agitated delirium 3.35±1.06 3.35±1.07 0.68 0.504
End of life care 2.94±0.90 2.70±0.97 0.26 0.581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family 3.00±0.94 3.35±0.98 -0.05 0.959
Verbal violence from doctors 3.06±0.90 3.30±0.93 0.02 0.988
Verbal violence from nurses 3.35±1.06 3.35±1.07 0.81 0.421
Open wound care after operation 2.94±0.90 2.70±0.97 -1.13 0.266
Caring for patients with massive bleeding 3.00±0.94 3.35±0.98 0.84 0.407
Caring for patients with traumatic injuries 3.35±1.06 3.35±0.93 0.02 0.987
Life-sustaining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3.59±0.80 3.65±0.83 -0.25 0.808
Do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3.59±1.06 3.52±0.85 0.22 0.827
Workload from the unbalanced nurse-patients ratio 3.82±1.13 3.91±1.00 -0.27 0.792
Lose patients's life despite life-sustaining care 3.88±1.17 3.61±0.99 0.80 0.428
Total score (14-70) 48.71±9.14 47.70±7.80 0.38 0.709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Never-Rarely 3 (17.6) 6 (26.1) 0.50 0.903*
   Sometimes 11 (64.7) 13 (56.5)
   Frequently-Very frequently 3 (17.6) 4 (17.4)

SD,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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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실험군에서 14.59 ±1.42점으로 대조군의 15.83 ±1.92점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p= 0.031) (Table 4).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 

전문직 삶의 질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공감만족, 소진, 이차외상스트레스의 

변화 값을 실험전 극복력의 관계적 패턴을 공변수로 설정한 후 공분산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극복력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극복력 변화 값과 하위 영역에서의 변

화 값을 실험전 극복력의 관계적 패턴을 공변수로 설정한 후 공분산분

Table 3. Change i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40) 

Variables (score range)
Writing group (n=17) Control group (n=23)

t or F p η2 f
Mean±SD Mean±SD

CS (10-50) Before 31.52±4.20 33.48±5.32 -1.25 0.220
After 33.00±5.00 31.61±4.62 0.74 0.396*
Diff 1.47±16.62 -1.87±4.62 2.70 0.109* 0.068 0.27

CF 
   Burnout (10-50) Before 31.82±3.41 29.61±6.97 1.32 0.194

After 31.29±3.08 31.09±4.81 0.01 0.998*
Diff -0.53±4.05 1.48±6.17 0.98 0.330* 0.026 0.16

   STS (10-50) Before 31.12±4.73 28.04±4.90 1.99 0.054
After 34.29±5.63 30.17±6.31 5.77 0.021*
Diff 3.18±4.42 2.13±7.35 0.72 0.403* 0.019 0.14

SD, standard deviation; CS, compassion satisfaction; CF, compassion fatigue; ST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ff, difference (score from the post writing 
program - score from the baseline); f, effect size. 
*ANCOVA adjusted by the baseline relational resilience.

Table 4. Change in resilience after the expressive writing program (n=40) 

Variables (Total score range)
Writing group (n=17) Control group (n=23)

t or F p η2 f
Mean±SD Mean±SD

Resilience (30-150) Before 98.35±11.11 106.39±13.46 -2.01 0.052
After 105.24±8.43 101.96±12.34 3.23 0.081*
Diff 6.88±11.29 -4.43±11.11 7.95 0.008* 0.177 0.46

Subscale
   Dispositional (5-25) Before 15.94±2.86 16.70±3.01 -0.80 0.428

After 16.88±2.26 16.30±2.64 1.30 0.262*
Diff 0.94±3.44 -0.39±2.89 0.87 0.358* 0.023 0.15

   Relational (4-20) Before 14.59±1.42 15.83±1.92 -2.24 0.031
After 14.06±1.98 14.74±2.18 0.07 0.800*
Diff -0.53±2.10 -1.09±2.31 0.07 0.800* 0.002 0.04

   Situational (10-50) Before 34.24±2.66 36.09±3.64 -1.77 0.084
After 36.82±3.92 35.04±3.54 6.29 0.017*
Diff 2.59±4.21 -1.04±3.67 10.61 0.002* 0.223 0.54

   Philosophical (6-30) Before 17.88±4.92 20.30±5.23 -1.48 0.146
After 20.76±2.22 19.48±3.69 2.50 0.122*
Diff 2.88±4.81 -0.83±3.68 5.60 0.023* 0.131 0.39

   Professional (5-25) Before 15.71±2.54 17.48±2.89 -2.02 0.051
After 16.71±1.65 16.39±2.74 1.25 0.272*
Diff 1.00±2.57 -1.09±2.68 6.94 0.012* 0.158 0.43

SD, standard deviation; CS, compassion satisfaction; CF, compassion fatigue; ST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ff, difference (score from the post writing 
program - score from the baseline); f, effect size.
*ANCOVA adjusted by the baseline relational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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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 후 실험군의 극복력은 6.88 ±11.29점 

증가되었고 대조군에서 -4.43 ±11.11점 감소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0.008). 극복력 하위영역에서 실험군의 상황적 패턴은 2.59 ± 4.21점 

높아졌고 대조군에서 -1.04 ± 3.67점 낮아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2). 실험군의 철학적 패턴의 변화값은 2.88 ± 4.81점 높아졌고 대조

군에서 -0.83 ± 3.68점 낮아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3). 실험군

의 전문적 패턴의 변화값은 1.00 ± 2.57점 높아졌고 대조군에서 -1.09 ±

2.68점 낮아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2) (Table 4). 표현적 글쓰

기는 극복력과 하위영역 상황적 패턴 증진에 17.7%의 설명력과 큰 효

과의 크기(f = 0.46)를 보였고 상황적 패턴 증진에 22.3%의 설명력과 큰 

효과의 크기(f = 0.54), 철학적 패턴 증진에 13.1%의 설명력과 중간효과

의 크기(f = 0.39), 전문직 패턴 증진에 15.8%의 설명력과 큰 효과의 크

기(f= 0.43)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 삶의 질과 

극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외상성 사건 경험은 실험군과 대조

군에서 중등도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외상성 사건을 ‘자주-매주 자주 

경험한다’는 실험군에서 17.6%, 대조군에서 17.4%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공감 피로인 소진은 ‘이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감정이라면 이

차외상스트레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감정을 갖는 것으

로 전문직 삶의 질에서 공감만족과 공감피로의 소진 및 이차외상스트

레스 점수가 22점 이하는 낮은 수준, 23-41점은 보통 수준, 42점 이상은 

높은 수준이라는 기준에 따라[5]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만족, 소진, 이

차외상스트레스 점수는 23-4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공감만족 32.0점, 소진 29.7점, 이차외상스트레스 28.1점이었

고[21]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 만족은 실험군에서 29.78점, 대조군에서 

30.27점인 Kim and Park [23]의 보고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극복력 또

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Kim and Choi 

[3]가 보고한 중환자실 간호사 169명의 극복력 점수와 유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직 삶의 질과 극복력의 영향 요인인 개인 특

성과 조직 특성[4,5,7,11]의 동질성 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특성

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 극복력의 하위 영역인 관계적 패턴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공변수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글쓰기 도입- 마음 준비-글쓰기-자기 성찰로 구성된 주 

1회, 1회 30분, 총 5회의 표현적 글쓰기는 공감만족, 소진, 이차외상스트

레스의 전문직 삶의 질 증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현적 글쓰

기가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전문직 삶의 질의 긍정적 요인인 공감 만족

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응급실 간호사의 공감만족을 높였고[23],  

15명의 병원 간호사에게 호흡요법과 명상요법을 주 5일씩 4주 동안 적

용한 후 공감만족을 높이고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

[24].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모여 나눔의 단계를 적용할 수 없

었고 개인적 표현적 글쓰기 작업은 인지행동 능력과 긍정적 정서를 높

인다는 보고를 근거로[13] 표현적 글쓰기를 개인적 작업으로 수행하였

다. 그러나 글쓰기를 통해 외상성 사건을 마주할 때 외상성 사건의 단

순화와 긍정 경험 강화에 도달하거나 또는 외상사건의 충격에서 빠져

나오거나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25] 글쓰기를 개인적인 활동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고려하며 집단적 나눔을 통해[14] 표현

적 글쓰기의 전문직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글쓰기는 외상성 사건 경험에 대한 감정을 노출시키고 외상성 사건

을 조직화하여 정신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사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 외상 후 성장의 한 형태인 극복력을 높이는데[2] 본 연구

에서도 실험군의 극복력이 증진되었고 하위영역 상황적 패턴, 철학적 

패턴, 전문적 패턴의 극복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이는 Pennebaker 지침

에 따라[13,14] 직접적으로 경험한 외상성 사건을 쓰기-외상사건에 대

한 내면의 감정을 쓰기-외상성 사건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기- 

외상성 사건과 화합할 수 있는 이야기 창작하기로 구성된 6회의 표현

적 글쓰기를 통해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39명의 극복력이 증진되었다

는 선행 보고[17]와 일치하였다. 66명의 건강 관리자에게 깊은 내면의 

생각과 정서적 감정에 대해 단순하게 글쓰기를 3일 동안 연속하여 수

행한 결과 적응적 대처 기전을 높여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고 직무관련 

소통이 증가하였다[18]. 따라서 표현적 글쓰기는 외상성 사건으로 인

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

인인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17] 본 연구 결과는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

점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중

환자실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동료와의 집단적 나눔을 통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를 종료한 실험군의 수는 분석에 적절하였으

나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밝히

지 못하였고 중도 철회 및 표현적 글쓰기 횟수 부족으로 탈락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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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점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주 1회

씩 5주간 수행한 결과 표현적 글쓰기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극복력 증

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낮은 수준부터 보통 수준의 공감피로를 

보이는 간호사라도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높은 소진과 이차 외상스트레스 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므

로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사건 경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환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극복력 증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실험군의 탈락률이 높았으

며 표현적 글쓰기가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밝히지 못하

였으므로 다기관을 포함하여 대상자 수를 늘린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표현적 글쓰기는 극복력을 증진시켰고 극복력은 공감만

족 증진과 공감피로 완화에 중요한 요인이므로[12] 표현적 글쓰기의 시

간과 횟수 및 구성 전략을 수정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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