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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linical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Kim, Eun Suk

Advisor : Prof. Ryu, So-Yeo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ntoring fun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linical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300 nurses of in K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version 18.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mentoring fun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3.76 ± 0.42, 3.44 ± 0.39, respectively.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mentoring

fun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 = .399, p

<.001).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ntoring function (B=.284, p<.001),

self-related health (B=.195, p=.015), educational attainment (B=.197, p=.021),

leisure activity (B=.162, p=.002) and drinking (B=-.085, p=.047) had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5 -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and

apply systematic mentoring program for promo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clinical nurses in the hospital.

Keyword: Mentoring function; Nurse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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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활수준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증가에 따라 병원조직은 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고 다양한 전문 인력의 팀 접근이 필요하므로 의료

인력관리가 중요하다(Lee & Kim, 2012). 그 중 병원전체 인력의 45.6%를 차지하는

단일부서의 최대 규모인 간호 조직은(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9),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 향상을 위한 핵심인력이다(Kim & Kim,

2018). 그러므로 의료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병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조직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Lee & Kim,

2012).

최근 많은 조직들이 멘토링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Viator, 2001), 여러 기업 임

원의 96%가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an et al, 2013). 효과적인 인적자

원관리 전략인 멘토링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선배가 동료나 후배에게 조직생

활에서 터득한 지혜를 전해주고, 조직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Noe, 1988; Kim et al, 2012; Kim, 2013).

여러 선행연구에서 멘토링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간호업무성과 및 조직

몰입을 향상시켜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Lee et al,

2010; Han et al, 2013; Park & Han, 2016; Kim & Kim, 2018; Sim, 2018). 간호사

의 멘토링 요구도 조사에서 신규 간호사는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요구하였고, 부서이동 간호사는 인간관계 및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요구하는 등 신규 간호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력 간호사들이 멘토링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Ry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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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만족을 증대시키고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켜

병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들 수 있다(Lee & Kim, 2012; Kang & Bae, 2015). 심리적 안녕감이란 자아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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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말한다(Ryff, 1989). 심리

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

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01).

지금까지 간호사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른 사람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Jun et al, 2015),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고(Kang & Bae, 2015; Kwon, 2018),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위가 높다(Choi & Sung, 2013)는 연구 등이 있다.

Jun 등(2015)의 선행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의 우울감소를 위해 멘토-멘티 프

로그램을 활성화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 Lee 등(2010)의 연

구에서 멘토링은 간호사의 심리, 사회적 변수에 긍정적 효과로 인해 임상 간호사의

유지 전략으로서 멘토링의 적극적인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간호사의 멘토링 요구도와 함께 멘토링은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이며(Ryu, 2014), 두 변수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므로 멘토링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고, 간호사

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

녕감 증진을 위한 방안과 병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전략수립에 도움

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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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파악하고, 멘토링 기능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임

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둘째,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 셋째,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

넷째,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다섯째,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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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K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전체 385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을 받기 전 연

구대상 병원 간호부장 및 교육과장에게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각 부서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필요성, 설문지 및 동

의서 작성 방법을 설명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

상으로 서면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와 응답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투명한 회

수용 봉투를 함께 배부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불투명한 회수용 봉투 안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전체 385

명 중 362명(94%)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 중 멘토가 없다고 응답한 56명과 설문지

응답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한 300명을 최종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전 C대학교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CHOSUN 2018-08-013-001)을 받은 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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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 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24세 이하, 25-34세 미만, 35-44세 미만, 45세 이상), 성별(여자, 남자),

학력(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결혼 상태(미혼, 기혼), 자녀유

무, 종교유무를 조사하였고, 건강관련 특성은 음주유무,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보

통, 나쁨), 규칙적인 운동(하지 않는다, 한다), 여가 활동(하지 않는다, 한다), 치료중

인 질환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2. 직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은 직위(일반 간호사,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근무형태(순환

근무, 고정 근무), 근무부서(병동, 외래, 특수부서, 전담 간호사), 현 병원 경력(1년

이하, 1-4년 미만, 5-9년 미만, 10-19년 미만, 20년 이상), 현 부서 경력(1년 이하,

1-4년 미만, 5년 이상) 등을 조사하였다. 근무형태로 2교대 및 3교대는 순환 근무

로, 동일한 시간의 근무는 고정근무로 간주하였다. 근무부서에서 특수부서는 수술

실, 응급센터, 중환자실, 분만실 등이며, 간호부, QI실, 보험 심사과 등의 기타부서

는 외래 근무시간과 동일한 고정 근무이므로 외래부서로 포함시켰다.

3. 멘토관련 특성

멘토관련 특성은 멘토 수(1명, 2명, 3명 이상), 멘토 접촉 방법(직접 만남, 전화통

화, 핸드폰 메시지, 메일), 월 멘토 접촉 횟수(1-4회 미만, 5-9회 미만, 10회 이상)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멘토는 비공식적 멘토로서 멘토와 멘티간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한다(Park & Cha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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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멘토링 기능

멘토로서의 역할 기능에 대한 Kram(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Noe(1988)에

의해 개발된 Mentoring Function Scale을 Kwak(2004)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하위개념인 경력개발 기능 8문항, 역할모델 기능 4문항, 심리·사

회적 기능 11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경력개발 기능이란 멘티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

한 요령을 습득하게 해주고, 승진 또는 경력개발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이다. 역할모델 기능은 멘토가 역할 전수자로서 멘티에게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적절한 행동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전해주고, 멘티는 멘토를 바람직한

역할 모형이나 준거의 틀로 선정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조직 내 멘티의 역할 수행

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심리·사회적 기능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간

의 신뢰를 바탕으로 멘티가 조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

주고, 자신감을 가지며, 복잡한 조직의 상황에서 자아에 대한 명확성을 고양시켜

주는 기능이다(Noe, 1988; Scandura, 1992; Kim, 2014).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

록 멘토링 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ak(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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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을 Kim 등(2001)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하위개념인 자아

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찰력 8문항, 삶

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개념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자아수용이란 자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점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낙관적인 작용, 성숙에 대

한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하며, 긍정적 대인관계가 높은 사람은 높은 공감도와 호의

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상호 교류를 이해할 수 있다. 자율성은 결

단력이 있어 자기 결정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하

며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통찰력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며,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목적은 삶의 의미, 목적,

방향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며, 개인적 성장은 자신을 잘 알고 단점을 극복하

며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 계속 성장

하는 것을 의미한다(Ryff, 1989; Choi & Su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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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 46문항 중 23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산처리 하였다. 평

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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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

검정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p<0.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관련, 멘

토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대상자의 멘토링 기능 및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직무관련, 멘토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

적 안녕감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단순분석에서 일반적, 직무관련, 멘토관련 특성 중 유의한 변인들

을 독립변수로 함께 포함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변수를 만들어서 다중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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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25-34세가 40.0%로 가장 많았으

며, 평균 연령은 34.9±9.7세였다. 여성이 98.7%로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7.3%, 결혼상태는 기혼이 50.3%, 자녀가 없는 대상자가 54.7%,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96.7%로 대부분이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or Mean±SD

Age (year) 34.9±9.7

≤24 43 (14.3)

25-34 120 (40.0)

35-44 77 (25.7)

≥45 60 (20.0)

Gender

Woman 296 (98.7)

Man 4 ( 1.3)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28 ( 9.3)

University 202 (67.3)

≥Graduate school 70 (23.3)

Marital status

Unmarried 149 (49.7)

Married 151 (50.3)

Children

No 164 (54.7)

Yes 136 (45.3)

Religion

No 10 ( 3.3)

Yes 290 (96.7)

Total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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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음주하는 대상자가 57.3%,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5.0%,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65.7%, 여가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78.7%로 많았으며, 치료중인 질환이 없

는 대상자가 87.0%로 많았다(Table 2).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Drinking

No 128 (42.7)

Yes 172 (57.3)

Self-related health

Good 108 (36.0)

Fair 165 (55.0)

Bad 27 ( 9.0)

Regular exercise

No 197 (65.7)

Yes 103 (34.3)

Leisure activity

No 64 (21.3)

Yes 236 (78.7)

Co-morbid state

No 261 (87.0)

Yes 39 (13.0)

Total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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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or Mean±SD

Position

General nurse 250 (83.3)

Charge nurse 24 ( 8.0)

≥Head nurse 26 ( 8.7)

Duty

Rotation 212 (70.7)

Fixed 88 (29.3)

Deparment

Ward 127 (42.3)

OPD
*

55 (18.3)

Special 95 (31.7)

PA
$

23 ( 7.7)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ears) 11.4±10.2

〈1 30 (10.0)

1-4 72 (24.0)

5-9 50 (16.7)

10-19 85 (28.3)

≥20 63 (21.0)

Current department (years) 3.3±4.7

〈1 69 (23.0)

1-4 163 (54.3)

≥5 68 (22.7)

Total 300 (100.0)

2.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순환 근무가 70.7%, 근무부서는 병동이 42.3%, 현 병원 근

무경력은 10-19년이 28.3%, 현 부서 경력은 1-4년이 54.3%로 많았다(Table 3).

Table 3. Work-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
OPD(Outpatient Department),

$
PA(Physician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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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or Mean±SD

Mentor Number 1.9±1.3

1 162 (54.0)

2 79 (26.3)

≥3 59 (19.7)

Contact method
*

Meeting 254 (84.7)

Phone call 139 (46.3)

HP massage 112 (37.3)

Mail 4 ( 1.3)

Contact Number per months 5.5±6.4

1-4 201 (67.0)

5-9 40 (13.3)

≥10 59 (19.7)

3. 멘토관련 특성

대상자의 멘토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멘토 수는 1명이 54.0%로 가장 많았으

며, 멘토 접촉 방법은 중복응답으로 직접 만남이 84.7%, 월 접촉 횟수로는 1-4회가

67.0%로 가장 많았다(Table 4).

Table 4. Mento-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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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Range

Mentoring function 3.76±0.42

Career development function 3.68±0.46 1～5

Role modeling function 3.86±0.52 1～5

Psychosocial function 3.79±0.45 1～5

Psychological well-being 3.44±0.39

Self acceptance 3.44±0.47 1～5

Positive relations to other 3.75±0.57 1～5

Autonomy 3.04±0.43 1～5

Environmental mastery 3.38±0.47 1～5

Purpose in life 3.92±0.54 1～5

Personal growth 3.48±0.57 1～5

B. 멘토링 기능 및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멘토

링 기능의 전체평균과 표준편차는 3.76±0.42점이며,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경력개발 기능 3.68±0.46점, 역할모델 기능 3.86±0.52점, 심리·사회적 기능 3.79±0.45

점이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평균과 표준편차는 3.44±0.39점이며, 하위요인별 평

균과 표준편차는 자아수용 3.44±0.47점, 긍정적 대인관계 3.75±0.57점, 자율성

3.04±0.43점, 환경에 대한 통찰력 3.38±0.47점, 삶의 목적 3.92±0.54점, 개인적 성장

3.48±0.57점이었다(Table 5).

Table 5. The level of mentoring fun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14 -

C.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1.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학력(F=8.164, p<0.001), 결혼상태(t=-2.343, p=0.020), 자녀유무

(t=-3.069, p=0.002), 음주유무(t=3.096, p=0.002), 주관적 건강상태(F=14.184,

p<0.001), 여가활동유무(t=-3.831, p<0.001), 치료중인 질환유무(t=2.443, p=0.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의 대상자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의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결혼한 대상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자녀가 없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가 음주하

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여가활동을 하는 대상자가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

이 높으며, 치료중인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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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Age (year)

≤24 3.40±0.34 2.364 (0.071)

25-34 3.40±0.41

35-44 3.43±0.37

≥45 3.56±0.38

Gender

Woman 3.44±0.39 2.264 (0.063)

Man 3.35±0.07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a

3.35±0.30 8.164 (0.001) a,b<c

University
b

3.40±0.37

≥Graduate school
c

3.60±0.43

Marital status

Unmarried 3.39±0.38 -2.343 (0.020)

Married 3.49±0.40

Children

No 3.38±0.38 -3.069 (0.002)

Yes 3.51±0.38

Religion

No 3.35±0.35 -0.762(0.447)

Yes 3.44±0.39

Drinking

No 3.52±0.39 3.096 (0.002)

Yes 3.38±0.38

Self-related health

Good
a

3.57±0.38 14.184 (0.001) a>b>c

Fair
b

3.39±0.36

Bad
c

3.20±0.44

Regular exercise

No 3.43±0.40 -0.802 (0.423)

Yes 3.46±0.36

Leisure activity

No 3.28±0.36 -3.831(0.001)

Yes 3.48±0.39

Co-morbid state

No 3.46±0.39 2.443 (0.015)

Yes 3.30±0.36

Table 6.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sev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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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Position

General nurse 3.41±0.38 4.219 (0.016)

Charge nurse 3.60±0.47

≥Head nurse 3.57±0.34

Duty

Rotation 3.42±0.36 -1.204 (0.231)

Fixed 3.49±0.44

Deparment

Ward 3.42±0.35 0.493 (0.687)

OPD 3.48±0.50

Special 3.46±0.38

PA 3.38±0.34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ears)

〈1
a

3.31±0.31 4.283 (0.002) a,c<e

1-4
b

3.49±0.44

5-9
c

3.34±0.33

10-19
d

3.40±0.37

3.58±0.38≥20
e

Current department (years)
0.285 (0.752)3.42±0.38〈1

3.43±0.401-4

3.47±0.37≥5

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위

(F=4.219, p=0.016), 현 병원경력(F=4.283, p=0.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현 병원경력이 20년 이상

인 간호사가 1년 이하 및 5-9년의 간호사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7).

Table 7.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work-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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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t or F
(p-value) Sheffe

Mentor Number

1
a

3.37±0.33 5.542 (0.004) a<b,c

2
b

3.52±0.43

≥3
c

3.52±0.44

Contact Number per months

1-4 3.41±0.38 2.334 (0.099)

5-9 3.56±0.37

≥10 3.45±0.43

3. 멘토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대상자의 멘토관련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멘토 수

(F=5.542, p=0.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멘토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대상자가 1명인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Table 8.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mento-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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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V1 V2 V3 V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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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895 (<0.001) 1

V3 .932 (<0.001) .713(<0.001) 1

V4 .813 (<0.001) .661(<0.001) .663(<0.001) 1

V5 .399 (<0.001) .342(<0.001) .384(<0.001) .324(<0.001) 1

D.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멘토링 기능이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았다(r=.399, p<.001). 심리적 안녕감과 멘토링 기능의 하

부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개발 기능(r=.342, p<.001), 심

리·사회적 기능(r=.384, p<.001), 역할모델 기능(r=.324, p<.001) 모두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9).

Table 9.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ntoring fun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V1 : Mentoring function(total) V2 : Career development function V3 : Psychosocial function

V4 : Role modeling function V5 :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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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요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 멘토관련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변수를 선택해서 독

립변수로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F=6.555(p<.001), 설명력

은 24.0%였다.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284,

p<.001), 멘토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 밖에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여기는 경우에 비해 좋다고

여기는 경우(B=.195, p=.015), 학력이 전문대 졸업에 비해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

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B=.197, p=.021),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여

가활동을 하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며(B=.162, p=.002),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음주하는 경우가(B=-.085, p=.047)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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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85 .396 4.76 <.001

Mentoring function (scores) .284 .052 .305 5.51 <.001

Gender (/Man)

Woman .048 .177 .014 .270 .787

Educational attainment (/College)

University .053 .070 .064 .75 .455

Graduate school .197 .085 .215 2.32 .021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010 .084 -.013 -.12 .904

Children (/No)

Yes .137 .090 .175 1.51 .132

Religion (/No)

Yes .027 .113 .013 .243 .808

Drinking (/No)

Yes -.085 .043 -.109 -2.00 .047

Self-related health (/Bad)

Good .195 .080 .242 2.44 .015

Fair .104 .075 .134 1.39 .166

Leisure activity (/No)

Yes .162 .051 .171 3.16 .002

Co-morbid state (/No)

Yes -.077 .064 -.067 -1.206 .229

Position (/General nurse)

Charge nurse .052 .094 .037 .56 .579

Head nurse .033 .100 .024 .33 .739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ears) -.007 .004 -.195 -1.94 .054

Mentor Number -.005 .016 -.018 -.32 .747

Contact Number per months .003 .003 .043 .79 .431

Adjusted R²=.240, F=6.555, p<.001

Table 10.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21 -

Ⅳ. 고찰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방안과 병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의 평균 점수는 3.76±0.42점으로 간호사

의 평균 임상경력은 11.43년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6개월 이상 4년 미만

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010)의 3.51점, 3년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

(2011)의 3.41점, 평균 임상경력 3.7년 대상으로 연구한 Kim & Kim(2018)의 3.64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임상경력 6.1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Sim(2018)의 3.88점

보다는 낮았고, Scandura(1992)의 도구를 사용하고 평균 임상경력 6.25년을 대상으

로 연구한 Park & Han(2016)의 3.72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

구 대상자의 임상 경력의 차이로 인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멘토링 기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Kim & Kim, 2018).

멘토링 기능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역할모

델 기능이 3.86±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사회적 기능 3.79±0.45점

이었고, 경력개발 기능은 3.68±0.46점으로 가장 낮았다(Park & Han, 2016; Kim &

Kim, 2018; Sim, 2018). 이는 간호조직의 전문적인 특성으로 간호행위가 환자의 생

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상급자의 기술과 역할을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Park & Han, 2016). 그러므로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들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역할 습득을 위해 경력 간호사를 활용한 역할모델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상호신뢰 및 친근감을 바탕으로 고민을

상담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심리·사회적 기능 및 경력개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과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Noe, 1988; Scandura, 1992;

Park & Han, 2016).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3.44±0.3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Choi와 Sung(2013)의 3.45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Kang과 Bae(2015)의 3.3

점, Jun 등(2015)의 3.3점, Jung(2014)의 도구를 사용한 Kwon(2018)의 3.25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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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3.44점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Lee(2009)의 3.5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Park & Son(2011)의 3.61점보다 낮게 나타나 타 직종에 비해 임상 간호사의 심리

적 안녕감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Jun et al, 2015).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5점 만점이며, 삶의 목적이

3.92±0.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 대인관계 3.75±0.57점, 개인적 성장 3.48±0.57

점, 자아수용 3.44±0.47점, 환경에 대한 통찰력 3.38±0.47점, 자율성 3.04±0.43점 순

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가 3.69점(Choi & Sung, 2013), 3.62점

(Kang & Bae, 20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율성은 3.03점(Choi & Sung, 2013),

3.14점(Kang & Bae, 201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Jung(2014)의 도구를 사용한

Kwon(2018)의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이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아수용이 3.13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 중 자율성의 점수가 낮은 이

유는 상호 의존적인 역할이 많은 임상 간호사의 업무특성과 간호조직의 위계적 문

화가 비교적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hoi & Sung, 2013). 그러므로 임상 간

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로가 삶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고(Kwon, 2018), 조직과 기관의 원칙에 따른 간호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Kang

& Bae, 2015).

본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 결과 멘

토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

는 멘토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지므로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 멘토링 기능(B=.284, p<.001), 주관적 건강상태(B=.195, p=.015), 학력

(B=.197, p=.021), 여가활동(B=.162, p=.002), 음주(B=-.085, p=.047)순으로 나타나 멘

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높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

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환자 및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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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하여 간호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간

호업무성과 및 환자만족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병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

게 된다(Lee & Kim, 2012; Kang & Bae, 2015). Jun 등(2015)의 선행연구에서는

임상 간호사의 우울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임상 간호사의 우울감

소를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

다. Lee 등(2010)의 선행연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간호사 유지관리에 깊은 관계

가 있는 심리, 사회적 변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임상 간호사의 유지

전략으로서 멘토링의 적극적인 도입 및 사용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Han 등(2013)

의 연구에서 멘토링의 역할모델 기능은 역할갈등 감소에, 심리사회적 지지기능은

역할 모호성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멘토링은 조직 내 구성원에서 요

구되는 복합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역할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구성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조직 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Sosilk & Godshalk, 2000) 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

호조직의 관리자들은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멘토링에 관심을

가지고 멘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멘토 육성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Han et el, 2013) 임상현장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

여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다음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

다고 여기는 경우에 비해 좋다고 여기는 경우였다(B=.195, p=.015).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상관성 비교는 어렵지만, Choi & Sung(2013)의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지각된 건강상태는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r=.34, p<.001). 그리고 학력이 전문대 졸업에 비해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B=.197, p=.021), 이는 선

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Jun et al; 2015, Kang & Bae; 2015).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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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요인으로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심리

적 안녕감이 높았으며(B=.162, p=.002),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음주하는 경

우가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B=-.085, p=.047).

그 밖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단순분석 결과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현 병원경력이 20년 이상인 대상자가 1년 이하 및

5-9년의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 심

리적,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Jun et al,

2015). 또한 치료중인 질환이 없는 경우, 멘토 수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대상자가

1명인 대상자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러므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에 있어 멘토 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G광역시 소재 일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국한되

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임상 간호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임

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병원의 다른 환경과 특성으

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셋팅을 위해 일개 병원을 대상

으로 전수 조사한 연구와 함께 임상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으

로 멘토링 기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멘토링 기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어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멘티들에

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멘토 육성과 체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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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여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방안과 병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광

역시 소재 K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총 30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

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임상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은 평균 3.76±0.42점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은 평균 3.44±0.39점이었다. 단순분석 결과 일반적인 특성 중 학력, 결혼상태, 자녀

유무, 음주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활동유무, 치료중인 질환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관련 특성 중 직위, 현 병원경력, 멘토관련 특성 중 멘토 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관분석 결과 멘토링 기능과 심리적 안녕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399, p<.001), 멘토링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멘토링 기능은(B=.284, p<.001)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건강상태(B=.195, p=.015), 학력

(B=.197, p=.021), 여가활동(B=.162, p=.002), 음주(B=-.085, p=.047)가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 및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위한 멘토 육성과 체계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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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임상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것

입니다.

* 연구방법

귀하는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면 본 연구에 참여 하시게 됩니

다. 귀하가 작성한 동의서를 연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구담당자는 귀하를 대상으로 본 연

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소요시간 : 10~15분)

* 연구의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혹은 불편사항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이므로 피험자에게 어떠한 위험요소가 없고 단, 일정 시간동안 설

문지 작성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편감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및 비밀보장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정보수집,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입니다. 귀하

는 위 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귀하의 익명을 보장

하고 귀하의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를 철회할 권리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

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책임자 : 김은숙 전화번호 : 010-XXXX-XXXX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 궁금점이 있을 시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전화번호: 062 220-XXXX

201 년 월

연구자 : 김 은 숙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전공

(HP : 010-XXXX-XXXX, e-mail : XXXX@naver.com)

본 연구의 목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서명 (인)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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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임상간호사의 멘토링 기능이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임상업무 및 임상생활 적응 과정에서 선배 간호사 및 상사를

통해 필요한 교육이나 조언, 역할 모델로서 도움을 주거나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준 선배 간호사 및 상사를 멘토라 생각하시고 도움을 받는 멘

티 입장에서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

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문 지

♣ 해당 항목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전문대(3년) ② 대학교(4년) ③ 대학원(재학포함) 이상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사별, 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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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자녀수는 몇 명 입니까? 명)

6. 귀하의 종교는?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7. 귀하의 직위는?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과장이상

8.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교대 근무 ② 고정 근무

9. 귀하의 현재 근무 부서는?

① 내과계 병동 ② 외과계 병동 ③ 외래부서

④ 특수부서(중환자실, 응급센터, 수술실 등) ⑤ 내과계 전담간호사

⑥ 외과계 전담간호사 ⑦ 기타 ( )

10. 귀하의 현 병원의 임상경력은? ( )년 ( )개월

11. 현 부서의 경력은? ( )년 ( )개월

12. 귀하의 최근 1년 이내 부서이동 경험은?

① 없다 ② 있다

✱ 건강관련 특성

13. 귀하의 술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안 마신다 ② 한 달에 1번 이하 ③ 한 달에 2~4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14. 귀하는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① 흡연하지 않음 ② 과거 흡연하였으나 현재 금연 중 ③ 흡연함

15.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좋다 ② 대체로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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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멘토는 그가 과거 조직 생활을 하면서 경

험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에게 말해준

다

① ② ③ ④ ⑤

2
멘토는 조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

별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멘토는 나와 생각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는 나의 현재 조직생활의 단계를 알려

주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멘토는 나에게 미래의 조직의 발전, 직무

를 감당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

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현재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주당 일 )

17. 귀하의 여가활동은?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가끔 하고 있다 ③ 보통으로 하고 있다

④ 자주하고 있다 ⑤ 항상 하고 있다

18. 귀하는 치료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멘토관련 특성

19. 귀하는 멘토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멘토는 몇 명입니까? 명)

20. 멘토와 접촉방법은? (중복응답가능)

① 직접 만남 ② 전화통화 ③ 핸드폰 메시지 ④ 메일 ⑤ 기타( )

21. 멘토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접촉방법 모두포함) ( )회/월

✱ 다음은 멘토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멘토를 생각하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V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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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멘토는 나의 바라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멘토는 나를 조직의 상사들에게 인사시켜

주며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멘토와 나는 조직생활 이외에도 사적으로

많은 접촉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멘토의 조직생활의 방법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멘토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조직에서 멘토와 비슷한 위치가 된다

면 현재 그가 취하는 행동을 닮으려고 노

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멘토가 나를 지도해 주는 방법

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멘토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멘토는 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나의 의

견을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멘토는 내가 하는 조직생활에서 새로운 방

법으로 해 볼 것을 권면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멘토는 나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어준

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 자신의 조직의 문제와 직장동료와

의 관계, 가정의 문제 등을 멘토와 함께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멘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불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멘토는 내가 조언을 구했던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멘토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될 수 있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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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멘토는 내가 상의했던 문제에 대한 비밀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멘토는 조직 이외의 생활에서 취미생활이

나 식사 등과 같이 하도록 초대한 적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3

멘토는 내가 조직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사

들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

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

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실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남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세히 읽고 해당 항목에 V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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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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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2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사

람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친구들은 믿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대다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

람들의 영향을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

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

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내 자

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

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

가하지, 남들이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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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힘겹다. ① ② ③ ④ ⑤

26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나 돈 문제

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

을 제 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

려올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

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으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4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39
현재의 내 활동 반경(생활영역)을 넓힐 생

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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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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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매우

그렇다

40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만한 새로

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41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42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야 할 새로운 상황

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

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

각은 오래 전에 버렸다.
① ② ③ ④ ⑤

*46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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