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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LIFO 행동유형 별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간호사들의 조직 내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

집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LIFO 행동유

형 72문항, 회복탄력성 5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151문항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coefficient,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카이제곱 검정,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은 호의적/비호의적 상황에서 지지/포기형(S/G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호의적 상황에서는 적응/타협형(A/D형), 신중/고집형

(C/H형), 주도/강제형(C/T형)으로 나타났다. 비호의적 상황에서는 지지/포기형(S/G

형), 그 다음으로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A/D형), 주도/강제형(C/T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최대 5점에 3.35점, 자아존중감은 최대 4점에 3.02점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공감능력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원인분석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정서조절력,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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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적극도전성이 3.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

호의적 상황에서 연령(χ
2
=17.334, p<.01), 결혼여부(χ

2
=8.137, p<.05), 자녀여부

(χ
2
=8.57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자

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6.112, p<.01), 동거가족 여부의 경우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회복탄력성 t=2.466, p<.05, 자아존중감 

t=2.244, p<.05). 자녀여부 및 종교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자녀여부 t=2.719, p<.01, 종교 F=3.437, p<.01), 학력의 경우 회

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회복탄력성 

F=4.968, p<0.01, 자아존중감 F=3.002, p<.05). 

 

4)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

의 경우 비호의적 상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19.107, 

p<.05), CLS의 경우 호의적 상황과 비호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호의적 상황 χ
2
=22.445, p<.01, 비호의적 상황 χ

2
=19.769, p<.05). 회복탄

력성과 자아존중감에서는 총 경력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며(F=3.555, p<.05), 근무형태의 경우에도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93, p<.05). 

 

5)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에서만 비호의적 상황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979, 

p<0.01). 비호의적 상황 시 자아존중감은 적응/타협형(A/D형)이 3.17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신중/고집형(C/H형)이 2.91점으로 가장 낮았다. 

 

6)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646, p<.001). 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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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의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며, LIFO 행동유형을 토대로 유형별 간호사의 

강점 개발 및 약점을 보완하여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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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의 의료계는 첨단화된 의료기술과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품질의 간호서비스 및 

환자안전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지희 외, 

2012).  

간호사는 새로운 지식, 기술 및 정보 습득과 더불어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양질의 간호를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과중한 업무와 제한된 자율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문인오 외, 2013). 또한 교대근무, 대인관계 

갈등, 환자들의 간호에 대한 높은 기대, 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인해 간호수행에 대한 

질적인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양야기, 

2011). 이렇듯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직무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조직에 몰입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간호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최경진, 2007). 

이러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 질적인 간호의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조용애, 2009).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관심, 성격, 필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처방식의 차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회복의 정도를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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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트레스를 극복한 후에는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나 능력이 하락되는 등 스트레스 대처에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Gillespie, Chaboyer, Wallis, & Grimbeek, 

2007, 재인용). 

회복탄력성 외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김애리, 1980)으로 자아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해낼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는 정도이다(편미수, 2010). 자아존중감은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유전, 사회적 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개인의 시각으로 확립된다(남인숙, 2008, 재인용). 이에 따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업무수행능력이 높고, 더욱 긍정적인 전문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사는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를 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한다(황선숙, 2008).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옥(2001)의 연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광자(201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많은 

선행논문(편미수, 2010; 윤금숙, 2010; 백다원, 2012; 강남희, 2013; 김귀례, 

2013)에서 간호사의 소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현장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으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유정이, 1999). 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며(홍원희, 1992),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외부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것도 다르므로 성격특성과 

행동유형은 직무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임숙빈, 김경의, 2005). 이렇듯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격이나 

행동유형, 근무환경, 가치관, 사회적 영향 등이 있다(김성국, 2008). 이중 성격은 

다양한 환경적인 배경이 복합화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자의 전유물이 아닌,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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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문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령 

혈액형에 따른 분류, 체형에 따른 분류 등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고 한다. 특히 기업(조직) 내에서는 더욱 더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업무 부여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며, 현재 많은 조직(기업 등)에서는 일정한 행동 

특성 및 성격에 대한 학습을 실행하고 있다(김기혁 외, 2007).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격, 인성, 감성, 

문화유형, 기질 등을 들 수 있는데(이인정, 2000), 이러한 개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개발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다시 그 

특성을 분석하게 된다(김정식, 2012). 인간이해의 유형화 이론에서 성격을 중심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9유형), MBTI 성격유형(16유형), 에고그램 

자아유형(5유형), DISC 행동유형(4유형), LIFO 행동유형(4유형)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유형은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고, 행동유형의 유사성은 상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다양성은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김성덕, 2007, 재인용). 그 중 LIFO(Life 

orientation) 행동유형은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강점이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는데 근거하여, 개인의 강점 계발과 

강점관리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지속적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LIFO 기법의 목적이다(김기혁 외, 2007). 그러므로 LIFO 기법을 토대로 개개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을 확인함으로써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과 

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나아가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LIFO 행동유형을 

토대로 간호사의 행동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점과 약점을 관리하여 

성취수준을 높이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행동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사의 행동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DISC(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행동유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LIFO 

행동유형을 적용한 연구로는 LIFO 행동유형별 접근법을 통해 간호단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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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오류 예방프로그램 개발(조광자 외, 2004), 프리셉터 LIFO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정윤희, 2011), 초보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양혜진, 

2013)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LIFO 행동유형별 접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LIFO 행동유형과 관련된 회복탄력성이나 자아존중감 등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을 통해 그들의 의사소통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함으로써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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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LIFO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LIFO 행동유형별 

회복 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 간호사들의 조직 내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 및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병원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병원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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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LIFO 행동유형 

 

(1) 이론적 정의 

LIFO란 Life Orientations의 약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우리

들의 기본적인 행동 유형을 뜻한다(김기혁, 양석균, 2007). LIFO는 인간의 

지향성을 4가지의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유형은 평상 시(일이 순조

로울 때, 호의적 상황)와 스트레스를 느낄 때(일이 순조롭지 못할 때, 비호

의적 상황)의 두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지지/포기형(Supporting-Giving; 

S/G형), 주도/강제형(Controlling-Taking; C/T형), 신중/고집형

(Conserving-Holding; C/H형), 적응/타협형(Adapting-Dealing; A/D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Stuart Atkins, 2003).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usiness Consultants, Inc.(Bcon; 비콘) 코리아의 LIFO 설

문지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행동유형은 호의적, 비호의적 상황에서의 지

지/포기형(S/G형), 주도/강제형(C/T형),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

(A/D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4가지 유형은 Stuart Atkins와 Allan 

Katcher(1967)에 개발하고 표준화된 72개 문항의 설문지로 측정한 점수로 

산출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다. 

 

 

2) 회복탄력성 

 

(1) 이론적 정의 

회복탄력성이란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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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 심리적 능력이며,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Garmezy, 

1993; Dyer & McGuinness, 1996; Luther et al., 2000)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Revich와 Shattea(2003)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권수현과 

이승연(2010)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정서조절력(emotion regulation), 충동통제력(impulse control), 

낙관성(optimism), 원인분석력(causal analysis), 공감능력(empathy),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적극도전성(reaching out) 등 7개의 하위개념,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1) 이론적 정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며, 자

아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영호(1993)가 번안한 

Rosenberg Self Esteem Scale(RSES)을 사용한다. RSES는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8 - 

II. 문헌 고찰 

 

 

1. LIFO 행동유형 

 

사회심리학자 Lewin(1951)은 인간의 행동(behavior)을 개인의 교유한 성격

적 특성(personality)과 개인이 처한 환경(environment)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성격이란 유전적 형질과 함께 어린 시절의 초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의 고유

한 내적 특성이고, 행동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외적 특성이므로 행동은 반드

시 성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행동은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지만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보다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이창준, 2002). 인간의 행동

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을 가

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행동유형

(behavior pattern)이라고 한다(이창준, 2002). 인간의 행동은 성격처럼 고정적으

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환경을 잘 해석할 경우, 

자신의 변화 및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김한준, 2004). 

 

LIFO란 Life Orientations의 약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잇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행동유형을 뜻한다(김기혁 외, 2007). LIFO 이론은 1960년 미국의 심리

학자인 Stuart Atkins 박사와 Allan Katcher 박사의 공동창안으로 개발되었으며,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강점이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 오히

려 약점으로 작용한다는데 근거한다. 따라서 개인의 강점을 찾아내 효율적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LIFO 기법의 목적이다(Stuart Atkins, 2003).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네 개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조합에 들어맞는 네 개의 행동 양식이 있다. 인간은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

르고,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고, 사물을 대할 때의 방식에 차이를 가

지며, 이 4개의 스타일에는 각각의 가치관, 목표, 강점을 반영한 명칭이 붙여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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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지지/포기형(Supporting-Giving; S/G), 주도/강제형(Controlling-Taking; 

C/T), 신중/고집형(Conserving-Holding; C/H), 적응/타협형(Adapting-Dealing; 

A/D)의 4가지 Style로 표현하고 있다. 

지지/포기형(Supporting-Giving; S/G)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유형은 그들에게 

무엇이든 주려 하고,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거나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와 조직의 이상과 가치, 뛰어난 목표들을 지지하고 성

원하는데 익숙해 있으므로, 업무에서 고도의 직업적인 지침을 따르며 그에 따라 평

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긴장과 갈등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여에 상당히 의지

함을 볼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는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의 일

환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의 가치와 이상까지도 억누르는 지나친 행동을 보

이게 된다. 극도의 긴장상태에서는 지나친 표출의 결과로 의타심과 무력함 그리고 

의기소침을 경험하게 된다(Stuart Atkins, 2003; 김기혁 외, 2007). 

주도/강제형(Controlling-Taking; C/T)은 이상보다는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 유형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고 일에 뛰어든다. 결과 지향적이며, 자주적이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상황을 변화

시키며,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게 행동한다. 이 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

시하는 위치에 서게 되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무심코 억압하고 제지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때론 행동이 앞서는 특성상 반대에 부딪히기 싶다. 쉽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관점에서 논쟁하고 싸우며 저항을 한다. 이 유형에서 강점의 과도한 표출은 

조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의 깊은 판단을 저

해할 수 있다(Stuart Atkins, 2003; 김기혁 외, 2007). 

신중/고집형(Conserving-Holding; C/H)은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나아가는 

유형을 말하는데, 지지/포기형(S/G형)이 반응적이고 주도/강제형(C/T형)이 행동적

임에 반해, 이 유형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다른 대안

들을 실제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조직적이며 방법론적으로 접근한다. 행동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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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전에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항상 안전한 길을 모색한다. 이익보다는 

손실을 피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갈등이 발

생한 경우 상호교류를 꺼리고 반응에 둔감해진다. 긴장상태에서 이 유형이 지나치

면 분석과 논리의 구사가 균형을 잃게 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반

응을 보일 때도 사고과정이나 생각을 한번 더 검색하므로 분석에 너무 집착하여 아

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Stuart Atkins, 2003; 김기혁 외, 2007). 

적응/타협형(Adapting-Dealing; A/D)은 상호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사람들

을 함께 동참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

켜주는 것을 최상으로 한다. 재치, 감수성, 사교적 기술은 이 유형이 잘 사용하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이기는 편에 서고, 성공하기 위하여 환경에 적응하

는 것들이 긍정적인 가치관이라 생각하며,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갈등이 때때로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갈등상황에서 이 유형의 강점은 균

형 잡히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유지하며 논쟁에서 자극적이고 편견적이거나 위압

적인 요소들을 피하는 데 있다. 즉 불리한 상황에서 이 유형들은 위기감을 줄이고 

사기저하를 막아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이 지나치면 사람들

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경우를 두려워하며 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Stuart Atkins, 2003; 김기혁 외, 2007). 

이러한 4개의 유형분류 외에 혼성 행동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행동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때 개인의 주된 행동방식은 2가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최소 선

호 유형이 하나이고 나머지 3개 유형이 혼성된 경우는 그 주된 행동방식은 다른 

세가지 유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모든 점수가 사실상 같을 수 이 있는 경우는 이

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빈도가 매우 낮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느 다른 

유형들에 대해 특정한 강점을 계발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쉽

게 이동할 것이다(Stuart Atkins, 2003; 김기혁 외,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

석과정에서는 이러한 복합 유형은 제외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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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O 이론에서는 하나의 이상적인 행동유형을 설정하지 않는데, 이는 4가지 

유형이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LIFO 기법의 목표는 조직 내 구성

원들의 각기 다른 강점을 찾아 발전시키고 또 개인들의 강점을 결합, 조직의 활성

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 표준화된 7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행동유형을 파악한다. LIFO 설문지는 호의적인 상황과 스트레스와 갈

등의 비호의적 상황으로 나누어 질문한다. 설문지 점수에 근거하여 개인의 강점을 

지지/포기형(S/G형), 주도/강제형(C/T형),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A/D

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하며 행동유형이 파악되면 업무스타일을 여기서 맞추고 

감정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서로의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조직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한국경제신문, 제8340호, 재인용). 이와 같은 LIFO 

이론은 MBTI 등 기존에 많이 시행되었던 성격 유형과 같이 내재적인 요소를 강조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마지막 단계인 ‘행동유형’을 강조한다(조광자 외, 

2004).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광자 등(2004)은 LIFO 행동 

유형별 접근법을 중심으로 간호단위 중심의 투약오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

체 투약오류 보고 건수조사 및 최대 선호 행동유형에 따른 일인당 투약오류 사례 

자가 보고 건수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여 신입간호사 배치 시 분석결과를 참고 삼아 

투약오류 가능성이 많은 행동유형에 대한 특별한 주의관찰 및 실제적 교육을 하였

다. 추후 간호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로 LIFO 최대 선호행동유형에 따른 

일인당 앗차사고 사례 자가보고 건수는 적응/타협형(A/D형)이 1.29건/1인으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지/포기형(S/G형)이 1.28건/1인으로 두번째 순위였

으며, 신중/고집형(C/H형)이 0.67건/1인으로 가장 낮았다. 정윤희(2011)은 프리셉

터 LIFO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프리셉터의 

LIFO 행동유형은 호의적, 비호의적 상황에서 모두 적응/타협형(A/D형)이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행동유형별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직무스트레

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중 신중/고집형(C/H형)이 가장 높았다. 

초보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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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몰입에 관한 연구(양혜진, 2013)에서는 호의적 상황 및 비호의적 상황으로 각각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호의적 상황에서 지지/포기형(S/G형)은 48.1%, 적응/

타협형(A/D형)은 21.4%, 주도/강제형(C/T형)과 신중/고집형(C/H형) 각각 15.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호의적 상황일 경우 초보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은 지지/

포기형(S/G형) 37.4%, 적응/타협형(A/D형) 22.1%, 신중/고집형(C/H형) 21.4%, 

주도/강제형(C/T형)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보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4

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직무

만족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 조직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외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지만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개인의 행동유형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별화

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LIFO 행동유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하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회복하여 긍

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 심리적 능력이며,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Garmezy, 1993; 

Dyer & McGuinness, 1996; Luther et al., 2000)을 의미한다. 김주환(2011)은 

resilience에 대한 정의를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

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개념

인 ‘탄력성’을 합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김동희, 2003)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스

트레스 상황 극복에 유용한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그 동안 취약한 그룹(환자나 아

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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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등과 함께 논의되며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조경진, 2016).  

회복탄력성의 핵심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의 적응 양상이나 효능감을 

가진 상태로 회복하는 힘과 능력에 있다(문인오 외, 2013). 회복탄력성이 있는 

간호사는 개인의 내, 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녕

감과 좋은 간호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간호사는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소진,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

에 직면할 수 있다(Gillespie, Chaboyer, Wallis, & Grimbeck, 2007, 재인용).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막중한 직무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하며 직무 스트레스를 덜 받아 높은 간호업무성과를 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부

남 등, 2011; 이안생, 2012). 김주환(2011)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고, 환경, 문화, 교육, 개

인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내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Sood et al.,(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스트레

스관리와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적용 후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또한 교육이나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 간호사들이 간호업무 수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

정적인 반응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진승희, 2016).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므

로(Sinclair & Wallston, 2004) 다양한 의미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제시하

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그 접근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이해리, 조한익,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Reivich와 Shatte(2003)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 Test)를 사용하여 회복탄력성

을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의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정서조절력(emotion regulation)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

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불안, 우울, 흥분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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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있는 능력(이윤정, 2006)이다. 김영란과 이영호(2009)의 연구에서 정서

조절력은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충동통제력(impulse control)에 대해서 김주환(2011)은 자신의 동기

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였

다. 충동통제력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

동하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므로 회복탄력성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낙관성(optimism)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하므

로 김주환(2011)은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

를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원인 분석력(causal analysis)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

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김주환, 2011)이다. 원인분석

력이 어떤 문제나 사건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회복탄력

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탁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감능력(empathy)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주환, 2011). 이러한 능력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권수현, 2009)이다. 

여섯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을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하는 것(강영식, 2003)이다. 즉,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실성의 정도 또는 믿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일곱째, 적극적인 도전성(reaching out)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것

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주환, 2011). 적극적 도전

성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즐기게 하므로 회복탄력성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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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회복탄력성은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적응력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개인의 타고난 자질이라기 보다는 학습으로 만

들어 질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이고 이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키울 

수 있으므로(김주환, 2011)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한 접

근이 필요하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

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Rosemberg, 1965)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 지도력

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유전, 사회적 학습 등

의 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개인의 시각으로 확립된다(남인숙, 2008). 이에 따라 높

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업무수행능력이 높고, 더욱 

긍정적인 전문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사는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를 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한다(황선숙, 

2008).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옥(2001)의 연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유광자(201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임을 

의미한다(이순미, 2015). 류세앙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요인으로서

의 자아존중감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율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 직무만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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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모두 개인의 보호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으

며(여지영, 박태영, 2013), 김민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

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긍정적인 정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높은 자존감

을 나타낸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을 높여 자신의 통제나 긍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곧, 자기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문제해결력을 높여 사회성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서혜석, 2006). 결국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

너지효과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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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및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을 파악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표출하여 구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LIFO 행동유형 

지지-포기형(S/G) 

주도-강제형(C/T) 

신중-고집형(C/H) 

적응-타협형(A/D)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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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예상 대상자수는 F-test 효과 크기

는 .15,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은 80%, predictors 7로 하였을 때 107명이 산출 되

었다. 설문 수집과정에서의 탈락 및 분석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설문 등의 가능성을 고

려하여 표본수는 270명으로 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240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13문항, LIFO 

행동유형 72문항, 회복탄력성 5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151문항의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 

 

1) LIFO 행동유형 

LIFO 행동유형 척도는 Stuart Atkins와 Allan Katcher(1967)에 공동 개

발한 이론으로 본 도구는 Business Consultants, Inc.(비콘) Korea의 LIFO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행동유형은 지지/포기형(S/G형), 주도/강제형

(C/T형),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A/D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척도는 일이 순조로울 때인 호의적인 상황과 스트레스 및 갈등을 느끼

는 비호의적 상황으로 나누어진 1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순위를 매기도록 

하며, 1개의 문항에 4가지 유형이 있어 ‘4’는 나와 같거나 비슷한 사고방식, 

‘1’은 나와 가장 멀거나 다른 사고방식을 나타난다. 총 72개 유형으로 나누

어지며, 각 상황에 따른 점수를 산출하여 4개의 행동유형을 각각 점수를 더해 

최대선호 유형을 구분한다. 총 점수는 호의적 상황일 때 90점, 비호의적 상황

일 때 90점이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Revich와 Shattea(2003)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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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를 권수현과 이승연(2010)

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

하고 Moon et al.,(2013)의 역환산 도구를 사용한다. 본 도구는 총 56문항으

로 정서조절력(emotion regulation), 충동통제력(impulse control), 낙관성

(optimism), 원인분석력(causal analysis), 공감능력(empathy),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적극성 도전성(reaching out)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

우 그렇다”면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원 도구는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던 중 9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삭제하고 최종 47개 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권수현과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였고, 하위 요인 별로는 정서조절력 .71, 충동통제력 .64, 자기효능감 .76, 적

극적 도전성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였

으며, 하위 요인 별로는 정서조절력 .66, 충동통제력 .61, 낙관성 .60, 원인분

석력 .60, 공감능력 .66, 자기효능감 .75, 적극적 도전성 .71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 : 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척도로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의미가 반대되는 문항은 역산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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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30일 ~ 11월 10일까지 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대상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득하였다. 자료수집

은 본 연구자가 우선 간호부에 연구의 협조를 얻은 후 연구 목적과 진행절차 등에 대

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 하에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간호단위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단위를 대상

으로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간호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며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조사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며, 원하지 않

는 경우에 언제라도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 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

에 이용되지 않음을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와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시행하였

다.  

설문조사 승인공문과 함께 회송봉투를 동봉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회송봉투에 넣

어 박스에 넣도록 설명하고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270부 중 270

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분한 자료로 작성된 30부를 제외한 240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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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해 산출하였다. 

5)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cient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 22 -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자가 95.8%, 남자가 4.2%로 나

타났으며, 연령에서는 20대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0대 이상의 순으로 나

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62.5%, 기혼이 37.5%로 나타났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54.2%, 없는 경우가 45.8%로 나타났다. 부모생존에서는 모두 생존이 88.3%

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72.1%, 있는 경우가 27.9%로 나타났다. 종교

에서는 없음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에서는 4년제 대학이 72.1%로 가장 많

았고, 대학원 이상, 간호전문대학/RN-BSN,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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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0)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자 

남자 

230 

10 

95.8 

4.2 

 

연령 

 

 

20~29 

30~39 

40이상 

132 

93 

15 

55.0 

38.8 

6.3 

30.23±5.74 

결혼상태 

 

미혼 

기혼 

150 

90 

62.5 

37.5 

 

동거가족 

 

있다 

없다 

130 

118 

54.2 

45.8 

 

부모생존 

 

 

모두 생존 

편부모 생존 

모두 없음 

212 

26 

2 

88.3 

10.9 

0.8 

 

자녀여부 

 

있다 

없다 

67 

173 

27.9 

72.1 

 

종교 

 

없음 

있음 

117 

123 

48.8 

51.2 

 

학력 

 

 

 

 

간호전문대학 

RN-BSN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기타(독학사 취득) 

15 

15 

173 

36 

1 

6.3 

6.3 

72.1 

15.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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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직무관련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임상경력은 평균 6.95년으로, 이중 2~5

년차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11년 이상, 6~10년,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경력은 평균 4.18년으로, 이중 2~5년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6~10년, 11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서는 병동이 62.1%로 가장 많았

고,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외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81.7%

로 가장 많았으며, 상근, 2교대, 밤번전담의 순으로 나타났다. CLS(Career Ladder 

System; 경력개발단계) 단계에서는 CN II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CN I, CN III, 

미해당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2.9%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간호

사, 전문지원인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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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N=240)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총 임상경력 

 

 

 

1년 미만 

2~5년 

6~10년 

11년 이상 

43 

79 

54 

64 

17.9 

32.9 

22.5 

26.7 

6.95±5.88 

현 근무경력 

 

 

 

1년 미만 

2~5년 

6~10년 

11년 이상 

69 

107 

43 

21 

28.8 

44.6 

17.9 

8.8 

4.18±4.13 

근무 부서 

 

 

 

 

병동 

중환자실 

외래 

응급실 

수술실 

149 

43 

12 

19 

17 

62.1 

17.9 

5.0 

7.9 

7.1 

 

근무 형태 

 

 

 

상근 

2교대 

3교대 

밤번전담 

24 

16 

196 

4 

10.0 

6.7 

81.7 

1.7 

 

CLS 단계* 

(경력개발단계) 

 

 

CN I 

CN II 

CN III 

미해당 

54 

143 

39 

4 

22.5 

59.6 

16.3 

1.7 

 

직위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전문지원인력 

223 

12 

5 

92.9 

5.0 

2.1 

 

* CLS(Career Ladder System)단계 : CN I, CN II, CN III(Clinical Nurse Level I,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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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1)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호의적 상황에서는 지지/포기형

(S/G형)이 37.9%로 가장 많았고, 적응/타협형(A/D형) 25.8%, 신중/고집형(C/H형) 

19.6%, 주도/강제형(C/T형) 11.3%, 기타 복합유형(동점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5.4% 

순으로 나타났다. 

비호의적 상황의 경우에도 지지/포기형(S/G형)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신중/

고집형(C/H형) 29.6%, 적응/타협형(A/D형) 20.4%, 주도/강제형(C/T형) 11.3% 순

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상황별 LIFO 행동유형 

(N=240) 

행동유형 
호의적 상황  비호의적 상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지/포기형(S/G형) 

주도/강제형(C/T형)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A/D형) 

기타(복합유형) 

91 

27 

47 

62 

13 

37.9 

11.3 

19.6 

25.8 

5.4 

 
77 

27 

71 

49 

16 

32.1 

11.3 

29.6 

20.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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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는 <표 4-1>와 같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최대 5점에 평균평점 3.35±0.3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평균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3.69±0.48으로 가장 높은 점

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원인분석력’이 3.66±0.52, ‘충동통제력’ 3.54±

0.61, ‘낙관성’ 3.47±0.59, ‘정서조절력’ 3.33±0.51, ‘자기효능감’ 3.30±

0.54, ‘적극 도전성’ 3.00±0.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N=240) 

구분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회 

복 

탄 

력 

성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성 

적극도전성 

8 

6 

5 

5 

7 

8 

8 

2.00 ~ 4.63 

1.20 ~ 4.80 

1.40 ~ 5.00 

1.80 ~ 5.00 

1.71 ~ 4.71 

1.38 ~ 4.75 

1.00 ~ 4.63 

3.33±0.51 

3.54±0.61 

3.47±0.59 

3.66±0.52 

3.69±0.48 

3.30±0.54 

3.00±0.59 

5 

3 

4 

2 

1 

6 

7 

합계 47 1.84 ~ 4.46 3.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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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의 문항별 평균평점에 대한 값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력에서는 ‘나는 효과적으로 업

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없다’가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에서는 ‘나는 직장이나 학교, 재정 상태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가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

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낙관성에서는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가 3.82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누군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인분석력에서는 ‘나

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건이나 상황을 잘못 해석한다는 말을 듣는다’가 4.09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해

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에서는 ‘나의 동료와 친구

들은 내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나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는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나

의 문제 해결력이 의심스럽다’가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도전적

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한 일을 선호한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극도전성에서는 ‘나는 도전을 내 자신을 계발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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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대상자의 문항별 회복탄력성 

(N=240) 

문항 평균±표준편차 합계 

정서조절력 

나는 상사나 동료, 배우자, 자녀 등과 대화를 할 때, 미리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
 

나는 효과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없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안다 

나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나는 동료나 가족과 민감한 주제로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3.63±0.92 

 

3.72±1.00 

 

3.00±0.93 

3.01±1.05 

3.56±0.79 

 

3.19±0.95 

 

3.54±0.91 

 

3.03±0.89 

3.33±0.51 

충동통제력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알고 있다 

나는 직장이나 학교, 재정 상태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나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3.18±1.04 

3.57±0.87 

3.24±0.75 

3.93±1.01 

3.80±1.13 

 

3.54±0.61 

낙관성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나는 누군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어려운 일에는 늘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3.48±0.86 

 

3.29±0.91 

 

3.30±1.02 

3.82±1.05 

3.46±0.87 

3.47±0.59 

원인분석력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에대해 신중히 생각한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건이나 상황을 잘못 해석한다는 말을 듣는다
*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한다 

 

3.34±0.82 

3.47±0.76 

4.09±0.91 

3.96±0.93 

3.45±0.73 

3.66±0.52 

* 역환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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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대상자의 문항별 회복탄력성 _ 계속 

(N=240) 

문항 평균±표준편차 합계 

공감능력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의 감정을 느끼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나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동료가 화를 낼 때, 그 이유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는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의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3.63±0.85 

 

3.63±0.94 

3.38±0.90 

 

3.29±0.84 

 

3.33±0.76 

4.23±0.76 

4.32±0.83 

3.69±0.48 

자기효능성 

내가 생각한 첫 번째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 

나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한 일을 

선호한다* 

나는 내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 일하는 상황이 더 좋다*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나의 문제 해결력이 의심스럽다 

나는 변화가 없고 단순하며 규칙적인 일을 좋아한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대부분의 도전에 잘 적응한다 

 

3.43±0.84 

 

2.27±0.89 

 

3.61±1.00 

3.94±0.87 

2.99±1.13 

3.66±0.78 

3.28±0.78 

 

3.20±0.85 

3.30±0.54 

적극도전성 

나는 호기심이 많다 

나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편이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는 혼자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더 편하다
* 

나는 새로운 도전이 싫다* 

나는 도전을 내 자신을 계발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다* 

나는 정해진 일상이 가장 편하다 

 

3.27±1.05 

2.79±1.08 

2.21±1.01 

2.88±1.12 

3.40±1.02 

3.55±0.87 

3.33±1.10 

2.60±0.94 

3.00±0.59 

* 역환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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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는 <표 5-1>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3.02±0.43으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자

아존중감의 문항별 평균평점에 대한 값은 <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N=240) 

변수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0 1.0 ~ 4.0 3.02±0.43 

 

<표 5-2> 대상자의 문항별 자아존중감 

(N=240) 

문항 평균±표준편차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2±0.54 

3.06±0.53 

3.45±0.64 

3.09±0.51 

3.04±0.76 

3.10±0.60 

3.04±0.60 

1.95±0.71 

3.21±0.74 

3.03±0.74 

* 역환산 처리 

자아존중감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가 3.45±0.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1.95±0.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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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과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우 비

호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17.334, p<.01), 20대에

서는 신중/고집형(C/H형)이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지지/포기형(S/G

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비호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8.137, p<.05), 미혼은 신중/고집형(C/H형), 기혼은 지

지/포기형(S/G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여부는 비호의적 상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8.575, p<.05),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지/포기

형(S/G형), 없는 경우는 신중/고집형(C/H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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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구 분 
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비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S/G C/T C/H A/D 
 

S/G C/T C/H A/D 

성별 

여자 
88 26 45 59 218 

.246 

(.970) 

 
77 25 68 46 216 

5.020 

(.170) 

(40.4) (11.9) (20.6) (27.1) (100.0) 
 

(35.6) (11.6) (31.5) (21.3) (100.0) 

남자 
3 1 2 3 9 

 
0 2 3 3 8 

(33.3) (11.1) (22.2) (33.3) (100.0) 
 

(0.0) (25.0) (37.5) (37.5) (100.0) 

연령 

20~29 세 
41 15 24 41 121 

7.243 

(.299) 

 
28 16 42 34 120 

17.334** 

(.008) 

(33.9) (12.4) (19.8) (33.9) (100.0) 
 

(23.3) (13.3) (35.0) (28.3) (100.0) 

30~39 세 
42 11 20 18 91 

 
41 11 24 13 89 

(46.2) (12.1) (22.0) (19.8) (100.0) 
 

(46.1) (12.4) (27.0) (14.6) (100.0) 

40 세 이상 
8 1 3 3 15 

 
8 0 5 2 15 

(53.3) (6.7) (20.0) (20.0) (100.0) 
 

(53.3) (0.0) (33.3) (13.3) (100.0) 

결혼여부 

미혼 
55 19 27 38 139 

1.258 

(.739) 

 
39 20 50 29 138 

8.137* 

(.043) 

(39.6) (13.7) (19.4) (27.3) (100.0) 
 

(28.3) (14.5) (36.2) (21.0) (100.0) 

기혼 
36 8 20 24 88 

 
38 7 21 20 86 

(40.9) (9.1) (22.7) (27.3) (100.0) 
 

(44.2) (8.1) (24.4) (23.3) (100.0) 

동거가족 

있다 
51 17 29 27 124 

4.850 

(.183) 

 
50 15 34 24 123 

5.240 

(.155) 

(41.1) (13.7) (23.4) (21.8) (100.0) 
 

(40.7) (12.2) (27.6) (19.5) (100.0) 

없다 
40 10 18 35 103 

 
27 12 37 25 101 

(38.8) (9.7) (17.5) (34.0) (100.0) 
 

(26.7) (11.9) (36.6) (24.8) (100.0) 

 



- 34 -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_ 계속 

구 분 
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비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S/G C/T C/H A/D S/G C/T C/H A/D 

부모생존 

모두 생존 
82 21 41 57 201 

17.596* 

(.040) 

 
67 22 67 42 198 

9.992 

(.351) 

(40.8) (10.4) (20.4) (28.4) (100.0) 
 

(33.8) (11.1) (33.8) (21.2) (100.0) 

부 생존 
2 1 1 0 4 

 
1 1 0 2 4 

(50.0) (25.0) (25.0) (0.0) (100.0) 
 

(25.0) (25.0) (0.0) (50.0) (100.0) 

모 생존 
7 3 5 5 20 

 
9 3 4 4 20 

(35.0) (15.0) (25.0) (25.0) (100.0) 
 

(45.0) (15.0) (20.0) (20.0) (100.0) 

모두 없음 
0 2 0 0 2 

 
0 1 0 1 2 

(0.0) (100.0) (0.0) (0.0) (100.0) 
 

(0.0) (50.0) (0.0) (50.0) (100.0) 

자녀 

있다 
31 7 15 13 66 

3.389 

(.335) 

 
31 6 15 11 63 

8.575* 

(.036) 

(47.0) (10.6) (22.7) (19.7) (100.0) 
 

(49.2) (9.5) (23.8) (17.5) (100.0) 

없다 
60 20 32 49 161 

 
46 21 56 38 161 

(37.3) (12.4) (19.9) (30.4) (100.0) 
 

(28.6) (13.0) (34.8) (23.6) (100.0) 

종교 

없음 
44 14 23 27 108 

5.921 

(.748) 

 
38 12 34 26 110 

11.718 

(.230) 

(40.7) (13.0) (21.3) (25.0) (100.0) 
 

(34.5) (10.9) (30.9) (23.6) (100.0) 

기독교 
27 7 14 16 64 

 
14 7 24 16 61 

(42.2) (10.9) (21.9) (25.0) (100.0) 
 

(23.0) (11.5) (39.3) (26.2) (100.0) 

천주교 
12 6 7 11 36 

 
17 6 10 3 36 

(33.3) (16.7) (19.4) (30.6) (100.0) 
 

(47.2) (16.7) (27.8) (8.3) (100.0) 

불교 
8 0 3 8 19 

 
8 2 3 4 17 

(42.1) (0.0) (15.8) (42.1) (100.0) 
 

(47.1) (11.8) (17.6) (23.5) (100.0) 

학력 

간호전문대학 
7 1 4 3 15 

11.717 

(.469) 

 
6 1 6 1 14 

16.017 

(.190) 

(46.7) (6.7) (26.7) (20.0) (100.0) 
 

(42.9) (7.1) (42.9) (7.1) (100.0) 

RN-BSN 
7 0 1 7 15 

 
8 0 5 1 14 

(46.7) (0.0) (6.7) (46.7) (100.0) 
 

(57.1) (0.0) (35.7) (7.1) (100.0) 

4 년제 대학 
65 20 31 44 160 

 
50 19 48 43 160 

(40.6) (12.5) (19.4) (27.5) (100.0) 
 

(31.3) (11.9) (30.0) (26.9) (100.1) 

대학원 이상 
11 6 11 8 36 

 
13 7 11 4 35 

(30.6) (16.7) (30.6) (22.2) (100.0) 
 

(37.1) (20.0) (31.4) (11.4) (100.0) 

기타 
1 0 0 0 1 

 
0 0 1 0 1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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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

우 회복탄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6.112, p<.01), 20대에

서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거가족 여부의 경우 회복탄력성과 자

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회복탄력성 t=2.466, p<.05, 자

아존중감 t=2.244, p<.05),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서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모

두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여부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t=2.719, p<.01), 자녀가 있는 경우 회복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

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437, p<.01), 종

교가 없는 경우 회복탄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회복탄력성 및 자아

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회복탄력성 F=4.968, p<.01, 자아

존중감 F=3.002, p<.05),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독학사)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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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N=240) 

구 분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성별 
여자 3.34±0.35 -.241 

(.810) 

 3.02±0.44 -.449 

(.654) 남자 3.37±0.28  3.08±0.35 

연령 

20~29 세 3.28±0.36 

6.112 

(.003) 

 3.02±0.47 

.496 

(.609) 
30~39 세 3.43±0.33  3.03±0.39 

40 세 이상 3.42±0.25  2.91±0.42 

결혼여부 
미혼 3.32±0.37 -1.581 

(.115) 

 3.01±0.46 -.410 

(.682) 기혼 3.39±0.32  3.03±0.38 

동거가족 
있다 3.40±0.33 2.466 

(.014) 

 3.08±0.41 2.244 

(.026) 없다 3.29±0.37  2.96±0.45 

부모생존 

모두 생존 3.33±0.35 

1.583 

(.194) 

 3.01±0.44 

.626 

(.599) 

부 생존 3.42±0.13  3.18±0.57 

모 생존 3.43±0.32  3.08±0.40 

모두 없음 3.77±0.33  3.30±0.00 

자녀여부 
있다 3.44±0.31 2.719 

(.007) 

 3.01±0.37 -.302 

(.763) 없다 3.31±0.36  3.02±0.46 

종교 

없음 3.27±0.34 

3.437 

(.009) 

 2.98±0.48 

.785 

(.536) 

기독교 3.44±0.35  3.06±0.37 

천주교 3.45±0.34  3.09±.42 

불교 3.28±0.36  2.94±.36 

기타 3.43±0.00  3.10±0.00 

학력 

간호전문대학 3.30±0.35 

4.968 

(.001) 

 2.87±0.52 

3.022 

(.019) 

RN-BSN 3.41±0.38  3.05±0.43 

4 년제 대학 3.30±0.33  3.00±0.42 

대학원 이상 3.56±0.36  3.18±0.40 

기타 2.88±0.00  2.10±0.00 

합계 3.35±0.35 
 

 3.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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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가)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의 경우 비호

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19.107, p<.05), 1년 미만

에서는 적응/타협형(A/D형)이 가장 많았으나, 2~5년은 신중/고집형(C/H형), 6~10년

과 11년 이상에서는 지지/포기형(S/G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LS(Career 

Ladder System, 경력개발단계)의 경우 호의적 상황과 비호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호의적 상황 χ
2
=22.445, p<.01, 비호의적 상황 χ

2
=19.769, p<.05), CN I(Clinical Nurse I단계)에서는 적응/타협형(A/D형)이 가장 많

았으나, 그 외의 CLS 단계에서는 지지/포기형(S/G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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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구 분 
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비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S/G C/T C/H A/D 
 

S/G C/T C/H A/D 

총 경력 

1 년 미만 
11 8 4 16 39 

15.971 

(.067) 

 
5 5 11 15 36 

19.107* 

(.024) 

(28.2) (20.5) (10.3) (41.0) (100.0) 
 

(13.9) (13.9) (30.6) (41.7) (100.0) 

2~5 년 
26 7 17 23 73 

 
23 11 24 18 76 

(35.6) (9.6) (23.3) (31.5) (100.0) 
 

(30.3) (14.5) (31.6) (23.7) (100.0) 

6~10 년 
26 3 12 11 52 

 
21 4 17 9 51 

(50.0) (5.8) (23.1) (21.2) (100.0) 
 

(41.2) (7.8) (33.3) (17.6) (100.0) 

11 년 이상 
28 9 14 12 63 

 
28 7 19 7 61 

(44.4) (14.3) (22.2) (19.0) (99.9) 
 

(45.9) (11.5) (31.1) (11.5) (100.0) 

현부서 

경력 

1 년 미만 
24 13 11 17 65 

14.194 

(.116) 

 
15 8 19 20 62 

13.708 

(.133) 

(36.9) (20.0) (16.9) (26.2) (100.0) 
 

(24.2) (12.9) (30.6) (32.3) (100.0) 

2~5 년 
36 8 21 35 100 

 
33 13 31 22 99 

(36.0) (8.0) (21.0) (35.0) (100.0) 
 

(33.3) (13.1) (31.3) (22.2) (100.0) 

6~10 년 
20 3 10 8 41 

 
18 4 13 7 42 

(48.8) (7.3) (24.4) (19.5) (100.0) 
 

(42.9) (9.5) (31.0) (16.7) (100.0) 

11 년 이상 
11 3 5 2 21 

 
11 2 8 0 21 

(52.4) (14.3) (23.8) (9.5) (100.0) 
 

(52.4) (9.5) (38.1) (0.0) (100.0) 

근무부서 

병동 
55 19 25 41 140 

13.737 

.318 

 
43 19 45 33 140 

13.208 

.354 

(39.3) (13.6) (17.9) (29.3) (100.0) 
 

(30.7) (13.6) (32.1) (23.6) (100.0) 

중환자실 
12 6 14 10 42 

 
12 8 14 7 41 

(28.6) (14.3) (33.3) (23.8) (100.0) 
 

(29.3) (19.5) (34.1) (17.1) (100.0) 

외래 
7 1 3 1 12 

 
5 0 3 3 11 

(58.3) (8.3) (25.0) (8.3) (100.0) 
 

(45.5) (0.0) (27.3) (27.3) (100.0) 

응급실 
9 1 3 4 17 

 
10 0 5 3 18 

(52.9) (5.9) (17.6) (23.5) (100.0) 
 

(55.6) (0.0) (27.8) (16.7) (100.0) 

수술실 
8 0 2 6 16 

 
7 0 4 3 14 

(50.0) (0.0) (12.5) (37.5) (100.0) 
 

(50.0) (0.0) (28.6) (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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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 _ 계속 

구 분 
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비호의적 상황 (n/%) 
합계 

χ2 

(p) S/G C/T C/H A/D 
 

S/G C/T C/H A/D 

근무형태 

상근 
11 4 5 3 23 

8.838 

.717 

 
8 3 6 5 22 

13.487 

.335 

(47.8) (17.4) (21.7) (13.0) (100.0) 
 

(36.4) (13.6) (27.3) (22.7) (100.0) 

2 교대 
4 3 4 4 15 

 
4 4 3 5 16 

(26.7) (20.0) (26.7) (26.7) (100.0) 
 

(25.0) (25.0) (18.8) (31.3) (100.0) 

3 교대 
74 20 36 54 184 

 
64 18 61 38 181 

(40.2) (10.9) (19.6) (29.3) (100.0) 
 

(35.4) (9.9) (33.7) (21.0) (100.0) 

밤번전담 
1 0 2 1 4 

 
0 2 1 1 4 

(25.0) (0.0) (50.0) (25.0) (100.0) 
 

(0.0) (50.0) (25.0) (25.0) (100.0) 

기타 
1 0 0 0 1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100.0) 

CLS 

단계 

CN I 
13 11 6 19 49 

22.445** 

.008 

 
7 8 14 17 46 

19.769* 

.019 

(26.5) (22.4) (12.2) (38.8) (100.0) 
 

(15.2) (17.4) (30.4) (37.0) (100.0) 

CN II 
59 8 33 35 135 

 
52 12 43 28 135 

(43.7) (5.9) (24.4) (25.9) (100.0) 
 

(38.5) (8.9) (31.9) (20.7) (100.0) 

CN III 
16 8 7 8 39 

 
15 7 13 4 39 

(41.0) (20.5) (17.9) (20.5) (100.0) 
 

(38.5) (17.9) (33.3) (10.3) (100.0) 

미해당 
3 0 1 0 4 

 
3 0 1 0 4 

(75.0) (0.0) (25.0) (0.0) (100.0) 
 

(75.0) (0.0) (25.0) (0.0) (100.0) 

직위 

일반 간호사 
84 24 42 61 211 

5.495 

.482 

 
71 24 68 45 208 

1.787 

.938 

(39.8) (11.4) (19.9) (28.9) (100.0) 
 

(34.1) (11.5) (32.7) (21.6) (100.0) 

책임간호사 
4 2 4 1 11 

 
4 2 2 3 11 

(36.4) (18.2) (36.4) (9.1) (100.0) 
 

(36.4) (18.2) (18.2) (27.3) (100.0) 

전문지원 

인력 

3 1 1 0 5 
 

2 1 1 1 5 

(60.0) (20.0) (20.0) (0.0) (100.0) 
 

(40.0) (20.0) (20.0) (20.0) (100.0) 

전체 
91 27 47 62 227 

 
 

77 27 71 49 224 

 (40.1) (11.9) (20.7) (27.3) (100.0) 
 

(34.4) (12.1) (31.7) (21.9) (100.0) 



- 40 - 

(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경력

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555, p<.05), 11

년 이상의 경력에서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의 경우 회복탄력성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593, p<.05), 상근자의 경우 회복탄

력성이 가장 높고, 밤번전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직무관련 특성

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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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N=240) 

구 분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총 경력 

1 년 미만 3.34±0.27 

3.555 

(.015) 

 3.11±0.36 

1.065 

(.365) 

2~5 년 3.27±0.41  2.97±0.51 

6~10 년 3.33±0.32  3.02±0.41 

11 년 이상 3.46±0.33  3.02±0.40 

현부서 

경력 

1 년 미만 3.35±0.28 

1.117 

(.343) 

 3.05±.40 

1.477 

(.222) 

2~5 년 3.30±0.41  2.96±0.48 

6~10 년 3.40±0.30  3.12±0.33 

11 년 이상 3.42±0.34  3.03±0.49 

근무부서 

병동 3.35±0.37 

.891 

(.470) 

 3.04±0.44 

.751 

(.558) 

중환자실 3.30±0.28  2.93±0.36 

외래 3.47±0.36  3.03±0.57 

응급실 3.29±0.41  2.99±0.49 

수술실 3.41±0.23  3.12±0.39 

근무형태 

상근 3.54±0.32 

2.593 

(.037) 

 3.03±0.43 

1.142 

(.337) 

2 교대 3.31±0.32  2.84±0.30 

3 교대 3.33±0.35  3.04±0.44 

밤번전담 3.09±0.28  2.80±0.66 

기타 3.55±0.00  3.30±0.00 

CLS 단계 

CN I 3.31±0.27 

2.480 

(.062) 

 3.12±0.35 

1.474 

(.222) 

CN II 3.32±0.38  2.98±0.46 

CN III 3.48±0.34  3.04±0.38 

미해당 3.29±0.32  3.05±0.79 

직위 

일반 간호사 3.34±0.34 

1.238 

(.292) 

 3.02±0.44 

.454 

(.636) 
책임간호사 3.40±0.46  2.94±0.43 

전문지원인력 3.57±0.32  3.16±0.40 

합계 3.35±0.35 
 

 3.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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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1)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정도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표 10>과 같다. 

호의적 상황에서의 연구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은 지지/포기형

(S/G형)과 주도/강제형(C/T형)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응/타협형(A/D형) 

3.31점, 신중/고집형(C/H형) 3.27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LIFO 행동유형간 회복탄력

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회복탄력성의 문항별 세부분석에서 원인분석력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064, p<.05), 지지/포기형(S/G형)이 

3.74점으로 가장 높게, 적응/타협형(A/D형)이 3.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은 주도/강제형(C/T형)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응/타협형(A/D형) 

3.09점, 지지/포기형(S/G형) 2.99점, 신중/고집형(C/H형) 2.89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LIFO 행동유형간 자아존중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호의적 상황에서의 연구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은 주도/강제형

(C/T형)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응/타협형(A/D형) 3.36점, 신중/고집형(C/H

형) 3.34점, 지지/포기형(S/G형) 3.3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LIFO 행동유형간 회복탄

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회복탄력성의 문항별 세부분석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자아존중감은 적응/타협형(A/D형)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도/강

제형(C/T형)이 3.05점, 지지/포기형(S/G형) 2.96점, 신중/고집형(C/H형) 2.91점 순

으로 나타났으며, LIFO 행동유형간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97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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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N=240) 

구 분 
행동 

유형 

호의적 상황 
 

비호의적 상황 

빈도 평균 ± 표준편차 
F 

(p)  
빈도 평균 ± 표준편차 

F 

(p) 

회복탄력성 

S/G 91 3.38±0.32 

1.362 

(.255) 

 
77 3.31±0.29 

.239 

(.869) 

C/T 27 3.38±0.35 
 

27 3.37±0.39 

C/H 47 3.27±0.41 
 

71 3.34±0.40 

A/D 62 3.31±0.32 
 

49 3.36±0.32 

자아존중감 

S/Gab 91 2.99±0.45 

2.361 

(.072) 

 
77 2.96±0.42 

3.979 

(.009) 

 

a<b 

C/Tab 27 3.10±0.39 
 

27 3.05±0.45 

C/Ha 47 2.89±0.50 
 

71 2.91±0.47 

A/Db 62 3.09±0.34 
 

49 3.17±0.34 

Scheffe test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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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646, p<.001). 즉,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도 높았다.  

 

<표 11>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N=240) 

변  수 
회복탄력성 

r(p)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1 
 

자아존중감 .646(<.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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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서울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LIFO 행동유형을 분석

하고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 간호사들

의 조직 내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본 연구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호의적 상황에서는 지지/포기형

(S/G형)이 37.9%로 가장 많았고, 비호의적 상황에서도 지지/포기형(S/G형)이 32.1%

로 가장 많았다. 이는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양혜진 등(2013)의 연구에서도 초

보간호사의 상황별 LIFO 행동유형은 호의적, 비호의적 상황에서 지지/포기형(S/G형)

이 48.1%, 37.4%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지지/포기형(S/G형)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다(김기혁, 2007). 즉,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

요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유형은 그들에게 무엇이든 주려 하고,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

거나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그들의 절대적 옹호자로서의 간호사의 직무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유형이라 여겨진다. 

반면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한 정윤희(2011)의 연구에서는 프리셉터의 상황별

LIFO 행동유형은 호의적, 비호의적 상황 모두 적응/타협형(A/D형)이 31.8%, 29.4%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적응/타협형(A/D형)은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는 유형으로 사교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추구하

고자 한다(김기혁, 2007). 즉, 신입 간호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교육하고 이끌

어 가야 하는 프리셉터의 업무적 특징이 적응/타협형(A/D형)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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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5±0.35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숙희(2014)의 연구

에서 보고된 3.54±0.39 보다 낮았으며, 지역 소재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문인오 외(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3.47±0.38 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로서 업무 특성상 과

도한 업무량, 시간적 압박 및 환자 중증도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회복탄력

성이 더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2016)의 연구에서는 3.19±0.45 로, 본 연구에서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이외에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상황이 추가되면

서 회복탄력성이 더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30.2세로 문인오 외(2013)의 연구대상자 평

균 나이가 35.6세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더 낮게 나

타난 이유가 김부남 외(2011) 및 이안생 외(2011)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나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직장 내 지위의 상승이나 업무의 숙련으로 주위 상황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공감능력이 3.69±0.3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인분석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정서조절력, 자기효능감, 적극도전성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도 하위영역별 순위는 공감능력이 가장 

높고 적극도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인오 외(2013)의 연구에서는 충동통제력

이 3.64±0.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이 3.61±0.44로 두번째 높게 나

타났고, 적극도전성이 3.17±0.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심

리상태,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권수현, 2009)으로 이는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 된다. 간호사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이해

하고 대변하기 위해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사로서 경험을 통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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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다른 직군 보다 발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도전성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김주환, 2011)을 의미한다. 이

는 늘 긴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의 특성 상 

간호사는 보다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환경을 원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02±0.43으로 중간점수 보다 더 높

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대학병원, 중소병원을 포함한 12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귀례(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3.12±0.38 보다 낮게 나타

났다. 또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은주(2000)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의 자아존중감이 3.58±0.38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관생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최선영외(201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역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로서의 과도한 업무량 및 높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본 연구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

존중감에서만 비호의적 상황 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응/타협형(A/D형)에서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중/고집형(C/H형)에서 2.91점으로 가장 낮았다.  

적응/타협형(A/D형)은 상호조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키고자 

한다. 즉, 이 유형들은 협상을 좋아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감동이나 동의를 얻고 

싶어한다. 반면 비호의적 상황에서 이 유형의 강점은 균형 잡히고 혁신적인 접근방식

을 유지하며, 논쟁에서 자극적이고 편견적이거나 위압적인 요소들을 피하고자 한다

(김기혁, 2007). 즉, 불리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긍정적

인 결과를 약속한다. 이러한 행동유형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신중/

고집형(C/H형)은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나아가는 유형을 말하는데, 논리적이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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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다른 대안을 실제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조직적이며 방법론적인 접근이 일에 

임하는 행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교류를 꺼리고 반

응에 둔감해 진다. 긴장상태에서 분석과 논리의 구사가 균형을 잃게 되며 대안, 다른 

의견 등을 모색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기혁, 2007). 

프리셉터의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정윤희(2011)의 연구에서도 행동유형별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호의적 상황 시 신중/고집형(C/H형)에서 유의하게(3.81점) 직무스트

레스가 높았다. 즉, 임상현장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중/고

집형(C/H형)의 간호사들은 둔감해진 반응과 긴장상태를 모면하지 못함으로써 높은 

스트레스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중/고집형(C/H형) 간호사들이 

높은 직무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호의적, 비호의

적 상황 모두 주도/강제형(C/T형)이 3.38점, 3.37점으로 가장 높았다. LIFO 행동유

형별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주도/강제

형(C/T형)의 경우 이상보다는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자

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일에 뛰어든다. 즉, 어떠한 상황이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수단을 강구하여 일을 완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을 즐기는 경향

이 있다. 갈등상황에서도 확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며, 불화에 맞

서고 분위기를 밝게 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며, 사람들의 반대를 빨리 유리하게 반전

시킨다(김기혁, 2007). 즉, 이러한 유형은 중증의 환자를 보며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행해야 하는 간호사의 직무에서 도전과 빠른 상황판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의지를 유지하는 확신을 가짐으로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인

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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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 개별화된 간호인력관리가 필요하며, LIFO 행동유형을 토대로 간호사의 강점 

개발 및 약점을 보완하여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외를 포함하여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특히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간호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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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LIFO 행동유형 별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간호사들의 조직 내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

집은 2015년 10월~11월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LIFO 행동유형 72문항, 회복

탄력성 5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151문항의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coefficient,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카이제곱 검정,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은 호의적/비호의적 상황에서 지지/포기형(S/G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호의적 상황에서는 적응/타협형(A/D형), 신중/고집형

(C/H형), 주도/강제형(C/T형)으로 나타났다. 비호의적 상황에서는 지지/포기형(S/G

형) 다음으로 신중/고집형(C/H형), 적응/타협형(A/D형), 주도/강제형(C/T형)의 순으

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최대 5점에 3.35점, 자아존중감은 최대 4점에 3.02점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공감능력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으로 원인분석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정서조절력,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

타났으며, 적극도전성이 3.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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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

호의적 상황에서 연령(χ
2
=17.334, p<.01), 결혼여부(χ

2
=8.137, p<.05), 자녀여부

(χ
2
=8.57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자

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6.112, p<.01), 동거가족 여부의 경우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회복탄력성 t=2.466, p<.05, 자아존중감 

t=2.244, p<.05). 자녀여부 및 종교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자녀여부 t=2.719, p<.01, 종교 F=3.437, p<.01), 학력의 경우 회

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회복탄력성 

F=4.968, p<.01, 자아존중감 F=3.002, p<.05). 

 

4)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LIFO 행동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

의 경우 비호의적 상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
2
=19.107, 

p<.05), CLS의 경우 호의적 상황과 비호의적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호의적 상황 χ
2
=22.445, p<.01, 비호의적 상황 χ

2
=19.769, p<.05). 회복탄

력성과 자아존중감에서는 총 경력의 경우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며(F=3.555, p<.05), 근무형태의 경우에도 회복탄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593, p<.05). 

 

5)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에서만 비호의적 상황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979, 

p<0.01). 비호의적 상황 시 자아존중감은 적응/타협형(A/D형)이 3.17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신중/고집형(C/H형)이 2.91점으로 가장 낮았다. 

 

6)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646, p<.001). 즉 대상자

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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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LIFO 행동유형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LIFO 행동유형을 활용하여 

간호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선택하여 추가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LIFO 행동유형별 맞춤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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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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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제목: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이 동의서는 귀하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연구

의 목적과 연구 내용, 연구 절차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 대

해 질문이 있다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결정

하였을 때, 본 연구 참여를 시작하기 위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귀하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한 연구담당자(또는 연구담당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동의서에 서명

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와 연구에 

따른 절차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귀

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의학과 지식의 발달로 다양한 인간관계와 근무조건, 간호대

상자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간호사에 대한 질적인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부담이 과중해서 직무스트

레스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심할 경우 조직에 몰입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간호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되어도 모든 사람

들이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지각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

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

하는 능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 업무수행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외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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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사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지니므로 항상 

즐거운 정서 상태를 경험하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부정

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틀을 지니게 되므로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하게 됩

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므

로 긍정적인 간호 이미지를 가지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LIFO(Life orientation) 행동유형은 개인의 강점과 약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강점이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는데 근거합니다. 그러

므로 LIFO 기법을 통하여 병원간호사의 행동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강점

과 약점을 관리하여 성취수준을 높이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을 분석하고 LIFO 행동유형별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특별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예

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세우고 이를 통해 

병원간호사들의 조직 내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병원간호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설문참여 예상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며, 약 250 여명의 

연구대상자가 모집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해 대상자의 LIFO 행동유형 및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을 파악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 입니다. 설문지의 작성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은 대략 15~20분입니다.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가 위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

상합니다. 다만 설문참여에 걸리는 시간, 수집된 정보의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과 같

은 불편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을 때 금전적인 보상

이나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병원간호사들의 

조직 내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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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본 연구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성명은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

다. 귀하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귀하의 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직위, 학력, 

근무기간 등과 같은 일반적 정보와 설문도구로 수집하는 모든 정보를 연구담당자 1인

만이 알 수 있도록 코드화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코드화한 정보는 암호사용 및 잠금

장치 사용 등을 통해 관리할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연구진행 확인 및 관리 감독을 

위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 피험자보호센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

구와 관련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할 것이며,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컴퓨터 

파일은 완전히 삭제하고 서면자료는 분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의 사항을 허락하게 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피해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피해나 손실이 있

다고 생각되면 연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6.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즉시 중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만두

고 싶으시다면 연구담당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담당자: 이혜진                        소속: 서울아산병원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OOOO-OOOO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

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락하여 주십시오. 

 

피험자보호센터 전화: 02-3010-7161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전화: 02-301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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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동의서 

 

연구 제목: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칸에  표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이 임상연구는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2. 이 임상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 

3. 이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본인은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결혼상태, 종교, 직위, 학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형태)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락하며. 동의서 사본 1부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임상연구대상자      성명 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 

동의서 서명일                  년        월        일 

 

 

본인은 임상시험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자                  성명   이  혜  진         서명 ______________ 

동의서 서명일           2015 년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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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간호사의 LIFO 행동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설문지로, 본 조사를 통해 병원 간호사들의 

조직 내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설문 시간은 약 15 분 정도 소요되며, 무기명으로 실시됩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응답상의 비밀을 위하여 제공된 봉투에 밀봉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평소 근무하시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위 연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귀하의 자의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뒷장에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 년 10 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 전공 이 혜 진 

연락처) Tel : 02-3010-5365 

E-mail : hjlee@amc.seoul.kr 

지도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김 인 숙 

 

mailto:hjlee@amc.seoul.kr


- 65 - 

※ 다음은 LIFO 설문지 입니다. LIFO 설문지는 시험이 아니며, 따라서 측정의 

규범(norm)도 없고 유형의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자기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현재의 하고 있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십시오. 

◈ 각 설명에는 4개의 선택항목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설명에 대해 순위를 매기면 됩니다.각 설명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잘 해당되는 설명은 4, 가장 적게 해당하는 설명에 1 을 써 넣는 식으로 

4, 3, 2, 1 을 기입해 주십시오. 단, 이 설문에 나오는 설명 가운데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두 개 이상 되거나 해당되는 설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각 설명은 4, 3, 2, 1 로 등급이 정해져야 합니다. 

 

나는 ______ 가장 나 자신에 대해 기쁨을 느낀다. 

(    ) 1.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낙관적일 때 

(    ) 2.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    ) 3. 각기 서로의 관심사에 몰두할 때 

(    ) 4.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나 자신을 적응해 나갈 때 

 

나는 타인을 ______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    ) 5. 존중하고 정중하며 찬미하는 태도 

(    ) 6. 활동적이고 정열적이며 자신 있는 태도 

(    ) 7. 주의 깊고 겸양하며 단정한 태도 

(    ) 8. 즐겁고 사교적이며 우호적인 태도 

 

나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______으로(고) 느끼게 한다. 

(    ) 9. 존경 받고 있으며 능력 있고, 조언을 요청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 

(    ) 10. 내가 하는 일에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 

(    ) 11. 정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으며, 나의 배려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 

(    ) 12. 즐겁고, 감명을 받았으며, 주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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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불화를 겪을 때 나는 ______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 13. 타인의 정의감에 호소함으로써 

(    ) 14. 선수를 치거나 의표를 찌르는 것으로써 

(    ) 15. 논쟁을 가라 앉히고, 논리를 펼치며 확고부동하게 함으로써 

(    ) 16. 마음을 열고 타인에게 적응해 감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______ 

(    ) 17. 터놓고 지내며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준다 

(    ) 18. 타인을 충분히 배려하기도 전에 공격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용한다 

(    ) 19. 거리를 두고 의심을 품으며 지나친 겸손으로 그들을 다룬다 

(    ) 20. 지나치게 우호적이며, 나를 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타인에게 ______ 의 인상을 준다. 

(    ) 21. 자신감이나 주도권을 갖지 않은 나약한 사람 

(    ) 22. 항상 최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강경한 협상가” 

(    ) 23. 타인에게 냉정하고 완고한 사람 

(    ) 24. 거의 좀처럼 진실된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사람 

 

내가 느끼기에 나는 ______ 로 사람들을 가장 잘 이길 수 있다. 

(    ) 25. 겸손하고 이상주의적인 자세 

(    ) 26. 설득적이고 저돌적인 자세 

(    ) 27. 참을성 있고 실제적인 자세 

(    ) 28. 재미있고 활달한 자세 

  



- 67 -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가장 ______ 이기 쉽다. 

(    ) 29. 타인을 쉽게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 

(    ) 30. 기민하게 유용한 생각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사람을 조직하는 사람 

(    ) 31. 주의 깊고, 논리적이며, 실제적으로 상대를 관찰하는 사람 

(    ) 32.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맞추어나가고자 

하는 사람 

 

나는 타인이 나를 ______ (으)로 볼 때 가장 만족한다. 

(    ) 33. 충실하고 믿을만한 친구 

(    ) 34.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    ) 35. 현실적이며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 

(    ) 36. 주목할만하고 중요한 사람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______ 

(    ) 37. 미리 포기하고 그 사람의 무능력을 용인한다. 

(    ) 38.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도록 그와 대화한다. 

(    ) 39. 무관심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한다. 

(    ) 40. 웃어 넘기고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나는 ______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느낀다. 

(    ) 41. 타인에게 기대어 도움을 호소 

(    ) 42. 나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내 몫을 차지 

(    ) 43.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다른 것들에게도 주의 깊게 관찰 

(    ) 44.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나 자신을 상대에게 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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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때때로 타인에게 ______ 으로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    ) 45. 순종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    ) 46. 공격적이고 지배하는 사람 

(    ) 47. 냉정하고 완고한 사람 

(    ) 48. 피상적이고 주의를 끌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느끼기에 출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______ 이다. 

(    ) 49.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권위자에 의지하는 것 

(    ) 50. 출세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고 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    ) 51. 내가 가진 토대 위에서 쌓아 나가는 것 

(    ) 52. 타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매력적인 개성을 발휘하는 것 

 

어려운 사람과 일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나는 ______ 

(    ) 53.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알아보고 그들의 

조언을 따른다 

(    ) 54. 기지를 발휘하여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이겨낸다 

(    ) 55. 어떠한 것이 올바른가를 스스로 결정한 후 나 자신의 확신을 밀고 나간다 

(    ) 56. 나 자신을 변화시켜 적응하며 그와의 관계를 더욱 조화시킨다 

 

나는 타인에게 ______ 의 인상을 심어준다. 

(    ) 57. 조언과 상담에 대해 고마움을 갖는 믿을만한 사람 

(    ) 58.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도권을 쥔 자신만만한 사람 

(    ) 59. 타인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성실한 사람 

(    ) 60. 거의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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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끼기에 결국 ______ 이 좋다. 

(    ) 61. 패배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    ) 62.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기지로써 승부를 겨루는 것 

(    ) 63. 가진 것을 포기하기 보다는 의심을 품고 강한 소유욕을 가지는 것 

(    ) 64. 당분간은 수긍하고 타협하는 것 

 

때로 나는 ______ 이기 쉽다. 

(    ) 65. 쉽게 영향 받고 자신이 없는 사람 

(    ) 66. 공격적이고 욕심 많으며 자만에 빠지는 사람 

(    ) 67. 의심 많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사람 

(    ) 68. 유치하고 세인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일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 

 

때로 나는 타인으로 하여금 ______ 느끼게 한다. 

(    ) 69. 나보다 우월하고 베푸는 기분을 

(    ) 70. 나에게 이용당하고 나에 대해 분노를 

(    ) 71.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정함을 갖도록 

(    ) 72. 나를 불신하고 의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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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회복탄력성 지수(RQ)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V) 해 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직감에 

따라 처음 떠오르는 생각대로 처리한다 
1 2 3 4 5 

2 

나는 상사나 동료, 배우자, 자녀 등과 

대화를 할 때, 미리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1 2 3 4 5 

3 나는 미래에 내 건강이 어떨지 염려된다 1 2 3 4 5 

4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떤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1 2 3 4 5 

5 

내가 생각한 첫 번째 해결책이 효과가 

없으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호기심이 많다 1 2 3 4 5 

7 
나는 효과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없다 
1 2 3 4 5 

8 나는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한 일을 

선호한다 

1 2 3 4 5 

10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전에 

먼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13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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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4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2 3 4 5 

15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알고 있다 
1 2 3 4 5 

16 
나는 혼자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더 

편하다 
1 2 3 4 5 

17 
나는 내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 일하는 상황이 더 좋다 
1 2 3 4 5 

18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다 
1 2 3 4 5 

20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나의 

문제해결력이 의심스럽다 
1 2 3 4 5 

21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나는 변화가 없고 단순하며 규칙적인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23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1 2 3 4 5 

24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의 감정을 

느끼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1 2 3 4 5 

25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안다 

1 2 3 4 5 

26 

나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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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27 

나는 누군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5 

28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29 

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나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0 
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1 2 3 4 5 

31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1 2 3 4 5 

32 
나는 어려운 일에는 늘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3 
나는 업무를 마쳤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34 

나는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 2 3 4 5 

35 나는 새로운 도전이 싫다 1 2 3 4 5 

36 
나는 직장이나 학교, 재정 상태에 대해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1 2 3 4 5 

37 
나는 동료가 화를 낼 때, 그 이유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38 

나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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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39 
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1 2 3 4 5 

40 
나는 도전을 내 자신을 계발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1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건이나 

상황을 잘못 해석한다는 말을 듣는다 
1 2 3 4 5 

42 
나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 먼저 

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한 후 반응한다 
1 2 3 4 5 

43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1 2 3 4 5 

44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말을 

듣는다 

1 2 3 4 5 

45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다 1 2 3 4 5 

46 
나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 그 속에 잘 

빠져든다 
1 2 3 4 5 

47 
나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유비무환)’는 말을 믿는다 
1 2 3 4 5 

48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9 
나는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대부분의 

도전에 잘 적응한다 
1 2 3 4 5 

50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는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51 나는 정해진 일상이 가장 편하다 1 2 3 4 5 

52 

나는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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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53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54 
나의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 2 3 4 5 

55 
나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당장 가서 

구입한다 
1 2 3 4 5 

56 
나는 동료나 가족과 민감한 주제로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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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V) 해 주세요.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좋은 성품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 2 3 4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 76 -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표시(V) 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자세히 기입해주십시오. 

 

1. 성 별 : ① 여자 ② 남자 

2. 연 령 : 만 __________세 

3. 결 혼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 

4. 동거가족(함께 살고 있는 가족) : ① 있다 ② 없다 

4-1. 부모 생존 : ① 부모 모두 생존   ② 아버지만 있음   ③ 어머니만 있음 

④ 부모 모두 돌아가심 

4-2. 자녀 : ① 있다   ② 없다 

4-3. 자녀가 있다면 총 자녀 수 : ____________명 

5. 종 교 :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________________ 

6. 최종학력 : ① 간호전문대학   ② RN-BSN   ③ 4년제 대학   ④ 대학원 이상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 

7. 임상 근무 총 경력 : (            )년 (             )개월 

8. 현부서 근무 경력 : (            )년 (             )개월 

9. 근무 부서 : ① 병동   ② 중환자실   ③ 외래   ④ 응급실   ⑤ 수술실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 

10. 근무형태 : ① 상근   ② 2교대   ③ 3교대   ④ 밤번전담   ⑤ 기타 __________ 

11. CLS 단계 : ① CN I     ② CN II     ③ CN III     ④ CN IV     ⑤ 미해당 

12. 직위 : ① 일반 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전문지원인력(CNS, 코디네이터, 전담간호사 등) 

13. 간호사로서 업무(직업)에 대한 만족도 (기준 : 0~10점) : (              )점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설문을 종료하시기 전에 답변이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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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Clinical nurse’s Life Orientation(LIFO) behavior pattern 

 

 

Lee, Hye Jin 

Dept. of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 study analyze LIFO behavior pattern and find 

measurement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per type of LIFO behavior pattern of nurses in 

superior general hospital to supply preliminary data for helping clinical nurses ’ 

Organizational Adaptation. 

 

Data collection conducted on 30th of October, 2015 to 10th of November, 2015 based 

on 240 nurses of superior general hospital locate in Seoul. As a research tool, we used 72 

behavior pattern questions, 56 resilience questions and 10 self-esteem questions, in total of 

151 self-reported type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has analyzed by using program SPSS 

WIN 19.0 to get Cronbach ’s α coefficient,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chi-squared test, ANOVA and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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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Subject’s LIFO behavior pattern at Favorable/Unfavorable situation showed most 

on Supporting & Giving(S/G) type. At Favorable situation, behavior pattern showed in 

order of Adapting & Dealing(A/D) type, Conserving & Holding(C/H) type, and 

Controlling & Taking(C/T) type. At Unfavorable situation, behavior pattern showed in 

order of Supporting & Giving(S/G) type, Conserving & Holding(C/H), Adapting & 

Dealing(A/D) and Controlling & Taking(C/T). 

 

2) Subject’s resilience was 3.35 points out of maximum 5 points and self-esteem was 

3.02 points out of maximum 4 points. Self-esteem’s subcategory point result showed 3.69 

points on empathy ability as the highest and it is followed by cause analytical skill, impulse 

control, optimism, emotion control and self-efficacy. Measurement of aggressively 

challenging wiliness was the lowest with 3.17 points 

 

3) At unfavorable situation, analyzed Result of LIFO behavior Pattern difference in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depending on 

their Age(χ2=17.334, p<.01), Marriage status (χ2=8.137, p<.05), Child statue (χ2=8.575, 

p<.05). Also difference analysis result in between resilience and self-esteem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only in the case of age(F=6.112, p<.01),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and self-esteem in the case of house mate 

status (Resilience t=2.466, p<.05, Self-esteem t=2.244, p<.05),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only in the case of child status and religion (Child status t=2.719, 

p<.01, Religion F=3.437, p<.01) an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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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depending on their education level (Resilience F=4.968, p<.01, Self-esteem 

F=3.002, p<.05). 

 

4) Analysis result on difference of LIFO behavior pattern in work duty related trait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unfavorable situation depending on their 

career (χ2=19.107, p<.05),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favorable and 

unfavorable situation in the case of CLS (Favorable situation χ2=22.445, p<.01, 

Unfavorable situation χ2=19.769, p<.05). On resilience and self-esteem, result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only in the case of total career (F=3.555, 

p<.05) and als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resilience only in the case of work 

pattern as well (F=2.593, p<.05). 

 

5) Subject ’ s LIFO behavior pattern on resilience had statistically meaningless 

difference but on self-esteem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 unfavorable 

situation (F=3.979, p<.01). Self-esteem points in unfavorable situation, Adapting & 

Dealing(A/D) type had the highest point of 3.17 and Conserving & Holding(C/H) type 

had the lowest point of 2.91. 

 

6) Correlation research between resilience and self-esteem appear to have direct 

proportion correlation (r=.646, p<.001). In other word, the higher the resilience of Subject, 

self-esteem was also high. 

 

 

Based on study result above, clinical nurse’s LIFO behavior pattern considered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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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and program development with adaptation to improve resilience 

and self-esteem by developing nurse’s strength and supplement nurse’s weakness base on 

LIFO behavior pattern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Key word: LIFO behavior pattern, Resilience, Self-este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