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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간  조적 계에  복탄력  갖는 매개 과를 하는  목

적  다. 를 해 전남, 주 사 복지사를 상 로 상경험, 상후스트레스, 사 적지지, 복탄력 , 정신건

강척도를 용하여 조사 하 고, 주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상후스트레스, 복탄력 , 정신건강 간

에 직접적  향 계가 는 것 로 나타났고, 째, 복탄력  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간  향 계에  

적  매개 과가 는 것 로 었다.  결과를 로 사 복지사  복탄력 과 정신건강  진  한 

포 적  개 방법  제안하 다.

주제어 : 사 복지사, 상사건경험, 상후스트레스, 정신건강, 복탄력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To get the resul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ocial workers who 

work in Gwang-Ju and Jeonnam area and traumatic experience, posttraumatic stress,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outcome measures were used in the survey. Key outcome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showed that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have a direct relationship. 

Secondly, it was analyzed that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Based on these results, comprehensive interventions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of social 

worker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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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우리사회는 출산,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진

출 본격화, 이혼 단독가구의 증, 보편 복지개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양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 생활수 자, 노

인, 장애인등 공 부조에 의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

자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20]. 이 듯 사회복지서비스

는 확 되는 반면 이를 달하는 사회복지인력의 증원은

지체되면서 업무량은 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직무

련 외상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미은[5]의 연구에 따르

면 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상당수가 그들의 업무

와 련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형태는 언어 괴롭힘과 , 실제

인 신체폭력과 폭력시도, 기물 손 등을 다양하며 이러

한 폭력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나고 부부폭력, 이혼조정, 아동학 , 학교폭력, 정

신질환이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폭력 인 클라이

언트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7, 32].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실태조사에서 37.9%가 치료가 필요한

임상 우울, 14.3%가 고도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살 충동에 한 경험률 한 사회복지직 공무

원은 27.5%로 일반 국민의 16.4%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8]. 인 계 기반의 업무특성상 클라이언트로

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사고, 폭력목격 등 직 인 외상

을 경험할 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노출의

험성에 따른 안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

지사들은 외상 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한

개입에 필요성이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외상경험

으로 인한 스트 스와 우울은 상 계를 가지며 우울증

상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1, 13,

4, 12]. 직무상의 외상경험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신 ·신

체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경험 증거이며

[23, 38, 39],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 피로감은 사회복지

직 공무원의 우울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직

무외상과 련한 외상 경험은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

트와의 계형성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들의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25].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외상경험 련 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외상후스

트 스 사건이 우울과 불안을 포함하는 많은 심리장애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외상후스트 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 인 정서를 견디지 못해 소진되거나 정신건강이 악

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일부는 높은 스트 스를 경

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리 안녕감을 회복하고 더욱

성숙해 지기도 한다[8, 30, 1]. 이러한 외상사건과 정신건

강 등의 계를 조 하는 변인들로 자아탄력성, 회복탄

력성, 강인성 등의 개인 심리 요인그리고 동료지지, 상

사지지, 결혼 계 등 사회 지지체계 요인이 보호요인

으로 두되고 있다[34, 19, 9, 11, 14, 6].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향

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요인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

자 한다. 회복탄력성이란 유연하면서도 축 가능한 것

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응이나 상치 못한 스트 스

상황에서도 정 으로 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스트 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 으로 응하는 정 인 힘을 의미한다[3].

회복탄력성과 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스트

스나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

들은 효과 이지 못한 처를 하며 그 결과 우울이나 불

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7, 35, 40]. 한 Tusaie과 Dyer[36]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일상 업무 스트 스나 어려움을 극복하

는데 도움을 주고, 업무수행을 진시켜 스트 스를 완

화시켜 다고 하 다. 최희철[21]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스트 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우

울정서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권수 [1]

은 회복탄력성이 높은 유치원 교사는 자신의 실수에

한 주의통제와 감정조 을 효과 으로 용한다고 보고

했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교사는 작은 실수에도 우울감

을 경험하며 더 큰 스트 스를 받아 회복이 느리다고 하

다. 박정숙[7]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 역인 자

기조 능력, 인 계 능력 그리고 정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은 환

경 요구에 따라 긴장·인내의 수 을 강화하거나 악화

시키는 조 기능을 하며, 심각한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때 균형추의 역할을 하여 외상사건 스트 스,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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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정신건강,

병리 행동문제로 진행하는 것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

로써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외상경험 련 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련성을 다룬

국내 연구에서 소방직공무원, 간호사 등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극 으로 진행되어 왔으나[13, 17, 15, 2, 22,

19], 상 으로 사회복지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

흡하 기에,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시도, 우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시기 시 성을 반 할

때 요성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복

지사들의 직무 련 스트 스와 우울, 자살사고 등 정신

건강 향변인들 간에 단일차원의 직 향력 수 의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방 차원

의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향요

인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 하고

용하기 해 사회복지사의 외상사건경험에 따른 외상

후스트 스와 정신건강의 향 계를 알아보고, 외상후

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구조 계에서 회복탄력성

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조사 상 

본 연구는 남부 학교 생명윤리 원회에 IRB 심의

차를 거친 후 IRB 승인(1041478-201603-HR-002)을 받

아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상은 남, 주지역

의 종합사회복지 사회복지사들로 사회복지 역 에

서도 행정기 이 아닌 서비스제공기 으로써 클라이언

트에 한 사례 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조사

하 다, 조사방법은 실증 연구방법을 활용하 으며 총

190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이 남 사회복지사 78

명, 주 사회복지사 112명이었다.

2.2 측정도  

2.2.1 상경험

Tedeschi & Calhoun에 의해 고안된 미국 PTGI개

발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경험측정연구결과

Cronbach's α = .705로 나타났다.

2.2.2 상후스트레스(PTSD)

본 연구의 외상후스트 스 척도는 IES수정 을 은헌

정 등[16]이 한국어로 번안한 IES-R-K를 사용하 다.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 스 장애 수

이 높으며, Cronbach's α = .954이다.

2.2.3 복탄력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해서 Reivich & Shattee[33]

에 의해 고안된 회복탄력성 척도를 활용하여 김주환[3]

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Cronbach's α = .869로 나타났다.

2.2.4 정신건강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해서 Derogatis et al[29]에 의

해 고안된 SCL-90을 활용하여 이훈구가 수정하여 사용

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며, Cronbach's α = .970

로 나타났다.

2.3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으며, 평균, 표 편차, 정규성

분석, 상 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 CFI, TLI, RMSEA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

3. 결과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

분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

에 선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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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 (SD) Skewness Krutosis

PTSD

1 2.12(1.196) -.461 -.781

2 2.07(1.136) -.376 -.644

3 1.76(1.236) -.055 -1.143

4 1.78(1.174) .043 -.808

Resilience

1 2.72(.857) .175 .006

2 2.97(.978) .293 -.438

3 3.14(1.004) .134 -.581

4 3.94(.927) -.610 -.068

Mental health

1 2.1877(.93112) .436 -.396

2 2.1877(.93112) .436 -.396

3 1.7737(.75468) .669 -.492

4 1.7982(.79954) 1.134 1.47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3.2 주 변수  상 계 

상 계 지수가 r<.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이하,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상으로 나타

나서 다 공성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97** 1

3 .507** .584** 1

4 .565** .606** .688** 1

5 -.064 -.072 -.060 -.205** 1

6 -.282**-.322**-.307**-.383** .503** 1

7 -.300**-.273** -.169* -.261** .193** .402** 1

8 -.084 -.082 -.183* -.060 -.008 .179* .196** 1

9 .290** .290** .315** .303** -.284**-.250**-.283**-.305** 1

10 .228** .211** .274** .249** -.167* -.269**-.282**-.273** .653** 1

11 .196** .177* .216** .219** -.118 -.273**-.209**-.418** .525** .686** 1

12 .282** .231** .325** .257** -.125 -.266**-.273**-.323** .574** .653** .704** 1

1)PTSD 1, 2)PTSD 2, 3)PTSD 3, 4)PTSD 4, 5)Resilience1,

6)Resilience 2, 7)Resilience 3, 8)Resilience 4, 9)Mental health 1, 10)Mental health

2, 11)Mental health 3, 12)Mental health 4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3.3 연  결과

3.3.1 연  적합도 지수

우선 체집단을 상으로 외상후스트 스가 회복탄

력성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으

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합도 지수의 평가 기

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카이자승을 제외한 모든 합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Study Model

χ2 p df CFI TLI RMSEA

Model fit 124.055 .000 51 .920 .897 .080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 (0.068;0.092)

<Table 3> Goodness-of-fit index

3.3.2 연  

사회복지사의 외상후스트 스는 정신건강뿐만 아니

라 회복탄력성에도 유의미한 직 인 향(direct effect)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Estimate

S.E. C.R.
B β

PTSD → Mental health .194 .259 .072 2.698**

PTSD → Resilience -.263 -.476 .063 -4.142***

Resilience → Mental health -.393 -.290 .139 -2.832**

PTSD → PTSD1 1.000 .695

PTSD → PTSD 2 1.030 .753 .112 9.163***

PTSD → PTSD 3 1.172 .788 .123 9.508***

PTSD → PTSD 4 1.183 .838 .119 9.922***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1 1.000 .721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2 1.257 .838 .118 10.690***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3 .988 .814 .095 10.423***

Mental health → Mental health 4 1.049 .815 .100 10.435***

Resilience → Resilience 1 1.000 .535

Resilience → Resilience 2 1.882 .882 .334 5.628***

Resilience → Resilience 3 1.036 .473 .206 5.026***

Resilience → Resilience 4 .454 .225 .169 2.688**

** P<.01, *** P<.001

<Table 4> Estimates o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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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 스는 회복탄력성(t=-4.142, p<.001)에 유

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외상후스트

스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후스트 스는 정신건강에 향을

미쳐 외상후스트 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 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t=2.698, p<.01), 통계 으로 유의

미하 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에 한 회복탄력성의 향

력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t=-2.832,

p<.01),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3.3.3 매개 과 

연구모형에서 외상후스트 스는 직 으로 정신건

강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간

으로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은 외상후스트 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 계에서부분 인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스트 스가 회복탄력성

을 매개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간 효과의 크기는 .138

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2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B β B β B β

PTSD →

Mental

health

.194 .259* .103 .138* .297 .398**

PTSD →

Resilience
-.263 -.476** .000 .000 -.263 -.476**

Resilience

→ Mental

health

-.393 -290 .000 .000 -.393 -.290*

* P<.05, ** P<.01 95% Bias-corrected bootstrap percentile(.016;.388)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4. 결론 및 

4.1 결론

본 연구는 남, 주지역의 종합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들을 상으로 외상후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구조

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

기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을 검증한 결과, CFI와

TLI는 각각 .920과 .897, RMSEA는 .080으로 모두 만족

할만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상후스트 스, 정

신건강, 회복탄력성 간의 연구모델은 합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후스트 스가 정신건강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후스트

스가 높으면 정신건강 수 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향

계를 통계 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13, 15,

17]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상후스트 스가 정신건

강의 측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외상후스트 스가 회복탄력성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후스트 스가 높

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 1]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는 선행연구[21, 14] 결과를

증명한 것이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외상후스트 스가 정신건강에 미

치는 향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9, 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 외상후스트 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향 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외상경험 후 스트 스를 높게 인식하더라

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정신건강의 상태를 일정부분 완

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

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상사건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 스로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과 일의

능률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외상

사건경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감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개인

외상 직무외상 모두가 사회복지사의 문 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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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인식하고

이에 한 스스로의 보호능력 향상을 한 상담 로그

램 훈련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문 치유상담 수퍼비 정례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내용에 외상 련 치유 로그램 용 등이 권장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 활동과 련하여 정신건강과 안정을 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건강 향상을 한 노

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개인 수 에서 외상 련스

트 스나 우울 불안 등의 정신 문제로 인한 고통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 극 이고 공개

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응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

로 외상후스트 스에 한 민감성 증진 정신건강 증

상 스크리닝 의무화와 같은 인식 제고 노력이 우선 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기업복지의 분야에서 최

근 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 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사회복지사에

알맞게 변화시켜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업

무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 수

삶의 질 향상을 해 상담, 컨설 ,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종합 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정신건강 수 과 직 인 향

계에 있고, 외상후스트 스와 정신건강 간의 계에서

부분 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

상사건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 스로 인해 회복탄력

성이 떨어진 사회복지사나 외상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회복탄력성의 하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가 상

되는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증진 로그

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외상 련 스

트 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 인 측면을 개발하여 극 인 문제해결을 돕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방과 치료 차원에

서 회복탄력성 증진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심리치료 상담 로그램의 용도 필요하다. 이를

해 압박과 스트 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개인 유능성, 정성 낙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 보수교육 학회 차원의

워크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기반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 사회복지사만을

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체 사회복지사를 상으

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 을 갖는다. 사회복지사들의 기

근무의 특성에 따른 외상후스트 스 정도의 차이,

정신건강 수 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무

련 특성을 고려한 외상경험 정신건강 련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탄력성에

하여 다양한 변인들과의 계들을 고려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상사건 경험 후 인과 과정

을 규명하기 한 종단연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

들 간의 계를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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