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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larify the concept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thods: Walker and
Avant's concept analysis process was used in this study. CINAHL, ProQuest, Web of science, NDSL, RISS databases from 2004 to 2016 were searched using the keyword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ap'. Sixty-one
relevant articles and three book were finally selected. Results: Analysis of identified literature indicat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ttributes were developable potential, positive cognition, expression of emotion, multiple psychological capability, and resources with positive effect. The antecedents were goal achievement, training, leader's
motivation, and supportiv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consequences were overall wellbeing which is composed of individual'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and enhancement of work outcome. Conclusi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oretical evidence
for the future research for nurses including progra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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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본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하고 있다[2].
긍정심리자본은 1990년대 후반에 창시된 긍정 심리학의 영
향으로, 2000년대 초반 경영학자인 Luthans 등[3]에 의해 처음
으로 제안이 되었다. Luthans 등[3]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존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환경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을 이어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한 성과향상이 조직의 핵

서, 긍정심리에 자본의 개념을 확장하여 긍정심리자본이라고

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조직구

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

성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4시간동안 직접적인 간

리 상태를 의미하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의 네

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 긍정심리 수용력을 통합하는 상위개념이다[3]. 이러한 긍

하고 있어, 간호 인력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정심리자본은 Hobfoll [4]의 심리적 자원이론을 바탕으로 하

다[1]. 최근 조직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

고 있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이란 개별적인 심

적 동기부여를 통한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긍정심리

리적 변수가 모여서 다차원적인 심리를 구성하게 되면,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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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심리적 자원을 이루게 되어 하나로 통합된 긍정심리

념 이해가 부족하여, 긍정심리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

자본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였다.

터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와 삶의 질을

개념분석은 개념의 기본 요소들을 검증하여 기본적인 속성

높이며 직무와 관련된 몰입과 수행 및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

을 근본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구방법으로[15],

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속성 규명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직무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긍정적

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 조직의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자

Walker와 Avant [15]의 개념 분석 과정에 근거하여 긍정심리

본에 대한 개념은 주로 경영학에서 사용을 하였으나, 현재는 교

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

육학[7], 관광학[8], 체육학[9]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긍정심

여,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에 초점을 둔 간호연구와 실무에 이

리자본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

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간호학 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국내 연구는

2. 연구목적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연구보고가 증가하고 있다[1].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심리적 안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5]의 개념 분석방법에 따라서

녕감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여, 긍정심

직무에 대한 소진은 감소시키고[10], 고객지향성과 조직몰입

리자본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을 향상시켜 조직의 유효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고자 한다.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살펴 본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의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시키며,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

연구방법

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학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1.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력 등 개별적 변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긍정심리
자본은 이 네 가지 변수를 모두 포함한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15]의 개념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3], 네 가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 분석 연구로, H대학 병원으로부터

더욱 상승된다고 하였다[11]. 또한, 간호학은 인간의 정신적인

IRB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NON2016-005). 긍정심리자

측면을 포함하여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돌봄을 실천

본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Luthans 등[3]에 의해 개념이 논의된

하는 학문으로, 간호학자인 Travelbee [12]는 간호의 궁극적인

2004년 이후부터 2016년 2월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를 수집하였

목적은 간호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

다. 문헌검색은 CINAHL, ProQuest, Web of Science, 국가과학

으며, 간호사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앞서 선행연구를

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학술

통해 알아 본 긍정심리자본의 장점은 임상실무에서 신체적, 정

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의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에서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 ‘긍정심리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

본’을 주제어로 하여 국내 및 국외 문헌을 검색하였다. ‘PsyCap’

조직의 인력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간호

은 긍정심리자본의 영문표기인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학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꼭 필요한 변수로 긍정

을 줄여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약자로[16], 일부 학자들은 문헌과

심리자본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논문의 제목에 사용하고 있어 논문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한편,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일부 연구에서

‘PsyCap’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는 ‘긍정심리역량'이란 용어와 혼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10],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논문의 포함기준은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의 명료화가 필요한 상태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심리학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문 및 영문으로 기술된 논문 중

[11], 경영학[13,14]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

전문을 확인 할 수 있는 논문이며, 긍정심리자본을 매개 변수로

을 통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념분석에

만 적용하여 개념은 설명되지 않은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자료

대한 연구보고가 없다. 또한, 간호학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개

는 제외하였다. 문헌의 선정과정은 검색어, 제목, 초록, 논문 전

18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

문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성에 대한 최종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15].

한 결과 총 1,029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포함기준 및 제외기
준을 적용한 결과 국내문헌 30편과 국외문헌 31편으로 총 61편

1) 사전적 정의

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검색한 문헌 외에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국어원

서적 3권을 포함하여 총 64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Figure 1).

의 표준국어 대사전과 Merrian webster dictionary [17,18]를
이용하였다. 먼저 ‘긍정’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한자로 肯定은
‘그러하다고 생각하며 옳다고 인정함’의 뜻을 가지며[17], 영

2. 자료분석

어로 긍정은 ‘Positive’로 ‘좋고 유용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을 위해 문헌고찰

좋은 생각,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희망적이고 낙관

을 바탕으로 하여 Walker와 Avant [15]의 개념분석 과정을 적

적인’ 이란 의미가 있다[18]. ‘심리’는 한자로 ‘心理’로 ‘마음의

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작용과 의식의 상태’ 또는 ‘마음속’ 이란 뜻을 가지며[17], 영어

 개념을 선정한다.

로 심리는 ‘Psychology’로 ‘마음과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문’ 이란 의미가 있고, 긍정심리자본에서 심리의 영문표기는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 한다 .

‘Psychological’로[4], 형용사로서 ‘마음의’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규명한다.

다[18]. 자본은 한자로 ‘資本’으로 ‘장사나 사업의 기본이 되는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돈’ 또는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

 개념의 부가 사례를 제시한다.

어 이르는 말’이란 뜻을 가지며[17], 영어로 자본은 ‘Capital’로

 개념에 대한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명사로는 ‘자본, 대문자, 수도, 중심이 되는 기둥’이란 의미가 있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고, 형용사로는 ‘가장 중요한, 주요한’이란 의미를 가진다[18].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좋
은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속의 기본이 되는 돈 또는 수단’으

연구결과

로 풀이가 될 수 있다[17,18].

1. 긍정심리자본 개념의 사용범위
2) 긍정심리자본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 하는 단계로 활용

긍정심리자본의 어원은 Luthans 등[3]이 긍정심리에 경제

이 가능한 문헌들을 이용한다. 광범위한 문헌고찰은 개념의 속

학 용어인 자본이란 개념을 더하여 긍정심리자본으로 새롭게

Search key word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ap articles from database ProQuest,
CINAHL, Web of science, Scopus, RISS, NDSL

Article selected after review (N=701)

Duplication articles excluded (N=345)

Abstract selected after review (N=356)

Articles excluded (N=295)
․ Excluded criteria (n=277)
․ Poster (n=18)

Full text review (N=61)

Additional 3 books included written by
Luthans et al.

61 (English 31, Korean 30) articles and 3 books included in concept analysis (N=64)

Figure 1. Flow of literatur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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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누구이며

볼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란 물음으로 인간의 긍정적 심리가치를

한편, 최근에는 Luthans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은 긍정심리

중요하게 인식하는데서 출발을 하였다[19]. 긍정심리자본이

자본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Newman 등[21]

란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Luthans등[3,19]의 학자들은 네 가지

은 긍정심리자본을 개인수준에서 팀과 조직에 적용하여, 팀이

긍정심리 수용력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

공유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개인수준에서 보다 기여가 더 클

였고,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구성된 네 가지

것 이라고 하였다. Youssef와 Luthans [22]는 긍정심리자본에

심리적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위의 핵심개념으로 긍정심

대한 통합적 모델을 통해 지금까지 업무와 관련된 긍정심리자본

리자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은 미래의 경쟁적

을 넘어서 삶의 영역에서 건강(health)과 관계(relationship)에

인 조직사회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성과 및 직

초점을 두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발생되는 긍정성은 정서

원의 재직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을 예측하였다[3].

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며, 사고와 행동이 확장되어 신체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변수인 자기효능감, 희

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메커

망, 낙관주의, 회복력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니즘을 통해 개인의 매력이 증가되고, 관계가 개선되어 녜트워

(self-efficacy)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에 대

크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 건강, 관계의 긍정

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자신감이며, 희망(hope)은 성공을 향한

심리자본은 인간을 전체적인 웰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에너지이다. 낙관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23].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주의(optimism)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 이라는 미래의

개념은 앞으로 계속 진보되고 있고,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공에 대한 기대이며, 회복력(resilience)은 역경과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극복하여 적응

3) 타 학문에서의 개념사용

하는 능력이다[3,19,20].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자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인력관리의 중요

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은 이론적으로 서로 연결이

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

되어 있으며, 환경과 함께 동기화된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며, 각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알아보

한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조직차원의 내면화된 감

고자 한다. 경영학에서는 경쟁적인 조직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각과 통제를 바탕으로 한다[13].

자본으로 긍정심리를 자본의 형태로 최초로 소개하였다[3,19].

또한, Youssef와 Luthans [13]는 개발될 수 있는 긍정적 심리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발전 가능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구성원

상태로 희망(hope), 자기효능감(efficacy), 회복력(resilience),

의 강점과 긍정성에 기초한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에 대한 태도,

낙관주의(optimism)의 영문 머리글자를 인용하여 ‘HERO’라고

행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과 향상

표현하여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긍정심리자본은

에 초점을 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14,21,24]. 특히, 영업

개인에게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영업사원의 이

효과적인 업무성과를 위해 개발이 가능하고 관리될 수 있는 역량

직과 관련된 비용절감과 고객과의 관계, 영업성과와 관련하여

이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구성된 실행이

개인적, 조직의 내적 및 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가능한 자원들의 집합체로 웰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4]. 또한, 서비스직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을 통

[13].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의 특성은 첫째, 긍정의 상태로 변화

한 중재연구로 개발 가능한 속성임을 검증하였다[25].

가 가능하며 즐거움, 긍정적 정서, 행복과 같은 감정으로 표현

또한, 심리학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와 관련된 태도에

이 된다. 둘째는 관리와 개발이 가능한 상태적 특성이 있으며,

초점을 두고 개념적 모델을 통해, 직무에 대한 만족과 몰입, 조

셋째,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직몰입 등의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되면 조직구성원의 웰빙은

19,20]. Friend 등[14]은 긍정심리자본이 가진 잠재력은 구성

자연스럽게 연결 될 것이라고 하였다[11]. 그리고, 교육학에서

원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희망적인 직원을 가진 조직

는 학습의 촉진을 위해 적절한 감정적 역할이 중요하며, 평생

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어떤 역경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

교육 참여자의 학습 증진을 위해 긍정심리자본이 필요하다고

라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통해 살펴 본 긍정심리자본은 개

하였다[7]. 관광학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외식 산업종사자의

인과 조직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자기효능감,

동기부여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과정에서 감정표현이 서비스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심리 역량이라고

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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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관계의 질 향상에

현재 간호학에서는 Luthans 등[3,19]이 제안한 자기효능감, 희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8]. 한편, 체육학에서는 긍정심리자본

망, 낙관주의, 회복력을 포함한 복합적인 긍정적인 심리 상태

을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긍정적 인지 상태로 구성된 통합된

로 경영학에서 제시한 긍정심리자본이란 개념을 그대로 간호

자원으로 보고, 유산소 운동의 기간과 강도에 따른 긍정심리자

조직에 적용하여 변수와의 관계를 본 간호 관리학적 연구가 대

본의 심리 생리적 효과를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간호학

이루어졌다[9].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통해 살펴본 긍정심리자본

에서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할 것

은 경영학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학문분야로 다양하게 적용이

으로 사료된다.

되고 있으며, 인간에게 필요한 긍정적 심리역량으로 개인의 성
장 및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간호학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 사용을

2. 개념의 속성확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
본 긍정심리자본의 잠정적 기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긍정
심리자본에 대한 국외 연구는 개념이 제안된 2000년대 초반부

1) 긍정심리자본 속성의 잠정적 기준 목록

터 시작이 되었으나[26],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① 개발이 가능하고 관리 될 수 있는 역량이다[3,13,14,19-25].

적은 편이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

②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긍정적 인지 상태로 구성된 통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긍정
심리자본의 개념을 적용한 간호학 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Luthans와 Jensen [26]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은 환자 간호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긍정심리자본은 재직의도와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므로 간호조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개
념으로 연구에 적용을 하였다. Lee와 Kim [1]은 긍정심리자본
을 긍정심리 상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간호사의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합된 자원이다[9,20].
③ 감정으로 표현이 된다[8,19,20].
④ 네 가지 긍정심리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
나의 핵심적 심리 역량이다[4,13,19].
⑤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인 긍정적인 심리 상태이다[1-3,5-8,19-26].
⑥ 직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행동, 수행을 유도한다[11,
21,24].

을 매개변수로 적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신

⑦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태도, 행동을 감소시킨다[1,21,24].

체적 증상은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⑧ 개인에게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자원

나타났다. 또한, Ko 등[10]은 긍정심리자본을 긍정적인 심리상

[19]

태의 복합체로 보았고, 간호사의 소진은 환자 간호의 질 저하

⑨ 유연한 상태이다[13,19,22].

및 간호 오류를 초래 할 수 있어, 긍정적 인지와 동기부여를 촉

⑩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는 자원이다[14,19].

진시키는 중요한 역량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독립 변수로 사용

⑪ 사람과 사물에 대한 좋은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속의

하여 소진과의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Laschinger

기본이 되는 돈 또는 수단이다[17,18].

와 Fida [27]는 연구대상자를 신규간호사로 확대하여 긍정심
리자본이 직무에 대한 만족을 통한 정신 건강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여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긍정적 심리 상태인 긍
정심리자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속성의 확인
개념에 대한 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에서의 긍정심리자본에

개념 분석의 핵심으로 광범위한 통찰력을 가지게 해 준다[15].

대한 개념은 간호사에게 단순한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아닌 하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문헌 고찰을 한 결과 나타난

나의 심리적 역량으로서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

속성은 개발 가능한 잠재력, 긍정적 인지, 감정으로 표현, 복합

다. 특히,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천하는 실용적

적인 심리역량,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개발

인 학문분야로, 임상실무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변화를

가능한 잠재력이란 긍정심리자본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주도적이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간호사가 요구된다.

[13,19,22],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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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가능한 능력이다[4,13,19,22]. 긍정적 인지란 긍정심리

한 느낌을 받았다(감정으로 표현).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

자본은 개인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좋은 생각과 긍정성을 바탕

지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으로 구성되었고, 감정으로 표현은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인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에너지가 생

감정표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8,19,20]. 그리고 복합

겼다(복합적인 심리 역량). 이러한 결과 긍정적인 A간호사는

적인 심리역량이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이 복합

진심을 담은 환자응대 태도와 행동으로 환자들로부터 칭찬카

적으로 모여서 구성된 하나의 심리역량이다[18,13,19-25]. 긍정

드를 받게 되었고, 병원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를

적 영향을 주는 자원이란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에 대한 부정적

하여 원내 친절 직원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A간호사는 병원의

인 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과를 향상시키

CS (Customer Satisfaction)강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긍정

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1,11,19,21,24].

적 영향을 주는 자원).

① 개발 가능한 잠재력: ①, ⑨, ⑩
② 긍정적 인지: ②, ⑪

4. 개념의 부가 사례 구성

③ 감정으로 표현: ③
④ 복합적인 심리 역량: ④, ⑤
⑤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원: ⑥, ⑦, ⑧

3. 개념의 모델 사례 구성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의 이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 경계 사
례, 관련 사례, 반대 사례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15].
1)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비슷하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

지만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15].

고 있으며 어떤 다른 개념의 속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례로

간호사 C는 병동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실제 생활의 예가 될

터 간호사이다. 프리셉터 간호사로서 D신규 간호사를 담당하

수 있다[15].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중요한 5가지 속성

게 되었다. D간호사는 C간호사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

인 개발 가능한 잠재력, 긍정적 인지, 감정으로 표현, 복합적인

생님처럼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좋아하고 능숙하게 일을 잘 할

심리역량,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모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D간호

델 사례이다.

사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가

간호사인 A는 병동에 7년간 근무를 하였고, 항상 긍정적으

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해져, 간호사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간호부에서 실시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해”라고 하였다. D간호사는 긍정적인 마

는 ‘환자의 긍정적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서비스 디자인’

음을 기본으로 하여 간호사로 근무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란 교육을 통해 환자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간호사의 긍정적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개발 가능한 잠재력). D간호사는 3개월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개발 가능한 잠재

의 프리셉티 기간을 마치고 혼자서 환자를 담당하게 된 날. “오

력). 그리고 병동에서 외래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 하

늘부터 나는 진짜 간호사가 되어 내 환자를 담당하는 뜻 깊은

루에 8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외래 근무는 어려운 점이 많았

날이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였다(긍정적

다. 그러나 환자가 집에서 병원 외래를 내원하기까지의 과정을

인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 예약이 된 날짜에 오기 위해 어떤 환자는

D간호사는 담당 환자의 갑작스런 발열증상으로 추가 처방

도보로, 지하철로, 자가용으로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진료

을 수행하느라, 정규 투약과 처치가 지연되면서 마음이 다급해

를 보기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예약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근무를

해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

마쳤고 해 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뿌듯했다(감정

고 나니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누구보다 중

으로 표현).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긍정적

금은 부족하지만 능숙한 간호사로 프리셉터 역할을 하는 날도

인지). 이런 마음은 환자들에게 더욱 더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있을 거야.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배님에게 확인해서 잘

하였고 자세한 설명을 하게 함으로서 환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

해야지! 오늘을 잘 극복하자”라는 다짐을 했다(복합적인 심리

게 되었다. 환자를 만나는 A간호사는 근무하면서 즐겁고 행복

역량).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어제 근무로 너무 긴장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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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온 몸이 아픈 것 같고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긍정적

있던 C간호사가 보호자의 응대를 하게 되었다. 보호자는 “환

영향을 주는 자원의 반대).

자에게 좀 잘 대해 줄 수 없으세요”라고 했고, C간호사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2) 관련 사례(Related case)

C간호사는 병실에서 돌아온 B간호사에게 보호자의 불만내용

분석하는 개념과 관련은 있으나 중요한 속성은 포함되지 않

을 전달하고 주의하도록 당부를 했다. B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는 유사하나 자세히 검토하면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이다[15].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긍정적 영향

간호사D는 병동에 근무하는 경력 2년의 간호사이다. D간호

을 주는 자원의 반대).

사는 경력에 비해 업무에 대한 적응이 느린 상태로 함께 입사한
동기인 A간호사보다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D

5.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간호사는 병동의 파트장인 E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파트장인
E는 D간호사에게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능숙하게 잘 할 수 있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하고, 결과는 그 개념이 발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어나는 현

업무의 우선순위도 알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성의를 가지고 근

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무를 하면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것은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개

하였다(개발 가능한 잠재력). D간호사는 내가 환자라면 어떤

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다[15].

경험일까? 생각하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환자에게 좋은 영

본 연구에서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 한 긍정심리자본의 선행

향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긍정적 인지). 그리고 다시

요인은 성취할 목표[9,13,20,23], 훈련[2,25], 리더의 동기부여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감정으로 표현의 부재, 복합적인 심

[19,21], 지원적 조직 환경[13,2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

리 역량의 부재). D간호사는 E파트장의 조언을 항상 생각하며

심리자본의 결과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포

열심히 환자의 병실을 자주 가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최대한

함하는 전체적인 웰빙과[13,22,23], 업무와 관련된 바람직한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태도, 행동, 수행을 통해 업무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파트장과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간호사로서 자부

것으로 나타났다[13,21,24,28].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심을 느끼게 되었다(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원).

으로 구성한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는 그림과 같다
(Figure 2).

3) 반대 사례(Contrary case)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로서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6. 개념에 대한 경험적 준거

전혀 들어 있지 않는 사례이다[14]. 긍정심리자본의 5가지 중
요한 속성인 개발 가능한 잠재력, 긍정적 인지, 복합적인 심리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는 속성에 대한 경험

역량, 감정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영향 주는 자원을 포함하지

적 준거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험적 대상을 실제 세계에서 확

않은 반대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하는 작업이다[15]. 즉,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

간호사B는 입사한지 3년이 된 외과 병동 간호사이다. 어려

한 준거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PCQ (Psychological Capital

운 신규간호사 기간을 보내고 병동에 적응을 하니 업무가 쉽게

Questionnaire)는 Luthans 등[20]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느껴졌고, 경력간호사로부터 멘토링을 하지 않아 더 이상의 노

측정이 가능한 긍정심리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다(개발 가능한 잠재력의 반대). 오

력으로 구성 하였다. 문항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후 근무 중 호출 벨이 울렸다. 잦은 호출로 힘들다고 불평을 했

기효능감은 “나는 장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

고, 환자의 입원연락에 바쁜 상황인데 더 바빠지겠다고 한숨을

에 자신이 있다”를 포함한 6문항, 희망은 “나는 업무상 난관에

쉬었다(긍정적 인지의 반대).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었다(감정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 해 낼 수

으로 표현의 반대). 신환이 입원을 하자 B간호사는 업무적으로

있다”를 포함한 6문항, 낙관주의는 “나는 항상 내가 맡고 있는

“빨리 일을 처리하자”는 마음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안내했다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다”를 포함한 6문항, 회복력은 “나

(복합적인 심리 역량의 반대). 이후 신환의 보호자는 간호사실

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보통 잘 이겨낸다”를 포함한

로 나와서 입원할 때 안내를 한 간호사를 찾았고, 간호사실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에 6점 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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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cedents

Attributes

Consequences
✓ Overall well-being

✓ Developable potential

✓ Achievement goal

➢ Physical
➢ Psychological

✓ Positive cognition

✓ Training

⇨

✓ Leader's motivation

⇨

✓ Expression of emotion
✓ Multiple psychological capability

✓ Supportive organization's
environment

✓ Resource with positive impact

➢ Social
✓ Enhancement of work outcome
➢ Attitude
➢ Behavior
➢ Perfomance

Figure 2. Conceptual diagra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성장과 조직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나타

의미한다. PCQ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rre)도구

났다[7]. 특히, 긍정심리자본 개념이 개발된 역사에 비해 빠르

는 현재 다수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

게 다양한 학문분야로 확장되고 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긍정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에서 제시한 개념과 도구

심리자본의 긍정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건강에 초점

의 구성이 동일한 도구이다.

을 둔 긍정심리자본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건강에 대한 만족은
증가하고 신체적으로 BMI (Body Mass Index)와 콜레스테롤

논

의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특히, 간호는 환자와의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간호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을 Walker와 Avant

자에게 전달되어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기대 할

[15]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긍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직의 관리자는 간호사의 긍정

정심리자본의 속성은 개발 가능한 잠재력, 긍정적 인지, 감정으

심리자본이 향상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전략을

로 표현, 복합적인 심리 역량,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의 5가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에 대

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긍정

한 중재 연구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심리자본을 간호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과 간호학적 연구
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즐거
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이 된다. 서비스직 대

첫째는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다. 긍정심리자본은 훈련과 학

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긍정적 감

습을 통해 향상이 될 수 있는 상태적인 속성이 있어, 이미 국외

정표현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8], 간호

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웹 기반 긍정심리자본 프

사의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것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25]. 또한, 간호사의

으로 나타났다[1]. 간호학자인 Travelbee [12]는 간호를 간호

긍정심리자본은 직위, 경력,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대인관계과정으로 보고 간호사의 긍정

으로 나타나[10],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신규

적 감정이입과 공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긍정심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할 것으

리자본의 향상은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 환자에게 긍정적

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할 수 있

영향을 주게 되면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된

는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연

다. 또한, 임상실무에서 환자의 정서적 간호중재를 위한 긍정

구를 제안한다.

심리자본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근거기반 간호 실천에 기여 할

둘째는 긍정적 인지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약점과 부

것이다.

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한 심리학이 강점과 긍정성

넷째는 복합적인 심리 역량이다. 긍정심리자본은 단순한

에 기초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된 개념이다. 이러

하나의 긍정심리상태가 아닌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

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구성원의 긍정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복력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심리상태로 정의가 된다[3,19]. 또

18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

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긍정심리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심리적

련, 지원적 조직 환경을 임상실무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전

자원 이론에서는 개별적인 심리적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

략이 요구된다. 또한, 기계화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미래사

해 상승작용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4]. 복합적으로 구

회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가 건강의 멘토로서 환자의

성된 심리적 역량인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목표로 하는 간호의 핵심가치와 맥락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28]. 특히, 간호사는 의

을 같이하여 전체적이고 통합된 간호실천에 기여 할 것이다.

료기관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역동적인 간호 환경에

본 연구는 개념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학문분야

서 긍정심리자본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모든 학문분야를 포함하였

따라서, 현재 시도되지 않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질적 연구,

다고 단언 할 수 없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간호사의 긍정심리자본의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판단을 완전히 배제 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문헌고찰 연구, 국내 간호사에게 적합한 도구개발 연구를 제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

안한다.

한 연구가 활발한 상태이므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

다섯째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이다. 긍정심리자본을

식하고 개념 분석을 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통한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주목
을 받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직무에 대한 태도, 행동,

결

수행에 긍정적 변화와 함께 조직의 변화도 유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Fredrickson [29]의 긍정적 정서의 확장 및 구축이론(Broadenand build theory)에 근거한다. 개인의 긍정적 정서는 사고와
행위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신체적, 지적 자원으로부터 사회적,
심리적 자원에까지 지속적인 개인의 자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자원의 증대로 개인의 상향적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으로 인해 다시 긍정적 정서
를 경험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자
본은 현재 단순한 개인의 역량이 아닌 조직적, 사회적으로 중
요한 자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Newman 등[21]은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개인, 팀, 조직 수준에서 다양한 연구의 접근을 제

론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Walker와 Avant [15]의 방법을 통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속성은 개발이 가능한 잠재
력이며 긍정적 인지를 통해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복합적인 심
리 역량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무에서 미래의 간호조직을 발
전시키고, 우수한 간호 인력을 보유할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27].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개
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연구가 촉진되어, 간호사의 긍정심
리자본에 대한 도구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중
재연구를 제언한다.

안하였다. 간호학에서도 지금까지 시행된 긍정심리자본에 대
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긍정심리자본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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