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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병원은 환자안전관리 강조, 소비자의 권리 강화, 저출산과 고

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하

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1],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의료의 질 향상

과 성과 지향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2].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2015년도 병원종사자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3], 병원간호사

는 전문직으로서 병원의 다양한 전문인력들과 상호작용하여 환자들

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 기술, 가치개념 등

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관 및 조직몰입이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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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야 한다[4].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전문적인 간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의 질과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보장

할 수 있다.

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직무수행 및 직무성과 향상에 기여함

이 강조되어 왔다. 간호사의 전문직업성 확립은 간호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과 더불어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지

하게 하여 조직 효과성을 높이며[5], 바람직한 전문직관(professional 

consciousness)을 가진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17.42.3.216&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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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 또한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조직몰입과 간호업무수행능력도 높다고 하였다[7].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 역시 조직 유효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어 왔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간호사는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병원조직의 업무성과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8]. 간호사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간호사의 직

무만족, 업무수행능력정도,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며[9], 조

직몰입을 높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간호조직의 인적자원 유

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조직몰입은 개

인에게 외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결근, 이

직, 성과 측면에서도 조직의 목표 추구에 유익할 수 있다[11].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은 간호사의 모든 임상적 업무수행에 필요

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업무과정에서 획득

한 정보나 지식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복

잡한 관계를 규명하여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2]. 최근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간호사

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다[13]. 또한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은 의료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다[14]. 그러므로 간호업무수행은 병원간호사의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의 직

무만족, 이직의도 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15], 전

문직업성과 조직몰입의 이직의도와의 관계[16],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17], 전문병원간호사의 전문직 자아

개념과 조직몰입의 관계[18] 등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임상간호사의 전

문직업성이 간호업무수행, 직무만족, 재직의도 등에 대한 영향관계 연

구가 있었다[6]. 그러나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

무수행에 대한 영향을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포함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수준을 측

정하고 이들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계를 검정하여 간호전문인

력의 개발 및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 조직몰입, 간호

업무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 조직몰입,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넷째,  인구사회 및 조직 특성을 통제하여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측정도구

전문직관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신

념, 관념 및 인상 등을 종합한 개념이며,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담당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의식을 의미한

다[19]. 본 연구에서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병원의 임상간호 분야에서 자율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는 Hall [20]이 개발하고 Schwirian [21]이 수정한 전문직업

성 척도(Hall’s professional inventory)를 Baek et al. [22]이 한글로 표준

화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5문항,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념 5문항, 자율적 업무수행성 5문항, 자체규제에 대

한 신념 5문항,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5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수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 15인

에게 검증받았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척도점은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유의한 요인적재값(0.4 이상)을 

가진 12개 문항이었으며(최고 0.682에서 최저 0.418의 요인적재값을 가

짐), 이들로 전문직관 요인을 구성하였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

bach’s α)는 Baek et al. [22]의 연구에서는 0.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0.80이었다.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동일화하고 내재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을 의

미하며[11],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

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 등 3가지 상

이한 심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3]. 본 연구에서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은 병원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일체감을 가지고, 병원조직

을 자신의 핵심요소로 생각하여 병원조직에 의무감을 가지고 근무하

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조작적 정의에 대한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도구는 Mow-

day 등[11]이 개발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Han and Park [2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였다. 



Ok-Bun Jeon and Seewon Ryu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18 | http://www.e-jhis.org

애착 3문항, 동일시 2문항, 근속 2문항 등 총 7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항목이 한 요인에 적재되었으

며, 요인적재값은 0.842에서 0.728에 분포되었다. 내적 신뢰도는 Han 

and Park [24]의 연구에서 0.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수행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문제 파악, 문제해결을 위한 간

호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및 평가 등 직접업무, 교육, 설명, 조언, 감독, 

지도 등 중재활동, 환자, 대상자, 건강요원 팀, 동료 등과의 대인관계, 자

신의 전문직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도 이러

한 정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수행은 Schwirian [21]이 개발한 Six-Dimen-

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 도구를 Kim [25]이 한글로 표준화하

고, Choi [26]가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지도력 6문항, 위기간호 7문항, 협조적인 활동 11문항, 간호계획 및 평

가 7문항, 환자, 보호자, 의료요원, 동료 등과의 의사소통 11문항, 자신

의 전문직 발달노력 10문항 등 총 5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척도점은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3개의 문항을 제외한 49개의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0.4 

이상으로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였다(최고 0.696에서 최저 0.409의 요인

적재값을 가짐).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Scwirian [21] 연구에서 0.97, 

Kim [25]의 연구에서는 0.96, Choi [26]의 연구에서는 0.85, 본 연구에서

는 0.96이었다.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3개의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였으며 사전 검증(pretest)을 통하여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환자의 치료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외래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3개월 이하의 신규간호사는 간호업무수행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

소한의 표본 수는 10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

려하여 총 320명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310부가 수거되어 

97%의 수거율을 보였고 무응답이 많거나, 동일한 응답 등 응답의 품질

이 미흡한 5부를 제외한 30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행하였다

(No.  2-1041024-AB-N-01–20160112-HR-327). 조사대상자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조사하였으며, 임의의 연구번호를 부여하

였다. 응답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저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요인분석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분석은 기술통계로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별 간호업무수행의 변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간호업무수행과 전문직관 및 조직몰입의 관련성은 Pearson 상

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넷째,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위계적 방법에 의한 다

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97%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72.4%, 30대 이상이 27.9%로 평균 28.12세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7.4%, 기혼이 22.6%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이상이 

59.9%이었으며, 3년제(전문)대학 및 학사편입 등이 40.1%이었다.

총 업무경력은 3년 미만이 44.9%, 3-5년 17.0%, 5년 초과 38.0%, 평균 

경력은 5.61년이었다. 현재 업무경력은 3년 미만이 73.7%로 가장 많았

고, 3-5년 13.1%, 5년 초과 13.1%로 평균 경력은 2.68년이었다. 근무형태

는 교대근무자가 97.4%, 상근근무가 2.6%, 직위는 평간호사가 85.2%, 책

임간호사 이상이 14.8%이었다.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41.9%,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가 28.6%, 중환자실 간호사가 29.6%이었다

(Table 1).

전문직관, 조직몰입과 간호업무수행의 기술통계 및 상관성

전문직관과 간호업무수행의 수준은 보통 이하 수준이었으며, 조직

몰입의 수준은 보통수준을 상회하였다. 전문직관은 2.49점, 조직몰입

은 3.38점, 간호업무수행은 2.29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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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수행은 전문직관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간호업무수행의 전문직관과(r= 0.50)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

직몰입과(r= 0.27)의 관계보다 높았다.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조직몰입

과도 높은 상관관계(r= 0.49)를 보였다(Table 2).

일반적 특성별 간호업무수행의 변이

표본의 일반적 특성별로 병원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의 변이를 분

산분석(one-way ANOVA) 또는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성 및 교대근무유형에서 남자 간호사 및 주간근무자가 각각 전체의 

3% 및 2.3%로 집단의 대표성이 미흡하여 변이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간호업무수행의 변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n (%) Mean±SD

Sex Female 296 (97.0)
Male 9 (3.0)

Age (y)1 20s 220 (72.4) 28.12±5.55
≥30s 84 (27.6)

Marital status Unmarried 236 (77.4)
Married 69 (22.6)

Education1 Associate & bachelor degree 122 (40.1)
Bachelor, master degree 182 (59.9)

Religion Yes 126 (0.45)
No 154 (0.55)

Total work 
    experience (y)1

<3 137 (44.9) 5.61±5.66
3-5 52 (17.0)
>5 116 (38.0)

Current work 
    experience (y)

<3 219 (73.7) 2.68±2.83
3-5 39 (13.1)
>5 39 (13.1)

Working type Day shift 8 (2.6)
Rotation 297 (97.4)

Position1 Staff nurse 259 (85.2)
Chief, special, head nurse 45 (14.8)

Working ward1 Care/nursing integrated 
ward

86 (28.6)

Intensive ward 89 (29.6)
General ward 126 (41.9)

Total 305 (100.0)

SD, standard deviation.   
1There exist some missing case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nd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Variables Mean±SD Min Max
Correlations (p-value)

1 2

1. Professional consciousness 2.49±0.43 1.2 3.8
2. Organizational commitment 3.38±0.65 1.0 5.0 0.49 (0.000)
3. Nursing performance 2.29±0.38 1.1 3.2 0.50 (0.000) 0.27 (0.000)

SD, standard deviation.

종교, 총업무경력, 직위, 근무하는 병동 등에서 집단별로 유의하게 차이

가 있었다. 간호업무수행의 수준은 20대가(2.33점) 30세 이상 집단에

(2.17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 0.01). 미혼자가(2.33점) 기혼자에

(2.16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1), 무교인 집단이(2.33점) 종교

가 있는 집단에(2.23점) 비하여 높았다(p< 0.05). 총업무경력이 5년 초과

한 집단이(2.18점) 3년 미만(2.34점) 및 3년에서 5년 경력자들(2.39점)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평간호사들이(2.32점) 주임간호사 이상 

집단(2.1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1).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는(2.21점) 일반병동 간호사에(2.36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중환

자실 간호사는 양쪽 집단과 구별되지 않았다(p< 0.05). 학력 및 현업무

경력 별로는 간호업무수행 변이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Variations of nursing perform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ursing performance

Mean±SD T or F p-value

Age (y) 20s 2.33±0.36 3.30 0.001

≥30s 2.17±0.38

Marital status Unmarried 2.33±0.37 -3.22 0.001

Married 2.16±0.39

Education Associate, associate & 
   bachelor degree

2.25±0.41 1.46 0.146

Bachelor, master degree 2.31±0.35

Religion Yes 2.23±0.35 2.31 0.022

No 2.33±0.39

Total work 
    experience (y)

<3b 2.34±0.37 6.98 0.000

3-5b 2.39±0.32

>5a 2.18±0.39

Current work 
    experience (y)

<3 2.29±0.40 0.20 0.821

3-5 2.29±0.35

>5 2.24±0.23

Position Staff nurse 2.32±0.37 -3.25 0.001

Chief, special, head nurse 2.11±0.38

Working ward Care/nursing integrateda 2.21±0.37 4.26 0.015

Intensiveab 2.27±0.35

Generalb 2.36±0.39

Total 2.29±0.38

SD, standard deviation.    
a<b (Du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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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이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및 직무 특성들을 통제하고 위계적 다중회

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예측값을 대응한 분포도에서 무작위 및 상하 대칭을 형성하여 

선형성이 만족하였으며, 최종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3으

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의 문제도 없었다. 표준화 잔차의 히스토그

램과 p-p plot에서 잔차의 빈도분포로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로 등분산성을 검토하였다. Cook’s distance 값 평균은 

0.004로서 특이값의 문제는 없었다. F-값은 모형의 유의성을 보여주었

으며(p< 0.001), 추정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VIF값이 1.241-3.147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미미하였다.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제요인들만으로 

구성한 모형1에서는 종사하는 병동 즉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일반병동 근무자에 비하여 간호업무수행에 역방향의 유의

한 영향요인이었으며(β = -0.19, p< 0.01), 이 때 설명력은 0.10 (수정된 설

명력은 0.08) 수준이었다.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간호적문직관이 순방

향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β = 0.43, p< 0.001), 간호간병통합병동

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여전히 일반병동 근무자에 비하여 간호업무수

행에 역방향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β = -0.16, p< 0.01). 그러나 조직

몰입은 간호전문직관과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유의

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β = -0.02, p> 0.05). 모형2는 모형1에 비하

여 0.18 만큼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0.28 (수정된 

설명력은 0.25) 수준이었다(Table 4).

고   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환자의 의료서비

스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27].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500병상 이상의 3개 종합병원간호사 305명을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이 간호업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하여 간호업무수행에 역방향의 영향이 있음을 검정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간호업무

수행의 수준이 낮았다. Park and Lee [28]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수준이(3.76점) 일반병동 간호사의 

그것보다(3.56점)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수준은(2.91점) 일반병동 간호사(3.07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수행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인이 담당하는 환

자의 수는 적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들

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간호사 및 환자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to nursing performance        

Variables (reference)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Age (y, 20s) ≥30 0.04 0.42 0.677 0.05 0.49 0.624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0.10 1.16 0.248 0.04 0.49 0.627

Religion (no) Yes -0.10 -1.68 0.095 -0.04 -0.68 0.499

Total job experience (y, >5) <3 0.07 0.79 0.430 0.08 0.90 0.369

3-5 0.14 1.78 0.076 0.11 1.48 0.141

Position (≥chief nurse) Staff 0.12 1.52 0.131 0.08 1.16 0.246

Working ward (general) Integrated -0.19 -2.87 0.004 -0.16 -2.75 0.006

Intensive -0.10 -1.60 0.110 -0.06 -1.02 0.309

Professional consciousness - - 0.43 6.71 0.000

Organizational commitment - - 0.02 0.33 0.743

Adj R2 0.08 0.25

R2 0.10 0.28

∆ R2 - 0.18

F-value 3.68 (0.000) 9.8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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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적응, 간호와 간병 업무의 전문화 등을 통한 간호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원간호사의 근무하는 병동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업무수행에 유

의한 영향요인이었다.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하여 간호업무수행의 역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맥락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

전문직관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는 선행연구결과

[6,29]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의사

소통, 전문직 발달노력, 간호계획 및 평가, 위기간호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바, 전문적인 간호업무수행을 위하여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

인들의 강화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긍정적인 자아

상 확립 및 전문직 능력향상, 간호성과의 가시화, 간호사 이미지 재창

출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개개인이 윤리적인 주

체가 되기 위해 자아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간호이미지를 정립함으로써 전

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간호직 내부에서도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4,27].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은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조직몰입은 간호업무수행과 유의한 상관성이(r = 0.27, 

p < 0.001) 있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r = 0.18, p < 0.01)

[30]. 그러나 병원간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을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

의 간호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간호전문직이 간호업무수행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준 상태

에서 조직몰입의 추가적인 영향력은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결과의 해석

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이를 극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째, 본 연구의 대상을 경기지역 3개의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병원별 조직의 특성 및 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관련성, 다른 조직적인 요인들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전문직관과 조

직몰입을 동시에 간호업무수행의 설명변수로 검정함으로써 조직몰입

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유의한 영향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구조

방정식모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의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

하여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간호업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하여 간호업무수행에 역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조직몰입은 전문직관과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하여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간호

사의 간호업무수행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소명

의식, 전문조직에 대한 소속감, 공적서비스 및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자율적 업무수행 등을 형성하고 이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호

업무수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인 소명의식에 

비하여 간호업무수행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이 있지만 간호업무수

행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호사의 병원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

하여 간호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업무

에 대한 적응과 수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도입단계로서 환자, 보호자, 간호

사 등에게 간호간병서비스 수행의 의의와 전문성을 홍보하여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

의 정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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