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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의료진의 책임하에 의사가 담당했

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하며

[1], 주로 수술 및 수술보조, 환자 및 가족의 교육과 상담, 환자상태 평

외과계 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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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rofessional identity, which is a subjective evaluation of self-determination, has been stud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job sat-
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an b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was aimed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hysician assista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iden-
tity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24 nurse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mong physician assistants 
working at two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nd Y city. The measurement tools included a questionnaire on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results. Results: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 identity was 3.36 ± 0.42,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3.28 ± 0.54, 
and job satisfaction was 3.12 ± 0.38.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 = 0.56, p< 0.001),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r = 0.65, p< 0.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r = 0.61, p< 0.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a mediator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Based on this study, organizational com-
mitment promotion strategie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re needed.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of a physician 
assistant and promotion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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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처방, 약물처방뿐만 아니라 상처봉합과 복잡한 상처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이는 몇몇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1] 각 병원들이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를 대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3]. 미

국의 경우, 전담간호사 과정의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국가자격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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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 전담간호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법적보호하에 의료행위

를 하고 있다[4].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100시간의 교육

을 이수하고, 6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5]. 그러나 

우리나라 전담간호사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제도나 표준화

된 업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병원과 진료부서의 요구에 따라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전담간호사

나 전공의들로부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만 받은 후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병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인사

정책으로 인해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1], 최근 몇 년간 

전담간호사로 배치되는 간호사의 수는 점점 급증하였으며, 그중 외과

계 전담간호사는 전체 전담간호사의 79.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6].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률’이 통과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담간호사는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중간정도의 수준[7,8]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간호사들이 느끼는 

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같은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사

용하지만 질 향상, 상처, 감염 등의 직군과는 달리 소위 의사들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직종인 만큼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8]. 그뿐만 아니라, 소속된 조직 내 체계가 확실

하지 않아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적어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7]. 간호사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근로의욕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조직유효성 저하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9].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들을 살

펴보면, 중환자 간호사의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은 거의 찾을 수 없고 주로 조직과 관련된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고[10], 실무전문가(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의 경우

에는 외적인 요인인 행정적인 지지나 보상보다는 내적요인인 자율성, 

직무의 유의미성 등이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11]. 이와 같이 실무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

의 경우 조직이 이끄는 내적요인의 강화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

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직 정체성은 체계적인 학식과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공

공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직무만족

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12]. 특히 간호전문직 

정체성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적 성능과 자기범주화가 손

꼽힌다[13]. 사회적 성능이란 구성원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혁

신활동에 참여하는가와 관련한 특성으로 동기, 수행의 목표와 규준, 

효율성 등의 요소로 정의된다. 자기범주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인지하

는 자신의 속성을 말하며 인지적 과정으로서 집단활동, 맥락적 민감

성, 공동의 사회적 영향력의 요소로 구성된다. 미국 전담간호사의 경

우 신체검진, 진단, 치료와 처방 등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의 목표와 

규준이 뚜렷하여[14] 사회적 성능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소진정도는 중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직무의 속성을 인지하는 자기범

주화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들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업무구분으로 규준측면이 약하고 일

반간호사와 의사 사이에서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자발

성이나 자율성은 제한되어[15] 사회적 성능에 있어 높은 수준이 아니

다. 또한, 자격기준이 모호하여 전담간호사 집단이 느끼는 집단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정이 미미하다

고 생각하고 있어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에 노출되

어 있다[16]. 따라서, 전담간호사 집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언급하기

는 이른 단계로 볼 수 있어 자기범주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전문직 정체성 구축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17] 

직무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 전담간호사들의 전

문직 정체성은 그들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변인을 찾

을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하는 변인들을 검증한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직접효과를 갖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

목되고 있다[18].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애쓰고 조직에 남고자 하는 구성원의 감정이나 태도로[19] 간호

사 동료와의 관계 개선,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0]. 하지만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몰입 간의 상

관성은 있으나 인과관계의 규명이 부족하고, 전담간호사가 가지는 조

직몰입이 어떤 수준이며, 사회적 성능과 자기범주화가 낮은 집단인 전

담간호사의 경우에도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

몰입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조직몰

입은 직무만족의 선행요인이 되거나 직무만족에 영향하는 변수로 검

증되어 오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10,18], 두 변수 간의 

관련성 내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 전담간호

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과계 전담간호사의 전

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역할을 파

악하여,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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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과계 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이에 가설은 다음과 같다(Figure 1).

가설 1: 전문직 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4곳, 양산시 소재 1곳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과계 전담간호사 중에서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및 성형

외과 등 8개 외과계 진료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담간호사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관련연구

[12]를 토대로 효과크기를 0.30으로 설정하였고, G*power 3.2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로 111명이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회수율 및 응답누락 20%를 고려하여 130부를 배부하였

고, 그중 12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7.7%),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한 1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의 도구 52개의 문항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임상경력,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근무부서, 연봉, 근무동기, 법적보호제도 부족

에 대한 불안, 전공의 충족에 따른 고용상태 불안, 휴가사용의 자율성) 

12개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직 정체성

체계적인 학식과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공공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전문

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며[12], 본 연구에서는 

Hall [21]과 Snizek [22]의 직업 정체성 도구를 Kim [23]이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율성 5문항, 서비스 2문항, 소

명의식 6문항 및 전문조직활동 4문항 등의 총 17문항이었고, 5점 평정

척도로서 총점인 85점에 가까울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Kim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Mowday et al. [19]이 개발한 Organi-

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Lee and Kim [24]이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애착 6문항, 동일시 6문항 및 근속 3문

항 등 총 15문항이며, 이 중 3, 6, 11, 13, 14, 15번 등의 6개 문항은 부정

적인 내용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하였다. 5점 평정척도로서 

총점인 75점에 가까울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and Kim [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89, 본 연구에서는 0.82이

었다.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amps et al. [25]이 개

발한 도구를 Seon [26]이 전담간호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보수 2문항, 전문적 위치 3문항, 행정 3문항, 자율성 3문항, 업무

요구 4문항, 상호작용 3문항 및 전담간호사와 의사 관련부서 직원과의 

관계 2문항 등 총 20문항이며, 이 중 9, 11, 12, 14, 15, 16, 18번의 문항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산하였다. 5점 평정척도로

써 총점인 100점에 가까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eon [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8

이었다.

자료수집 

연구수행 전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IRB No. 

H-1705-006-055)을 받은 후 2017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대

Figure 1. Research hypothesis.

a, b, c is significant, respectively 
c<t (t means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 on  

dependent variable without mediating variable)

Professional identity Job satisfaction
t

Professional identity Job satisfaction
c

Organizational
commitmen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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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특성,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 차이 정도는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로 분석

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는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

성과 근무특성 중 연령, 병원임상경력, 전담간호사 경력, 연봉의 4가지 

변수를 통제하고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

cients)로 분석하였다.

4) 독립변수를 전문직 정체성, 매개변수를 조직몰입으로 설정하고 

상자를 표본으로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에 전화 혹은 E-mail

로 교신하였다. 해당 병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에 참여를 원하는 외과계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

고, 일주일 후 수거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무특성,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Mean±SD t/F/χ2 p Mean±SD t/F/χ2 p Mean±SD t/F/χ2 p

Sex Female 77 (62.1) 56.27±6.87 1.63 0.107 48.26±6.35 1.46 0.149 61.31±7.35 1.91 0.059
Male 47 (37.9) 58.40±7.42 50.68±10.24 63.98±7.90

Age (y) <30 73 (58.9) 56.97±6.89 -0.20 0.841 49.97±8.05 1.31 0.192 64.29±7.10 3.59 <0.001
≥30 51 (41.1) 57.24±7.54 48.04±8.10 59.51±7.57

Marital status Single 82 (66.1) 56.91±7.30 -0.36 0.719 49.70±8.16 1.00 0.322 62.85±7.86 1.08 0.281
Married 42 (33.9) 57.40±6.88 48.17±7.96 61.29±7.18

Education Diploma 54 (43.5) 56.20±6.77 -1.21 0.231 48.35±7.92 -1.00 0.321 61.39±6.74 -1.20 0.233
≥Bachelor degree 70 (56.5) 57.76±7.38 49.81±8.23 63.04±8.24

Career of clinical 
practice (mon)

<60 51 (41.1) 56.76±7.14 -0.41 0.682 50.98±7.95 2.10 0.038 64.14±6.96 2.25 0.026
≥60 73 (58.9) 57.30±7.17 47.92±8.01 61.05±7.88

Career of PA (mon) <60 79 (63.7) 56.96±7.77 -0.24 0.807 49.73±8.71 1.02 0.312 63.34±7.89 1.99 0.049
≥60 45 (36.3) 57.29±5.92 48.20±6.86 60.53±6.91

Department General surgery 33 (26.7) 57.36±5.99 1.00 0.429 48.09±6.02 3.18 0.006 61.30±7.00 1.78 0.110
Neurosurgeryb 20 (16.1) 58.70±7.92 53.40±6.91 63.30±9.98
Urology 18 (14.5) 57.83±7.41 47.94±12.05 63.94±6.38
Orthopedics 16 (12.9) 54.81±8.50 46.19±7.70 59.06±9.23
Obstetrics and gynecologya 15 (12.1) 54.33±5.69 45.13±4.41 60.13±5.64
Thoracic surgery 13 (10.5) 58.92±8.19 52.31±9.66 66.54±6.89
Others1 9 (7.2) 56.89±6.51 53.78±3.83 64.40±4.67

Annual income 
(1,000 Won)

<400 49 (39.5) 57.22±7.01 0.18 0.857 51.29±7.21 2.39 0.018 65.39±7.41 3.80 <0.001
≥400 75 (60.5) 56.99±7.26 47.80±8.39 60.32±7.15

Working  
motivation

Appointmenta 65 (52.4) 55.83±7.09 4.94 0.003 48.82±7.64 0.68 0.564 60.54±7.20 58.6 <0.001
Avoid shift workb 26 (21.0) 56.15±6.21 a,b<c 48.27±5.24 61.38±6.71 a,b<c
Specialized workingc 17 (13.7) 62.82±6.07 51.65±12.02 68.18±8.87
Aptitude/interest & etcd 16 (12.9) 57.56±7.30 49.50±8.91 64.88±6.10

Anxiety of lack of  
legal protection

Agreec 67 (54.0) 56.09±7.55 10.60 0.005 47.54±7.82 8.99 0.011 59.76±7.15 14.34 <0.001
Disagreea 12 (9.7) 63.17±4.73 a>b,c 54.25±8.37 a>c 70.58±6.87 a>b,c
Uncertainb 45 (36.3) 56.93±6.29 50.27±7.68 63.93±6.58 b>c

Anxiety of keeping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ident

Agreec 42 (33.9) 56.79±6.99 4.31 0.016 48.33±8.35 1.38 0.254 60.57±7.47 2.99 0.054
Disagreea 40 (32.2) 59.53±7.01 a,b<c 50.93±7.36 64.58±7.96
Uncertainb 42 (33.9) 55.05±6.84 48.36±8.43 61.93±7.13

Autonomy for  
holiday use

Yes 72 (58.1) 58.35±6.67 2.37 0.019 51.03±8.28 3.10 0.002 65.43±6.34 6.06 <0.001
No 52 (41.9) 55.33±7.45 46.62±7.15 58.02±7.23

SD, standard deviation; PA, physician assistant. 
1Plastic surgery and Otorhinolaryng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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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직무만족도로 하여 검증하였다. 상관분석와 같이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검증하

기 위해서 세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

립변수인 전문직 정체성이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예측요인임

을 규명하고,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

만족도의 유의한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회귀분석은 매개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을 먼저 회귀식에 

투입한 후 독립변수인 전문직 정체성을 투입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77명(62.1%)으로 

남자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30세 미만이 73명(58.9%)이었다. 미혼이 

66.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교육정도는 학사학위 이상이 56.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임상경력은 70.08± 43.31개월, 외과계 전담

간호사 근무경력은 평균 49.56 ± 35.23개월이었다. 근무부서는 외과

(26.6%), 신경외과(16.1%), 비뇨기과(14.5%), 정형외과(12.9%), 산부인과

(12.1%), 흉부외과(10.5%), 기타(성형외과, 이비인후과) (7.2%) 순이었고, 

평균연봉은 4,000만 원 이상이 60.5%이었다. 근무동기는 발령을 받았

기 때문이 52.4%로 가장 많았고, 3교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 21.0%이었

다. 법적보호제도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다’가 54.0%로 가장 많았

고, 전공의 충족에 따른 고용상태 불안은 ‘그렇다’가 33.9%, ‘잘 모르겠

다’가 33.9%, ‘그렇지 않다’ 32.3%로 분포에 큰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58.1%가 자유롭게 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

를 파악한 결과, 근무동기(χ2 = 4.94, p= 0.003), 법적보호제도 없음에 대

한 불안감(χ2 =10.60, p = 0.005), 전공의 충족에 따른 불안감(F = 4.31, 

p = 0.016), 자유로운 휴가사용(t=2.37, p = 0.019)에 따라 전문직 정체성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임상경력(t=2.10, 

p = 0.038), 연봉(t =2.39, p = 0.018), 법적보호제도 없음에 대한 불안감

(χ2 = 8.99, p = 0.011), 자유로운 휴가사용(t=3.10, p = 0.002)에 따라 조직

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연령(F =  

6.39, p= 0.002), 임상경력(t=2.25, p= 0.026), 외과계 전담간호사 경력(t=  

1.99, p = 0.049), 연봉(t =3.80, p< 0.001), 근무동기(χ2 =13.86, p = 0.008), 

법적보호제도 없음에 대한 불안감(χ2 =14.34, p< 0.001), 자유로운 휴가

사용(t = 6.06, 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연구대상자들의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당 평균평점으로 비교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이 3.36 ± 0.42점

으로 가장 높았고, 하위영역으로 전문조직활동 3.40 ± 0.56점, 서비스 

3.39 ± 0.59점, 소명의식 3.34 ± 0.56점, 자율성 3.32 ± 0.50점 순이었다. 조

직몰입은 평균평점은 3.28 ± 0.54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애착은 3.51±

0.60점, 근속 3.20 ± 0.79점, 동일시 3.09 ± 0.62점 순이었다. 직무만족도 

평균평점은 3.12 ± 0.38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상호작용 3.91 ± 0.60점, 

간호사-의사관계 3.56 ± 0.75점, 자율성 3.30 ± 0.60점, 전문적 위치 3.28±

0.63점, 업무요구 2.80 ± 0.53점, 보수 2.52 ± 0.75점, 행정 2.49 ± 0.75점 순

이었다(Table 2). 

전문직 정체성,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의 편상관성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몰입(r= 0.56, p< 0.001),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r = 0.65, p < 0.001),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r =  

0.61, p< 0.001) 간에는 유의한 양의 편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2.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n=124)  

Variables (number of items) Mean±SD

Professional identity (17) 3.36±0.42
   Professional activity (4) 3.40±0.56
   Belief in public service (3) 3.39±0.59
   Sense of vocation (6) 3.34±0.56
   Autonomy (4) 3.32±0.50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3.28±0.54
   Attachment (6) 3.51±0.60
   Continuous service (3) 3.20±0.79
   Identification (6) 3.09±0.62
Job satisfaction (20) 3.12±0.38
   Interaction (3) 3.91±0.60
   Relationship (2) 3.56±0.75
   Autonomy (3) 3.30±0.60
   Professional status (3) 3.28±0.63
   Task requirements (4) 2.80±0.53
   Pay (2) 2.52±0.75
   Administration (3) 2.49±0.7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professional identity, organi-
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n=124)

Variables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fessional ident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0.56 (<0.001)
Job satisfaction 0.65 (<0.001) 0.6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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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조직몰입의 완충·매개효과

회귀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는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값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bin-Watson 값은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한 회귀

분석에서(Table 4) 첫 번째 회귀식은 전문직 정체성이 조직몰입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전문직 정체성은 조직몰입의 유의한 예측변인으

로 나타났다(β= 0.55, p< 0.001, R2 = 0.31). 이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회귀방정식을 통해 가설 2를 확인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0.61, p< 0.001, R2 = 0.37)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귀방정

식을 통해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를 순차적으로 회귀식에 투입하였

고, 그 결과를 두 번째 회귀방정식과 비교하여 β값과 설명력 R2을 비교

하였다. 전문직 정체성(β= 0.38, p< 0.001)과 조직몰입(β= 0.42, p< 0.001)

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9.4%이었고, 조직몰입이 

포함되었을 때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직무만족도의 β값은 0.61에서 

0.38로 감소하였다. 즉, 설명력의 변화를 볼 때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

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만, 조직몰입이 없어도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조직몰입은 이 두 변수를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 Z값이 2.54로 나타나 1.96 이상이거나 -1.96 이하인 

경우 유의미한 매개변수라는 Baron and Kenny [27]의 기준에 부합하

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외과계 전담간호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

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작용하는 조직몰입의 역할을 파악

하여,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외과계 전담간호사는 평균 29.74세의, 미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자로 선행연구[8,16,28]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으

나, 선행연구에서 전담간호사 경력이 평균 27-36.9개월인 데 비해[8,28] 

본 연구에서는 49.6개월로 1년여 길게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서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를 숙련되게 하는 방법인 만큼[1] 숙

련된 수행으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근속연

수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고, ‘보수’가 가장 

낮았다. 즉, 상호작용 측면에서 높은 만족을 보인 것은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업무정도가 

다른 간호사들과 의료진에게 높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된다. 보수 측면의 만족이 낮은 이유는 외과계 전담간호사의 경우 

수술이 주 업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환자에 대

한 긴급처치와 안정시까지 관찰에 대한 의무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

다함에도 불구하고[1] 한 조직의 보수체계를 준용할 수밖에 없어 실제 

보수의 수준은 업무량이나 기대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본 연구결과 4,000만 원 미만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보수 자체가 단순히 높은 직무

만족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향후 보수와 직무만족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전담간호사 경력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은 직무만족을 느끼게 되는 간

호사가 많아질 것임을 의미하므로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

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전문직 정체성은 외과계 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29]에 비해 다소 낮았고, 응급실 간호사[12]와는 유사

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동기 중 보다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위해 지원한 대상자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 또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

기 위하여 지원한 대상자보다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다. 사회정체성 이

론에 따르면 동기는 정체성과 행동을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

Table 4.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n=124)

Variables B SE β t R2 Mediating effect

Equation 1 Professional identity→Organizational commitment 0.69 0.10 0.54 7.25* 0.323
Equation 2 Professional identity→Job satisfaction 0.55 0.06 0.60 9.18* 0.501
Equation 3 Organizational commitment→Job satisfaction 0.25 0.05 0.35 4.77* 0.580 Yes

Professional identity→Job satisfaction 0.37 0.07 0.41 5.68*

SE, standard error.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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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13] 전담간호사 발령 시 간호사의 근무동기를 파악한 후 부서와 

역할에 배치한다면 전담간호사로서 올바른 행동화를 유도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체성을 수반하는 동기의 하나로 효율성

을 들 수 있는데, 이 효율성의 핵심은 자율성이다[13]. 특히 본 연구에

서 자유로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다는 점은 업무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상황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느낄 때 정체성이 높아짐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조직몰입은 남자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47.4점,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44.7점이었던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

담간호사의 업무를 함에 있어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자신들

의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 숙달된 전문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이것이 자

신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

계에서 조직몰입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첫 번째 가설 ‘전문

직 정체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이는 전문

직 정체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던 연구[30]와 

같은 맥락이다. 전담간호사가 안정적인 전문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는 우선 전담간호사 조직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사회적 성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관마다 전담간호사를 의국소속으로 

관리하거나, 간호부 소속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혹은 일정기간 전담간

호사로 근무 후 일반간호사로의 승진과 업무순환이 가능한 병원도 있

어 그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낮은 몰입을 나타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 사회적 성능이 실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 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자기 범주화는 집단 내 영향력과 응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적 영향력을 인지하는 심리적인 자기 소속감에의 관심을 말한다[32].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내외의 특성을 다중비교를 통해 그 속성

을 파악하여 그룹내의 유사성을 최대로 인식할 때 자기범주화가 일어

나[33]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전담간호사가 다른 간호조직, 

의료인 조직과의 다중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룹이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응집력 있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할 때, 조직구성원

들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서적 몰입

[34]이 높아지고, 자신이 조직에 투자한 가치가 증가하여 조직에 남음

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직함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현 

신분을 유지하고 조직과 관계지속을 선호하는 지속적 몰입[35]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도덕적 의무감으로 조직에 몰입

해야 한다는 사회의 규범에 의한 규범적 몰입[34]에 이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두 번째 가설인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지지되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양의 상관성을 규명해 오고 있고[12], 직무만족이 조직의 유효성을 결

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점을 볼 때 조직이 건전하게 존재하기 위해 전

문직 정체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도 1주에 한 번씩 제공되

는 전문직 정체성 개발 프로그램을 10회기에 걸쳐 제공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소진정도도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36]. 

마지막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직몰입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

르면, 조직몰입은 개인의 특성, 관리스타일, 조직에 대한 지각, 근무환

경 네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37]. 특히 조직에 대한 지각이 적절

할 때 조직몰입이 비로소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개인이 지각하는 조

직환경은 명확성, 표준, 책임, 유연성, 보상, 팀 헌신의 여섯 가지로 나누

어 말할 수 있는데[38], 이 여섯 가지가 긍정적으로 어우러질 때 조직몰

입은 향상될 수 있다. 미국의 Physician assistant나 Nurse practitioner의 

경우, 명확한 업무규준과 법적 보장성 등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던 점

을 볼 때[14],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전담간호사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 내에서의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표준을 

설정하여 책임에 대한 명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보상

체계를 다양화하고 유사 부서 간의 팀 빌딩(team building)이 이루어진

다면 조직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애착이 강화되며, 조직 구성원

과의 협업의도가 높아지고[39] 자신을 조직의 주인으로 간주하는 조직

과 개인 사이에 동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낮추

고 조직에 잔류하려는 의지가 강해져[40] 조직몰입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에

서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Curtis and Eby 

[41]의 연구에 따르면, 역동적 조직인 임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

복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재형성하여 고착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하

고, 역할에 있어 동기화되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42] 정서적 몰입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

에 따르면, 회복상태를 경험한 약물남용 상담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전

문직 정체성을 재형성하고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담간호사들도 높은 이직률이나 낮은 직무만족[7,8]으로 나타나는 소

진 등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의 제공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을 

찾고 조직몰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회복의 과정 중 인지정서행동

요법의 활용[43]이나 직장내 영성(spirit at work)이라는 개념의 도입[44]

은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고 지속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정서

행동요법은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개인의 인지에 따라 결과를 다르

게 받아들이므로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느

끼게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사고를 선호적 사고로 변화시켜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45]. 직장내 영성이란 자신

의 일에 의해 에너지를 얻고 열정을 느끼는 개인의 경험으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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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대인적, 신적인 영역으로 나뉘는데[44], 8주로 구성된 중재를 제

공한 결과 팀워크 의사소통, 의욕상승, 근무자 간의 관계 개선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46]. 이와 같이 회복의 과정 동안 조직몰입을 유도

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직무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전담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에서 조직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갈등하며 업무에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전담간

호사에게는 조직몰입전략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

음을 규명하였다. 이 결과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나

라 전담간호사들을 위해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식적인 교육과정 반영에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상급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외과계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선

택편중이 있을 수 있어 일반화에 제한이 따르며, 단면조사로 그 인과

관계에 대한 전후관계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향

후 병원별 특성, 규모, 간호인력관리, 조직문화 등을 함께 고려한 상태

에서의 종단적 방법을 적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늘어나는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하는 데 있어 조

직몰입의 완충, 매개효과를 검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조

직몰입은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영향하는 데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몰입의 증진을 유도하는 것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담간호사

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조직환경의 정비노력과 직장내 영성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적 조직몰입 강화 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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