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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핵가족화, 가족기능의 축소 

등으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간병문화도 가족간병에서 사적간병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적간병서비스의 비율과 간병인 수요의 증가되

었다[1]. 간병인은 법적으로 역할이나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 의

료인인데도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

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간병과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으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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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ustomer orient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on 

caring behaviors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1 nurse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s of the general hospital in D-Cit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ust 1 to August 30, 2019.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Results: In regression analysis, the higher customer orientation (β= 0.49) and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β= 0.33), the 

more the work period in clinical careers in current unit (β= 0.17) and the higher professional self-concept (β= 0.15), the more the caring behaviors are 

affected. This analysis showed 81.3% explanatory power.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that caring behaviors of nurse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s can be enhanc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ustomer orientation,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customer orient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is required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and patient satisfaction with car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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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환자 중 약 40%에서 가족 및 간병인이 감염 확산의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간호에 대한 전문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되고 있

어[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간호의 질 관리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후 환자나 보호자는 간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간호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일반병동보다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률이 높았다[4]. 또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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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 인력배치에 따라 직접간호 시간이 증가

하고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가 향상되었으며 환자의 입원만족도도 증

가하여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환자중심의 간호서비스가 

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5].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요구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돌봄행위의 수행과 관리가 필요하다[6].

간호사의 돌봄행위는 주의 깊은 경청, 환자교육, 환자지지, 접촉 및 

함께하기 등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으로 구체화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환자를 돌보는 총체적인 간호 활동이 포함된다[7]. 돌봄행위는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8],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환자중심의 질 높은 돌봄행위 제공을 

위해 돌봄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객지향성은 고객 지향적 사고를 말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관련 정

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려는 개인의 이념이다[9]. 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

구에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간호요구를 사정하며 적절한 간호중재

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10], 간호사의 고객 중심적 사고와 행

동은 고객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객지향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11] 요인으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속성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환자활성화는 환자 자신의 질병관리를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인 지식, 기술 및 효능감을 말하며 자기관리 행위의 증진 및 건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15]. 환자가 능동적인 자기관리

를 위해선 간호사의 환자활성화 인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인

데[16] 이는 간호사의 인식에 따라 제공하는 돌봄행위와 환자의 자기

관리 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7].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의 간호사와 환자 관계에서 환자활성화는 

간호사의 인식을 통해 환자의 자가 간호 요구 충족과 환자 자신의 능

력 범위에서 일상적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사의 환자

활성화 인식은 환자의 기대,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간호사가 보건의료현장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양질의 간호

를 제공, 간호사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스스

로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을 하여야 하며[12], 이는 간호전문성을 이루

는 바탕이 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에 대한 자존

감과 자신감, 간호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13],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

키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간호서비스 질과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14]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행위에 대한 고객지향성, 환자활성화 인식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의 환자중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이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4개의 종합병원에

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간호 관리자는 제외하고,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간호사이며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설문

지의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총 148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7부를 제외하고 총 141부(응답률 95.2%)를 자료 분석

에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돌봄행위

돌봄행위는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어지는 대상자 중심의 간

호활동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련의 활동, 관심과 정성, 대인관계,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포함한다[16].

본 연구에서는 Wolf et al. [18]이 개발한 Caring Behaviors Inventory

를 Kim [1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확신(8문항), 

전문적 지식과 기술 (5문항), 존중(6문항) 유대감(5문항)으로 4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 

까지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행위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

bach’s α)는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2이었다.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고객에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등

의 활동을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는 Parasuraman et al. [20]이 개발한 Service Quality 

(SERVQUAL) 도구를 Moon [21]이 한국의 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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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신뢰성(4문항), 

반응성(3문항), 유형성(3문항), 공감성(4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on [21]의 연구에서 0.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9이었다.

환자활성화 인식

환자활성화는 자신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능력이며, 자기관리 행위의 증진 및 건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의미한다[15]. 즉, 환자활성화 인식은 간호사가 환자활성화에 대하

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는 Hibbard et al. [24]이 개발한 Clinician Support for Pa-

tient Activation Measure (CS-PAM) 도구를 Yu [25]가 수정,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료인의 환자활성화 인식을 묻는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환자활

성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 [25]의 연구에서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3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자기 자신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느

끼는 정서적 느낌과 견해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Arthur [22]가 개발하고 Song et al. [23]이 수정, 번역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전문직 실무(16문항), 

만족감(7문항), 의사소통(4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g et al. [23]의 연구에서 0.85, 본 연구에서는 0.73이었다.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2019-0037)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 

비밀유지, 연구 참여로 인한 이점과 문제점, 동의를 철회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서

면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단위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와 허락을 구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돌봄행위,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산출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돌봄 행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 시행 후,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141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127명(90.1%)이었고 남성은 14명

(9.9%)이었으며, 연령은 25-29세가 71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이 47명(33.3%), 20-24세가 23명(16.3%)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108명(76.6%), ‘있다’가 33명(23.4%)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 107명

(75.9%), 기혼 34명(24.1%)이었다. 학력은 간호학사 94명(66.7%), 전문학

사 37명(26.2%), 대학원 이상이 10명(7.1%) 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5.8 ± 6.42년이었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72명

(51.0%), 5년 이상이 50명(35.5%), 1년 미만이 19명(13.5%)의 순으로 나타

났다. 현 부서경력은 평균 1.5 ± 0.98년이었고, 1년 이상이 92명(65.2%),  

1년 미만이 49명(34.8%)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미만이 61명

(43.3%)이었고 250만 원 이상이 80명(56.7%)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돌봄행위,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 정도

대상자의 돌봄행위,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

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돌봄행위는 6점 만점에 평균 평점 5.16 ± 0.39점이며 하위

영역별로 존중 5.26 ± 0.51점, 전문직 지식과 기술 5.23 ± 0.51점, 확신 

5.21 ± 0.29점, 마지막으로 유대감 4.91 ± 0.53점의 순이었다. 고객지향성

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20 ± 0.37점이며 하위영역별로 반응성 4.33 ±

0.44점, 유형성 4.28 ± 0.40점, 공감성 4.20 ± 0.41점, 신뢰성 4.07± 0.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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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회귀모형의 검정한 결과 잔차의 독립성 검정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95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

성 지수는 고객지향성 0.41, 전문직 자아개념 0.76, 환자활성화 인식 

0.45, 공차한계가 1.0 이하였다. 그리고 분산팽창요인도 고객지향성 

순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2.86 ± 0.20점이며 

하위영역별로 의사소통 2.99 ± 0.36점, 전문적 실무 2.92 ± 0.23점, 만족

감 2.65 ± 0.30점 순이었다. 환자활성화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43 ± 0.43점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임상

경력(F =5.73, p = 0.004), 현 부서경력(t =1.37, p <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행위의 점수는 총 임상경력에서 1년 이상-5년 미

만인 경우와 5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현 부서

경력에서는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돌봄행위,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돌봄행위는 고객지향성(r= 0.83, p< 0.001), 전문직 자아개

념(r= 0.40, p< 0.001), 환자활성화 인식(r= 0.75, p< 0.001)과 순상관관계

가 있었다. 고객지향성은 전문직 자아개념(r= 0.37, p< 0.001), 환자활성

화 인식(r= 0.69, p< 0.001)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환자활성화 인식(r= 0.08, 

p= 0.030)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14   9.9
Female 127 90.1

Age (y) 20-24 23 16.3
25-29 71 50.4
≥30 47 33.3

Religion Yes 33 23.4
No 108 76.6

Marital state Married 34 24.1
Unmarried 107 75.9

Education level College 37 26.2
University 94 66.7
≥Graduate school 10   7.1

Total clinical careers (y) <1 19 13.5 5.83±6.42
≥1-<5 72 51.0
≥5 50 35.5

Clinical careers in  
current unit (y)

<1 49 34.8 1.50±0.98
≥1 92 65.2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250 61 43.3
≥250 80 56.7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s of caring behaviors, customer orient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n=141)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Caring behaviors 5.16±0.39 4.58-5.88 1-6
   Assurance 5.21±0.29 4.38-5.75 1-6
   Knowledge and skills 5.23±0.51 4.40-6.00 1-6
   Respectful 5.26±0.51 4.17-6.00 1-6
   Connectedness 4.91±0.53 4.00-6.00 1-6
Customer orientation 4.20±0.37 3.71-5.00 1-5
   Reliability 4.07±0.46 3.25-5.00 1-5
   Responsiveness 4.33±0.44 3.67-5.00 1-5
   Tangibles 4.28±0.40 3.33-5.00 1-5
   Empathy 4.20±0.41 3.50-5.00 1-5
Professional self-concept 2.86±0.20 2.41-3.48 1-4
   Professional practice 2.92±0.23 2.44-3.56 1-4
   Satisfaction 2.65±0.30 3.71-5.14 1-4
   Communication 2.99±0.36 2.25-4.00 1-4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4.43±0.43 3.62-5.00 1-5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of car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
tics of subjects (n=1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5.20±0.36 1.51 0.748
Female 5.16±0.40

Age (y) 20-24a 5.07±0.41 1.36 0.258
25-29b 5.15±0.38
≥30c 5.23±0.40

Religion Yes 5.23±0.39 0.05 0.265
No 5.14±0.39

Marital state Married 5.25±0.39 0.00 0.140
Unmarried 5.14±0.39

Education level Collegea 5.14±0.43 0.33 0.713
Universityb 5.18±0.38
≥Graduate schoolc 5.09±0.37

Total clinical  
careers (y)

<1a 4.90±0.33 5.73 0.004 a<b,c
≥1-<5b 5.18±0.37
≥5c 5.25±0.40

Clinical careers in 
current unit (y)

<1 4.91±0.37 1.37 <0.001
≥1 5.30±0.33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250a 5.13±0.36 3.23 0.385
≥250b 5.19±0.4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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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전문직 자아개념 1.30, 환자활성화 인식 2.20으로 나타나 기준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의 첫 단계에서 일반적 통제변수인 총 임상경력, 현 부서경력을 

결과변수인 돌봄행위에 회귀시켰으며(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 고

객지향성(Model 2), 세 번째 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Model 3), 그리

고 네 번째 단계에서 환자활성화 인식(Model 4)을 돌봄행위에 회귀시

켰다.

일반적 통제변수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돌봄행위를 총 22.8% 

설명하였고(F =20.42, p< 0.001), 대상자의 현 부서경력(β = 0.45)은 돌봄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 통제변수와 고객지향성이 추가

된 Model 2에서는 돌봄행위를 총 75.6% 설명하여(F =141.42, p< 0.001) 

고객지향성이 돌봄행위를 추가적으로 52.8% 설명하였고, 현 부서경력

(β = 0.24)과 고객지향성(β = 0.76)이 돌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추가된 Model 3은 돌봄행위를 76.1% 설명하여

(F =108.36, p< 0.001) 전문직 자아개념이 돌봄행위를 추가적으로 0.5% 

설명하였고, 현 부서경력(β = 0.23), 고객지향성(β = 0.74)과 전문직 자아

개념(β = 0.08)이 돌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환자활성화 인식

이 추가된 Model 4는 돌봄행위를 81.3% 설명하여(F =117.03, p< 0.001) 

환자활성화 인식이 추가적으로 5.2% 설명하였고, 고객지향성(β = 0.49), 

환자활성화 인식(β = 0.33),현 부서경력(β = 0.17), 전문직 자아개념(β

= 0.15)은 돌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돌봄행위는 평균평점 총 6점 만점에 5.16점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 4.47점[26], 4.96점

[27],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4.51점[19]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환

경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되면서 일반병동보다 편의성이 증가될 수 있

으며, 중환자실에 비해 만성질환자의 주된 입원이 많아[28] 환자의 중

증도의 차이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돌봄행위 하위항목은 존중, 전문직 지식과 기술, 확신, 유

대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6]의 연구에서 돌봄행위 하위영역의 가장 높은 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가장 낮은 행위는 유대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

이가 있었다. He et al. [27]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돌봄행위를 할 때 간호 

전문지식과 기술에 비중을 두어 질병중심 치료의 행위를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

해 적은 환자를 담당함으로써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고 환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환자 중심의 간호서비스를 한다고 사료된다. 

돌봄행위 하위영역에서 낮은 유대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

자의 비 간호적 일상서비스 제공에 대한 과다한 요구와 간호제공자에 

대한 불신으로[29]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 형성이 낮게 형성된 

결과라 사료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내에서의 환자와의 유대

감 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인력별 업무를 체계화와 간호사와 환

자 사이의 공감형성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지향성, 환자활성화 인식, 현부서 

경력, 전문직 자아개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돌봄행위 정

도를 81.3% 설명하였다.

이들 변인 중 고객지향성은 돌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

Table 4. Correlations among caring behaviors, customer orientation, pro-
fessional self-concept and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of subjects (n=141)

Variables
Caring 

behaviors
Customer 

orient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r (p) r (p) r (p)

Caring behaviors
Customer orientation 0.83 (<0.001)
Professional self-concept 0.40 (<0.001) 0.37 (<0.001)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0.75 (<0.001) 0.69 (<0.001) 0.08 (0.030)

Table 5.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for caring behaviors of subjects (n=141)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p) β (p) β (p) β (p)

Total clinical careers (y) 0.04 (0.611) -0.01 (0.780) -0.02 (0.584) 0.00 (0.956)
Clinical careers in current unit (y) 0.45 (<0.001) 0.24 (<0.001) 0.23 (<0.001) 0.17 (<0.001)
Customer orientation 0.76 (<0.001) 0.74 (<0.001) 0.49 (<0.001)
Professional self-concept 0.08 (0.006) 0.15 (0.001)
Belief of patient activation 0.33 (<0.001)
F (p) 20.42 (<0.001) 141.43 (< .001) 108.37 (<0.001) 117.03 (<0.001)
R2 0.23 0.76 0.76 0.81
Adjusted R2 0.22 0.75 0.75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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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성의 평균평점 총 5점 만점

에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간호사의 고객지향성은 3.42점[25], 3.64

점[30], 3.03점[31]으로 선행연구 결과 보다 다소 높았게 나타났다. 하위

항목으로 반응성, 유형성, 공감성, 신뢰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의 특성상 일반병동보다 간호

사 1명 당 담당환자의 수가 적고, 적절한 지원인력의 배치로 환자의 요

구에 빠르게 반응하며[4] 환자중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고객지향성이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

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나 Choi et al. [32]의 연구에서 환

자의 관점과 요구를 먼저 생각하고 제공하려는 고객지향성을 높여서 

환자중심의 돌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Moon 

[21]은 고객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병원의 서비스문화가 강할수록 서

비스중심 행동이 높게 나타나며, 조직 동일시가 클수록 고객지향성이 

커지므로 직원들과의 신뢰 구축이나 보상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돌봄행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들의 고객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지

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돌봄행위에 대해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환자활성화 인식

이었다. 대상자의 환자활성화 인식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4.43점(100

점 환산 88.66점)이었으며,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Yu 

[25]의 연구결과 78.7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가 보호자 상주하지 않는 입원생활 동안 환자가 자신의 

질병관리를 위해 행하는 능동적 활동 및 자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환자활성화 인식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제공되고[33], 간호사의 정보 제공적 의사

소통으로 자가간호행위를 높일 수 있다[34]. 간호사는 돌봄 제공자 역

할을 비롯하여 교육자, 상담자 역할에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33]. 

또한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인식을 

통해 환자의 기대와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 확인함[16]으로써 간호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중심의 돌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

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요소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현부서 경력이 돌봄행위를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2-3년 정도 

운영되었으며 기술적 과업이나 일상적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현

부서 경력을 1년 이하 1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Lee [26]와 Kim [35]의 

연구에서도 현 부서경력이 많을 때 돌봄행위가 높았으며 이는 간호사

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정도가 증가되면서 자신감

이 높아져[37] 돌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영향이 높은 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이었다. 본 연구에

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평점 4점 만점에 2.86점이었으며, 이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et al. [28]의 2.65

점과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인 Ahn et al. [37]의 2.62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근무병동에 따라 전

문직 자아개념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37]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명확

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요인을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Ahn et al. [37]의 상급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항목 중 

의사소통이 돌봄행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전

문직 자아개념에서 의사소통은 공감과 개방성, 이해심으로 자기를 적

절하게 표현함으로써 환자 및 동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돌봄행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37] 대상자의 돌봄행위를 위한 간호계획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직 간호인으로서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를 할 수 있도록 병원과 간호대학 차원의 교육 및 지지방안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환자활성화 인식이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에 의한 돌봄행위는 간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환자중심의 돌봄행위를 위해 간호사 인력배치

와 업무분담, 근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고객지향

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이 돌봄행위와의 관계를 알아

보고, 나아가서 고객지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이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방안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증대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의 영향 요

인은 고객지향성, 환자활성화 인식, 현부서 경력, 전문직 자아개념 순

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돌봄행위를 81.3%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및 환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4개의 종합병원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일반화하

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대상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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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사의 돌봄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및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돌봄행위 증진을 위해 고객지

향성, 전문직 자아개념 및 환자활성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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