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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의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정규직 간호사로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직무스트레스 26문항, 사회관계성

향 24문항, 조직몰입 15문항으로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9일부터 2010년 10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등을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51.66점(±8.42)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의 평균을 보면, 직무요구도가 73.03점(±

16.76)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환경 64.91점(±19.85), 조직체계 53.83점(±

13.42), 보상부적절 50.53점(±14.79) 순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하위 

문항별로 보면 직무요구도 영역에서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

진다” 항목의 평균이 77.59점으로 가장 높았다.

   2)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17점(±0.43)이었고, 사회관계

성향의 하위영역의 평균을 보면, 동정-수용적은 3.10점(±0.43), 사교-우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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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점(±0.50)이었다. 사회관계성향의 수준을 하위 문항별로 보면 우호적 영역에

서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항목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3)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28점(±0.47)으로 다소 높은 수준

이었고, 조직몰입의 수준을 문항별로 보면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다” 항목의 평균이 3.98점(역환산)으로 가장 높았다. 

   4) 간호사의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r=-.56, p<.001),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관계성향은 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29, p<.001),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 모두 조직몰

입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사회

관계성향을 보았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Adj R2)은 

38.8%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

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직무불안정(t=-3.61, p<.001), 보상부적절(t=-2.99, 

p=.003), 물리환경(t=-2.26, p=.025), 조직체계(t=-2.06, p=.040) 순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설명력(Adj R2)은 29.0%였고, 사

회관계성향의 하위 요인은 사교-우호적(t=2.46, p=.015)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고 설명력(Adj R2)은 2.9%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관계성향 중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규

명된 관련요인을 토대로 할 때, 조직의 생산성 및 근로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

직몰입의 향상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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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병원조직은 기업의 의료기관 개설, 건강보험재정의 불균형, 의료이용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 의료계의 변화와 함께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외적 공신력

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적자원관

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적 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들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으로서(염영희 등, 2009), 인적자

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해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 모두 최대의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관

리전략을 포함한다(박내회, 1991). 따라서 병원행정가들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재구성해야만 한다(McDermott, Laschinger & Shmian, 1996).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조직은 노동집약적이므로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

며, 특히 병원 인력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서비스로서 병원의 이미지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조직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노력

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관리전략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으

며,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몰입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조직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심(Buchanan, 1974), 조직원이 소

속 조직에 대해 노력과 충성을 기꺼이 바치려는 의욕(Kanter, 1968)으로 설명되며,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조직몰입이 높으면 결근 및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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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감소되고(Buchanan, 1974), 조직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정윤호, 2004), 

업무성과 향상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이상희, 2005). 

   이와 같이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

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Mowday & Steers(1982)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나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교대근무,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위(김흥식, 2005; 우경화, 2008; 위광복, 

2009; 최영진, 2009), 성격특성(우경화, 2008), 사회관계성향(우경화, 2008) 등이 있

고, 환경적 요인으로 직무제도(박광용, 2007), 직무자율성, 직장문화(이성규, 2009), 

조직의 윤리풍토(김준호, 2010), 동료와의 관계, 고용안정(박영기, 2007), 물리적 환

경, 안전·위생적 환경(함성필, 2008), 업무과다(김용순, 2008), 보상적합도(김정아, 

1997), 직무스트레스(이재창, 1997) 등이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임상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 

몰입 정도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복영, 2004; 서병선, 2006; 윤정아, 

2007; 양애선, 2008; 이경미, 1997).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심

화하게 하고(정수진, 1997),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염영희, 이정애 

& 고종욱, 2002), 효과적인 간호행위를 방해하고(송말순, 1984), 환자간호의 질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길수경, 2000),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해서 관리되어져야 한다

(윤숙희, 2004). 그러므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파악과 함께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별도로 성격특성, 사회관계성향과 같은 간호사 개

인의 특성 또한 조직몰입과 관련된 것으로(우경화, 2008), 특히 대인관계성향 중 사

회관계성향은 개인이 사회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기술적으로 관리하

게 하는 기본적인 대인반응으로써(Krech, Crutchfield & Ballachey, 1962) 이는 인

간을 통하여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연

호(1985)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관계 관리기술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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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사회관계성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사회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성찬, 2000; 남연희, 2008; 

송여옥, 2002; 유도기, 2004; 이선호, 2010; 정수연, 2002)로서 성장기 개인의 내적 

성향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미미하지만 사회관계성

향이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직무성향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호텔종

사원의 사회관계성향과 고객지향성간의 관계 연구(남궁선, 2004)와 간호사의 사회관

계성향과 조직몰입간의 관계 연구(우경화, 2008)가 보고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간호

사의 사회관계성향을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개인적 성향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

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직무의 상황적, 환경적 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의 

내적 특성인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

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함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 및 조직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다.

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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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직무스트레스

• 이론적 정의: 직무스트레스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 생리적, 평행 

상태를 파괴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나 복합적 요소가 존

재하는 상태로(Crawford, 1993),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직장 내의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다(Greenhause & Parasurman, 1996).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의 직무스트레스는 최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로 개발되어 표준화 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로 물리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 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된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

정도구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를 이용해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2. 사회관계성향

 • 이론적 정의: 사회관계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에게 동정, 수용, 사교,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

의 형성에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말한다(안범희, 1984).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Krech 등(1962)

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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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성향 검사’에서 사회관계성향만을 사용한 것으로, 동정-수용

적, 사교-우호적 요인의 2개 요인이 포함된 측정도구를 이용해 측정

한 값을 의미한다.

3. 조직몰입

  • 이론적 정의: 조직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 동일화 하고 내재

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으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적 정도이다(Mowday 등, 

1979, 198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Mowday 등(1979)이 개발한 조직몰입 측

정도구를 김계정(1986)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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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A. 직무스트레스(Job stress)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1999)에서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

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Margolis, Kroes와 Quinn(1974)은 직무스트

레스를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항상성을 파괴하는 것으로써, 과잉업무,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열악한 작업조건,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직무환경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정

적 결과로, French, Rogers와 Cobb(1980)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부적합하고 직무환경이 개인의 요구와 적합하지 못한 상태를 직무스트레스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 생리적, 평행 상태를 파

괴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나 복합적 요소가 존재하는 상태로(Crawford, 

1993), 잠재적으로 긴장상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직장 내의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Greenhause & Parasurman, 1996)이며, 개인의 신체적, 정

신적 건강 뿐 아니라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염영희 등, 2002). 

   정신보건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 및 심신증과 디스트레스를 유발

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신과적 질환

이 주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면, 심신증, 디스트레스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심리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심신증이나 디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나 스트레스성 사

건의 경험, 그리고 만성적인 긴장 등과 같이 사회구조의 틀 속에서 형성되어 지고, 인

간들 간의 상호작용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업무과중, 업무의 자율성(결정권한)의 결여, 역할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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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부적절,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과 같은 직업성 특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

스가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장세진 등, 2005). 

   간호사의 경우, 병원의 행정체제가 세분화되고 전문 인력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병

원 내 인간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인간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위치 등으로 다른 전문분야에 비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을 해야 하는 경우가 타 직종에 비해 많아서 그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남지은, 2010; 윤금숙, 2010), 부족한 자율성에 비해 남에게 위임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Numerof & Abramis, 1984)고 하였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 간호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요인, 의사와

의 갈등, 타 의료직과 간호직과의 역할 모호와 갈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전문직

으로의 역할갈등, 병원 관리직과 행정이나 규칙과의 마찰, 물리적 환경요인,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을 들 수 있다(김윤정, 2000; 권경자, 주민선, 권정애 & 김정아, 2009; 

두미정, 2005; 박혜자, 2002; 우남희, 2008).

   이는 간호사의 생리적, 정신적 체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능률, 사기, 직

무 수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자 간호에 영향을 주며(Huckabay, 1979), 스트레

스로 인해 행동 상 나타나는 증상은 직무수행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판단력의 약화

로 실수를 저지르며 일의 연속이 단절되고, 정서적 증상은 우울, 위축감, 무감감 등이 

있으며, 생리적 증상으로는 혈압,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이 빠르고 목, 어깨 등에 근육 

긴장이 있으며, 이 밖에도 두통과 소화 장애, 식욕부진, 빈료, 안절부절, 불면증 등을 

초래하게 된다(Crawford, 1993).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

율성이 저하되고, 의욕상실, 간호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 시켜 환자

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

어 정상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간호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어 정상

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송인숙, 2008), 간호사 자신뿐 아니라 근무하고 있

는 병원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병원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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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anagh & Coffin, 1992). 즉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분열적· 비생산적· 위

험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직무 불만족과 낮은 조직몰입, 잦은 결근

과 이직으로 인해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효율성의 감소, 작업시간의 손실, 이직비

용, 태업손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신철우, 박하진, 장수덕 & 최

병우, 2007; Raeda & Ibtisam, 2008).

B. 사회관계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관계에서 허용적, 타인의 장점 존중, 친밀, 온화, 협조적인 특성들로 정의하였다

(안범희, 1984). 대인관계는 원래 사회학의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다가 1950년대 

이후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으로, 여러 학파들에 의해 다양

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이루고 있다. 대인관계 이론에서 대

인관계성향이란 개개인이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성

향(Heider, 1964)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

위를 하는 역할성향과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언행을 기대하는가의 사회관계성향 

및 다른 사람의 언행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의 표현성향을 의미한다(윤매향, 1994). 

이러한 성향은 인간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대인 관계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

이라는 측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기영, 2009).

   대인관계의 성향 내지 차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예를 들

면 Schutz(1958)는 주로 개인의 욕구 성향과 관련하여 대인 관계의 차원을 연구하였

고, Krech 등(1962)은 대인적 반응 특성을 역할, 사회관계 표현적 측면에서 다루었

고, Leary(1957)는 수직적 관계에서의 지배-복종, 수평적 관계에서의 증오-사랑을 

중심으로 8분원으로 제시된 대인관계에 차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다시 분화시켜 16개 

영역의 대인관계성향을 제시하였다(안범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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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범희(1984)는 대인관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Krech가 제시한 대

인관계 반응의 기본적 특성인 역할 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을 대인관계성향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Leary의 대인관계행동모형과 Schutz의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욕

구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대인관계성향의 하위 

요인을 재구성하여 대인관계 성향 모형을 설정하였다. 

   안범희(1984)가 제시한 대인관계 성향 복합모형 중 사회관계성향은 대인관계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관계에서 허용적, 타인의 장

점 존중, 친밀, 온화, 협조적인 특성들로 정의되며, 타인에게 동정, 수용, 사교, 우호적

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관계

성향을 <표1>로 나타내면, “A”부분은 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하며, B부분은 각 성

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표시하였고, “C”부분은 “B”부분의 

반대적인 성향을 대칭 시켜 놓은 것으로, “B”의 정도가 높아지면 “C”의 정도는 자연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관계성향’은 “B”의 요인만으로 구성되게 된다.

<표 1> 사회관계성향 하위요인의 대비 (안범희, 2010)

                       B.                         C.

                       동정적·························· 비동정적

                       수용적·························· 거부적

A. 사회관계성향 

                       사교적·························· 비사교적

                       우호적·························· 비우호적

   Krech 등(1962)은 대인관계성향을 역할 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성향 

(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분류하였고, 각 영

역마다 4개씩의 하위영역을 ‘기본적 대인반응 특성'(primary interpersonal response 

trait)이라 하여, 사회관계성향을 동정적(반 : 비동정적), 수용적(반 : 거부적), 사교적

(반 : 비사교적), 우호적(반 : 비우호적)성향으로 분류하였다(안범희, 1984).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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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란 관심, 호의, 신뢰 등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대인반응

으로 정의되며, 사회관계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고, 다른 사람

과 쉽게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① 동정적(반 : 비동정적): 타인의 느낌에 유의하며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을 하     

     며 패배자를 옹호하다.

  ② 수용적(반 : 거부적):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며 허용적이다. 타      

     인을 신뢰하며 타인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을 본다. 

  ③ 사교적(반 :비사교적): 사교적인 일에 참가하며, 타인과 있기를 좋아하고 개     

     방적이다.

  ④ 우호적(반 : 비우호적):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개방적 접근적이며 타인과 쉽      

     게 친하고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Leary(1957)는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을 비교적 체계 있게 정리하여 대인관계모

형을 제시하였다. Leary의 대인관계이론은 Sullivan처럼 개인의 성격적 측면을 강조

한 것으로서 사회심리학의 범주 내에 속한다(박정민, 2007). 이 이론은 먼저 수직적

인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되며 그 다음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

서 증오와 사람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

인관계의 양상은 지배적인 입장에서의 사랑, 복종적인 입장에서의 사랑, 그 역순의 관

계 등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Leary의 대인관계행동 모형은 16개의 행동 변인(지배

적-독재적, 책임감-초정상적, 협동적-과도인습적, 유순적-의존적, 자기말살적-피학대

적, 반항적-불신적, 공격적-가학대적, 경쟁적-자기도취적)이 두 개씩 쌍으로 설정되어 

있다(안범희, 1984).

   Schutz(1958)는 개개인은 욕구의 강도 및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만,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세 가지 욕구는 첫째 상호작용과 연합에 의해서 타

인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소속(inclusion)의 욕구, 둘째 통제와 권력에 주목

해서 만족스런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지배(control)의 욕구, 셋째 사랑과 애정

에 주목해서 행동적으로 타인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정(affection)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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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McNair & Lorr, 1963). 즉 이러한 대인적 욕구는 그 영역에서 타인과 만족스러

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안범희, 1984).

C.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의 개념은 조직이론의 중요 관심분야의 하나로 정립되어 왔다. 조직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목표와 조직목표를 통합시켜서 조직

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의 

개념은 조직이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찬, 1992). 

   여기서 조직몰입은 수단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 이와 관련된 

자기의 역할 그리고 조직 그 자체만을 위하여 가지는 정서적 애착심으로 정의

(Buchanan, 1974)되며,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조직목표의 달성과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와 전념

(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로 정의된다(Mowday 등, 1979). 또한 Sheldon(1971)

은 개인의 조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도, 즉 개인의 주

체성을 조직에 결부시켜 애착을 갖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O'Reilly와 

Chatman(1987)은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심리적 결합이 조직몰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직행동 분야에 있어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

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Steers, 1984), 조직몰입의 구체적인 개념화나 

측정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반적

으로 조직몰입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학자들은 의

견을 같이 한다(Allen & Meyer, 1990; Jaros, Jermier, Koehler & Sincich, 1993).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owday 등(1982)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환경적 요인으로는 역할관련특성(직무범위, 직무의 도전성, 역할갈

등, 역할 모호성 등), 구조적 특성(조직규모, 통제폭, 공식화 정도, 분권화 정도,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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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참여 정도 등), 작업경험(조직의 의존성, 개인을 중시하는 정도 등) 등으로, 개인

적 요인으로는 연령, 근속기간, 교육수준, 성별, 종족, 성격특성 등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Stevens, Beyer와 Trice(1978)은 개인특성, 역할관련 특성, 조직특성 변수로, 

Glisson과 Durick(1988)은 직무특성, 조직의 특성, 작업의 태도로 분류하고 있다.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우경화, 2008),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정혜경, 2006; 김미란, 200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윤정아, 2007: 우경화, 

2008), 임금수준이 높을수록(우경화, 2008), 직위 및 근무년수가 높을수록(방유성, 

1987: 김흥식, 2005)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조덕찬(1994)에서는 

연령, 근무년수, 교육정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직무 환경적 요인으로  조직이 

개인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배려하고 자율성

과 책임감을 갖도록 임무를 수정하고(홍은미, 2007), 안전하고 적합한 물리적 근무환경

을 제공하며(장혜진, 2008), 직무환경개선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고(김

흥식, 2005), 고용안정으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갖고 조직불안이 감소할 때(송관재, 

2008) 조직에 대한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개인에

게 보수, 수당, 승진 등의 외적 보상과 직무만족,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 등의 내적 보상 

등의 성과제도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업무성과 향상과 이직, 결근, 지각 등의 퇴장행태

(withdrawal behavior) 감소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상희, 2005).

D.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의 증가는 개인적, 조직적 측면으로 볼 때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직무수행 능력의 저하와 불만족, 소외감 등의 심리적

인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

직적 측면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조직몰입이 

저하되어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높아지면서 업무 성과가 저하된다(권재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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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직에 몰입된 개개인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

레스 증상인 불행이나 불운, 역경 등이 지각되지 않거나 약하게 지각된다. 따라서 이

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을 

성과 향상의 방향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조직몰입이 낮은 구성원들은 조직

에 제한된 충성심만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충성심은 더욱 저하되고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조직몰입수준을 가진 개인의 직무수행은 낮은 몰입수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직무수행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정수진, 고종식 & 허원배, 

1997).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 연구로 이경미(1997)는 직무스트레스와 조

직몰입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양애선(2008)는 중환자실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직무만족이 높으면 조직

몰입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으며, 조직몰입이 높으면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네 변수

들 간의 관련성을 보았다. 윤정아(2007)은 내부마케팅 활성화를 시도함으로써 간호사

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직의

도를 감소시켜 실제 이직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에서도 한천수(2008)는 조리사의 임파워먼트 요인 중 의미성과 자기권한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임파워먼트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임파워먼트 및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감정적 애착도

(Allen & Meter, 1991)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조직몰입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에 의한 행동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동기와 태도는 각각 다르다. 

이는 조직변화과정에서 개인의 반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개념과 개인

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조직이 요구

하는 변화목표에도 애착을 가지게 되어 조직 변화를 지원하려는 동기가 커지고 변화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됨을 의미한다(김정진 & 박경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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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성향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대인 반응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성향으로(Krech 등, 1962), 

직장 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관계경험을 통해서 신뢰

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게 하며(Lewis & 

Weigert, 1985), 결속력이 강한 집단은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

어 사회적 동질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이고, 조직 공헌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Dyne & Jon, 2004).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로 우경화(2008)의 임상간호사의 대인관

계성향 중 사회관계성향에서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의 경우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 같은 결과는 사회관계성향이 높은 

임상간호사들은 관용적이고, 성심성의를 보이고, 포용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소속감이 

높고, 낙천적이고, 친애적이고, 동조적이고, 협조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고 이런 성향으

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높다고 보았다. 기존에 간호사의 대인관계성향과 직무만

족 및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

하여, 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궁선(2004), 안준수(2004)의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호텔종사

원들의 대인관계성향 중 사회관계성향(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이 고객지향성과 가

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비교적 사회관계성향을 지닌 사람의 경우 

고객지향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목함으로써 기업의 최대 가치인 고객만족을 실현시

키려는 욕구가 강한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남궁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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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대상자의 수는 Cohen(1992)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계산 프로그램인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및 회

귀분석 이용 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f2=.10), 독립변수 18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

정력 .80으로 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217명이었다. 탈락률

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246명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강원도에 

소재한 W 종합병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직 간호사

     2)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3)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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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를 제외한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산성 저

하, 주인의식 결여 등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고(김용석 & 이영면, 

1999), 정규직근로자와 근무조건 및 급여 시스템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과장급 이상의 간호사를 제외한 이유는 간호과장급 이상부터는 중간관리자

로서 조직의 목표와 전략, 정책 등을 집행하기 위한 수행, 일선관리자를 관리 감독, 

최고관리자와 일선관리자 간의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강윤

숙 등, 2010), 직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요인 또한 다를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C. 연구 도구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

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업무관련 

특성 4문항), 직무스트레스 26문항, 사회관계성향 24문항, 조직몰입 15문항으로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종교, 교육수준, 결혼상태, 근무경력, 근무부서 등을 

포함하여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세진 등(2005)이 개발

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KOSS-SF(Korean Occupati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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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Short Form)의 7개 영역 즉,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

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7개 영역을 포함하였고, 간호사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KOSS 기본형에서 제시한 물리환경 영역을 포함하여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KOSS-SF를 사용한 이유는 JCQ(job 

Contents Questionnaire), ERI(Effort- Reward Imbalance), OSI, k-OSI, NIOSH 

모델 등의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를 총망라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공통적

이고,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는데 적절하고, 직무의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근로자들에게 보

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 수준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은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 부담 등의 

근로자가 처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물리환경 2문항,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업무 중 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의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요구도 4문항,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

량 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직무자율성결여 4문항,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관계갈등 3문항,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구직 기회, 고용 불안정성 등을 의미하는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차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평가를 의미하

는 조직체계 4문항,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평

가를 의미하는 보상부적절 3문항,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

식적 직장 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을 의미하는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한  Likert형 척도로 하였으며, 26문항 

중 15문항(5,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수의 차이로 단순합산 시 영역 간 점수의 비교에 일관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을 경우 그 결과의 해석과 평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장세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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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각 영역을 100점으로 환산하되, 측정값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을 얻기 위하여 환산공식을 사용하였다. 환산공식은 (실제점수

-문항수)☓100 / (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이며, 총 직무스트레스는 각 8개 영역

의 환산 점수의 총합을 8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장세진 등(2005)에서는 8개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

은 조직체계 .82, 보상부적절 .76, 직무요구도 .71, 직무자율성 결여 .66, 관계갈등 .67 

직무불안정 .61, 물리환경 .56, 직장문화 .5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직무스트레스

의 Cronbach's alpha 값은 .79이었고, 8개 하부 직무 스트레스 하부 영역별로 보면, 

직무요구도 .74, 보상부적절 .64, 조직체계 .64 물리환경 .63, 직장문화 .62, 관계갈등 

.61, 직무불안정 .58, 직무자율성결여 .50이었다. 

3. 사회관계성향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Krech 등(1962)이 제시한 대인관

계성향에서 사회관계성향 4가지 하위요인을 안범희(1984)가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제

학자의 견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를 추출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직접적인 대인관

계 상황 하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기존 분류의 테두리 안에서 재분

류한 것으로, 사회관계성향을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2개의 영역으로 재분류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관계성향 도구는 각 요인이 허용적, 관용적, 약자 보호적인 것

을 의미하는 동정적 6문항, 타인의 장점 존중, 성심성의, 포용력을 의미하는 수용적 6

문항,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밀착, 낙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사교적 6문항, 온

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인 것을 의미하는 우호적 6문항이며, 이를 동정-수용적 

12문항, 사교-우호적 12문항으로 재구성되어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관계성향

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

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을 부여한 Likert형 척도로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관계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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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범희(1984)의 연구에서 각 영역별 Cronbach's alpha 값은 동정적-수용적 .73, 

사교적-우호적은 .82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회관계성향의 Cronbach's alpha 

값은 .88이고, 동정적-수용적 .76, 사교적-우호적 .83이었다.

4.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Mowday 등 (1979)이 개발한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김계

정(1986)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을 부여한 Likert형 척도로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문항(3, 7, 9, 11, 12, 

15)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확산 하였다. 

   김계정(198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다.

D.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9일부터 2010년 10월 19일까지 10일간 이었으며, 

설문의 진행은 간호사 근무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은 후 간호국과 해당병동 간호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준 후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

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246부였

고, 그 중 회수되지 않은 자료 3부와 회수된 질문지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질문지 5부는 제외하고, 최종 238부(96.7%)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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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 조직몰입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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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간호사의 연령(만)은 평균 32.24세

이며, 연령분포는 21세-29세 108명(45.4%), 30세-39세 89명(37.4%), 40세 이상 41

명(17.2%)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113명(47.5%), 미혼 125명(52.5%)이며, 종교는 

기독교 142명(59.7%), 무교 68명(28.6%), 천주교 21명(8.8%), 불교 7명(2.9%)이었

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 139명(58.4%), 전문대학 졸업 66명(27.7%), 대학원 

이상 졸업 33명(13.9%)이었다. 

  

2. 업무관련 특성

   간호사의 업무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직위별 분포는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

사가 각각 224명(94.1%), 14명(5.9%)이었다. 간호사의 근무경력은 평균 119.09개월

이며, 근무경력별 분포는 10년 미만 132명(55.5%), 10년-19년 76명(31.9%), 20년 

이상 30명(12.6%)이었다. 근무형태별 분포는 3교대근무와 주간시간 근무가 각각 212

명(89.1%), 26명(10.9%)이며, 근무부서별 분포는 일반병동 132명(55.5%), 중환자실 

41명(17.2%), 외래와 특수부서 29명(12.2%), 수술실 및 마취과 21명(8.8%), 응급실 

15명(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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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23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만) 21세-29세 108 (45.4) 

32.24±7.3630세-39세 89 (37.4)

40세 이상 41 (17.2)

  결혼상태 기혼 113 (47.5)

  미혼 125 (52.5)

  종교 기독교 142 (59.7)

  천주교 21 (8.8)

불교 7 (2.9)

무교 68 (28.6)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66 (27.7)

  4년제 대학졸업
(방통대, RN-BSN포함) 139 (58.4)

대학원 이상 졸업 33 (13.9)

업무관련 특성   

  직위 책임간호사 14 (5.9)

일반간호사 224 (94.1)

  근무경력 10년 미만 132 (55.5)

119.09±91.20*10년-19년 76 (31.9)

20년 이상 30 (12.6)

  근무형태 3교대근무 212 (89.1)

주간시간 근무 26 (10.9)

  근무부서 일반병동 132 (55.5)

중환자실 41 (17.2)

응급실 15 (6.3)

외래, 특수부서 29 (12.2)

수술실, 마취과 21 (8.8)

  

 * 단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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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 및 조직몰입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표 3-1>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최소 17.36점에서 최대 79.86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51.66점(±8.42)이었

다. 각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직무요구도가 73.03점(±16.76)으로 가장 높았

고, 물리환경 64.91점(±19.85), 조직체계 53.83점(±13.42), 보상부적절 50.53점(±

14.79), 직무자율성결여 47.37점(±12.76), 직무불안정 45.58점(±19.67), 직장문화 

43.07점(±14.72), 관계갈등 34.36점(±12.80)의 순서였다. 

   직무스트레스 문항별로 살펴보면 물리환경 영역에서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

할 가능성이 있다” 항목의 평균이 67.64점이 가장 높았고,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가 62.18점이었다. 직무요구도 영역에서는 “업무 수행 중

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가 77.59점(역환산)으로 가장 높았고, “여러 가지 일

을 동시에 해야 한다” 가 74.22점,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가 

72.12점,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가 68.07점의 순서였다. 직무자율성결여 영

역은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항목이 66.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갈등 영역은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 37.81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불안정 영역은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이 48.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직체계 

영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이 63.72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상부적절 영역은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

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항목이 5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문화 영역은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항목이 49.29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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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물리환경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67.64 22.79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62.18 23.68

                                            소계 64.91 19.85

직무요구도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72.12 23.38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68.07** 22.2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77.59 22.75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74.22 20.73

                                            소계 73.03** 16.76**

직무자율성결여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8.73 19.98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 
  식이 필요하다.

30.67 19.30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 
  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3.55 19.44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66.52 21.97

<표 3-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N=238

하위영역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물리환경 2 0.00 100.00 64.91 19.85

직무요구도 4 33.33 100.00 73.03 16.76

직무자율성 결여 4 8.33 83.33 47.37 12.76

관계갈등 3 0.00 88.89 34.36 12.80

직무불안정 2 0.00 100.00 45.58 19.67

조직체계 4 8.33 91.67 53.83 13.42

보상부 3 11.11 88.89 50.53 14.79

직장문화 4 0.00 91.67 43.07 14.72

총점** 26 17.36 79.86 51.66 8.42

 * : 영역별 환산한 값 = ((실제점수-문항수)☓100) / (예상 최고점수-문항수) : 100점 만점

 ** : 총점 환산한 값 = (각8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 8) : 100점 만점

    

<표 3-2>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문항별)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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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47.37 12.76

관계갈등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37.81 19.0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32.06** 14.85**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 
  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32.91 17.18

                                            소계 34.36** 12.80**

직무불안정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42.29 23.99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구조 
  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8.87 22.83

                                            소계 45.58 19.67

조직체계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 
  정하고 합리적이다.

57.38** 19.36**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 
  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63.72 21.12

  *우리 부서와 타 부서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49.29 19.04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5.09 17.90

                                     소계 53.83** 13.42**

보상부적절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 
  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45.85** 17.57**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 
  르고 일하게 된다.

56.16 21.36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9.57 19.05

                                             소계 50.53** 14.79**

직장문화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44.95 22.71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44.39 19.69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49.29 21.58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33.75** 21.80**

                                             소계 43.07** 14.72**

총점 51.66**  8.42**

 * : 역산처리 문항,  ** : 무응답 포함,  *** : 문항별ᐧ영역별ᐧ총점 환산한 값 =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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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의 수준은 <표 4-1>과 같다. 사회관계성향은 5점 만점에 

최소 2.04점에서 최대 4.54점으로 평균 3.17점(±0.43)이었다. 사회관계성향의 하위

영역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사교-우호적은 3.23점(±0.50), 동정-수용적은 3.10점

(±0.43)이었다.  

   문항별 사회관계성향을 보면 동정적 영역에서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

아한다” 항목의 평균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항목이 3.45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기를 잘한다” 항목이 

3.21점이었고, 수용적 영역에서는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그를 격려 해주고 

안심시켜 준다” 항목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

고 애쓴다” 항목이 3.36점,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항목이 

3.26점,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 항목이 3.22점이었다. 

   사교적 영역에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편이 즐겁다” 항목

이 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한다” 항목이 3.35점, 

“다른 사람들은 나외 쉽게 친해 질 수 있다고 한다”와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

도 잘 맞춘다” 항목이 3.23점이었고, 우호적 영역에서는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

으로 협조한다” 항목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남의의

견에 잘 따른 편이다” 항목이 3.36점, “남들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

지는 않는다” 항목이 3.29점,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항목이 

3.25점이었다 <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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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동정적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3.45 0.76

  남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길 잘한다. 2.82 0.82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기를 잘한다. 3.21 0.73

  경기에서 지는 편을 응원한다. 2.55 0.98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3.49 0.76

  걸인이나 껌팔이 소녀(소년)을 보면 돈을 준다. 2.64 0.93

                                            소계 3.02 0.43

수용적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3.36 0.80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3.26 0.74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귀찮지 않으며, 성 
  의껏 대한다.

3.14 0.87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그를 격려 해주고 안심시켜 
  준다.

3.51 0.84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 3.22 0.79

  나에게 잘못한 친구와도 곧잘 어울리게 된다. 2.64 0.82

                                            소계 3.18 0.52

                                동정-수용적 소계 3.10 0.43

사교적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3.09 0.97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한다. 3.35 0.84

<표 4-1>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 (영역별)                              N=238

하위요인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동정-수용적 12 1.83 4.42 3.10 0.43

사교-우호적 12 1.92 4.83 3.23 0.50

총점 24 2.04 4.54 3.17 0.43

<표 4-2>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 (문항별)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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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편이 즐겁다. 3.36 0.87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 질 수 있다고 한다. 3.23 0.87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도 잘 맞춘다. 3.23 0.83

  여행 중에는 모르는 사람과도 곧잘 이야기를 나눈다. 3.00 1.00

                                            소계 3.21 0.64

우호적

  남들에게 별로 화를 낼만한 일도 없고, 화를 내는 적도 
  없다.

3.05 0.92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3.25 0.72

  남들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는다. 3.29 0.71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일하거나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3.13 1.01

  내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다. 3.36 0.74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50 0.78

                                            소계 3.26 0.47

                                사교-우호적 소계 3.23 0.50

총점 3.17 0.43

3. 간호사의 조직몰입 

   간호사의 조직몰입의 수준은 <표 5-1>과 같다. 조직몰입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1.67점에서 최대 4.53점이며, 평균 3.28점(±0.47)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조직몰입을 보면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다” 항목의 평균이 3.98점(역환산)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우리 병원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목과 “내가 우리 병원의 일원임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항목이 3.51점, “우리 병원에 계속 있어봐야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

다” 항목이 3.49점, “업무가 비슷하다면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고 생

각한다” 항목이 3.43점, “나는 우리 병원에 대해 충성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항목이 

3.42점, “현재 내 주위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는 이 병원을 떠날 것이다” 항목과 

“내가 입사할 때 다른 병원이 아닌 이 병원을 선택한 것을 무척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3.36점의 순서로 조직몰입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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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3.05 0.65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병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말한다.

3.12 0.88

  *나는 우리 병원에 대해 충성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3.42 0.79

  나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어떤 업무가 주 
  어지더라도 수행할 것이다.

3.13 0.75

  나의 가치관과 우리 병원의 경영철학은 매우 비슷하다. 3.07 0.75

  내가 우리 병원의 일원임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3.51 0.72

  *업무가 비슷하다면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3.43 0.84

  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 
  려해 준다.

3.00 0.73

  *현재 내 주위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는 이 병원을 
  떠날 것이다.

3.36 0.92

  내가 입사할 때 다른 병원이 아닌 이 병원을 선택한 것을 
  무척 잘 했다고 생각한다.

3.36 0.82

  *우리 병원에 계속 있어봐야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생 
  각한다.

3.49 0.78

  *나는 직원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병원의 정책 
  에 대해 종종 동의하기가 어렵다.

2.87 0.80

  나는 우리 병원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51 0.84

  우리 병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2.99 0.81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다. 

3.98 0.79

총점 3.28 0.47

<표 5-1> 간호사의 조직몰입                                          N=238

요인 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점 15 1.67 4.53 3.28 0.47

<표 5-2> 간호사의 조직몰입 (문항별)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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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연령에 따

라 조직몰입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4.07, p=.018), 연령그룹별 조직몰입 평균

값을 살펴보면, 40세 이상 3.48점, 30세-39세 3.25점, 21세-29세 3.24점 순으로 연

령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았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세 이상의 간호사와 21세-29세, 30세

-39세의 간호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상태에 따라 조직

몰입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4, p=.015). 결혼상태별 조직몰입 평균값을 살펴보

면 기혼 3.36점, 미혼 3.21점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조직몰입

이 더 높았다. 종교(F=0.39, p=.760), 최종학력(F=1.65, p=.194)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간호사의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직위에 따라 

조직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74, p<.001),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의 평균

값은 책임간호사 3.75점, 일반간호사 3.26점으로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 보다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조직몰입이 더 높았다. 

   근무경력에 따라 조직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8, p=.018). 근무경력그

룹별 조직몰입 평균값은 20년 이상 3.51점, 10년 미만 3.26점, 10년-19년 3.24점의 

순이었고,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년 이상의 간호사와 10년 미만, 

10년-19년의 간호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형태(t=-1.64, p=.103)와 근

무부서(F=1.59, p=.177)에 따른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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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조직몰입
(평균±표준편차)

t/F p값 Scheffe
사후검정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만) 21세-29세a 3.24±0.50  4.07 .018 a<b

30세-39세a 3.25±0.44

40세 이상b 3.48±0.42

  결혼상태 기혼 3.36±0.46  2.44 .015

미혼 3.21±0.47

  종교 기독교 3.26±0.45  0.39

  

.760

불교 3.27±0.45

천주교 3.38±0.56

무교 3.30±0.48

  최종학력 전문대학졸업 3.30±0.45  1.65 .194

4년제 대학졸업
(방통대, RN-BSN포함)

3.25±0.46

대학원 이상 졸업 3.41±0.54

업무관련 특성  

  직위 일반간호사 3.26±0.46 -3.74 .000

책임간호사 3.75±0.43

  근무경력 10년 미만a 3.26±0.47  4.08 .018 a<b

10년-19년a 3.24±0.46

20년 이상b 3.51±0.43

  근무형태 3교대근무 3.26±0.47 -1.64 .103

주간시간 근무 3.43±0.42

  근무부서 일반병동 3.24±0.53  1.59 .177

중환자실 3.28±0.38

응급실 3.21±0.44

외래, 특수부서 3.43±0.36

수술실, 마취과 3.42±0.33

<표 6>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N=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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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총 직무스트레스 -.56***

물리환경 -.27***

직무요구도 -.30***

직무자율성결여           -.16*          

관계갈등 -.31***

직무불안정 -.28***

조직체계 -.43***

보상부적절 -.43***

직장문화 -.28***

사회관계성향 총 사회관계성향  .29***

동정-수용적  .25***

사교-우호적  .28***

D.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6, p<.001).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리환경(r=-.27, p<.001), 직

무요구도(r=-.30, p<.001), 직무자율성결여(r=-.16, p=.015), 관계갈등(r=-.31, p<.001), 

직무불안정(r=-.28, p<.001), 조직체계(r=-.43, p<.001), 보상부적절(r=-.43, p<.001), 직

장문화(r=-.28, p<.001)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모두와 조직몰입간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29, 

p<.001).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정-수용적(r= 

.25, p<.001), 사교-우호적(r= .28, p<.001)으로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 모두와 조직

몰입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  
                                                            N=238



- 33 -

   E.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델에서 

<모형 1>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결혼상태, 근무경력, 근무형태, 직위, 근무부서

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연령은 근무경력과 상관계수 r=.98로 공선성의 문제로 인하

여 제외하였다. <모형 1>의 일반적 특성은 조직몰입을 6.9% 설명하였으며(F=4.40, 

p=.001), 이 중 직위(t=-3.72, p<.001)와 결혼상태(t=1.99, p=.047)가 조직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일반간호사그룹보다 책임간호사그룹이, 미혼그룹보다 기혼그

룹에서 조직몰입이 각각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물리환경, 직무요구도, 직무

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를 추가로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로 조직몰입을 35.9% 설명하고 있으며(F=10.89, p<.001), <모형 1>에 비해 설명

력이 29.0% 증가하였다. 직무불안정(t=-3.52, p=.001), 보상부적절(t=-3.09, p=.002), 

조직체계(t=-2.36, p=.019), 관계갈등(t=-2.25, p=.025), 물리환경(t=-2.23, p= .027)은 

조직몰입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불안정

과 보상부적절, 관계갈등, 물리환경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조직몰

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3>은 <모형 2>에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인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성향을 추가로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로 조직몰입의 변량을 38.8% 설명하고 있으며

(F=10.67, p<.001),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2.9% 증가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직무불안정(t=-3.61, p<.001), 보상부적절(t=-2.99, p=.003), 조직체계

(t=-2.06, p=.040), 물리환경(t=-2.26, p=.025)이 유의하게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물리환경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관계성향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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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사교-우호적은 유의하게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2.46, p=.015). 즉, 구성원들 간에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간호사일수

록 조직몰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직무불안정(β

=-.22)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은 보상부적절(β=-.20), 사교-

우호적(β=.18), 물리환경(β=-.16), 조직체계(β=-.14)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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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조직몰입 조직몰입 조직몰입

β t β t β t

일반적
특성

결혼상태 .17 1.99* .09 1.14 .07 .95

근무경력 -.13 -1.37 .14 1.59 .16 1.79

근무형태 -.03 -.45 .10 1.57 .11 1.90

지위 -.27 -3.72*** -.12 -1.94 -.10 -1.60

근무부서 -.09 -1,28 -.02 -.28 -.02 -.42

직무
스트
레스

물리환경 -.16 -2.23* -.16 -2.26*

직무요구도 -.10 -1.56 -.11 -1.68

직무자율성
결여 -.06 -1.08 -.11 -1.81

관계갈등 -.14 -2.25* -.11 -1.73

직무불안정 -.22 -3.52** -.22 -3.61***

조직체계 -.17 -2.36* -.14 -2.06*

보상부적절 -.21 -3.09** -.20 -2.99**

직장문화 .01 .15 -.00 -.06

사회
관계
성향

동정-수용적 .01 .13

사교-우호적 .18 2.46*

Adj. R2=.069
 F=4.40***

R2 change=.087***  

Adj. R2=.359
  F=10.89***

R2 change=.271***  

Adj. R2=.388
  F=10.67***

R2 change=.033**  

<표 8>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N=238

 *: p<.05, **: p<.01, ***: p<.001 

  결혼상태: 1-기혼, 0-미혼, 근무형태: 1-교 근무, 0-정규시간근무, 지 : 1-일반간호사, 0-책임간호사 

  근무부서: 1-일반병동, 0- 환자실, 응 실, 수술실, 마취과, 외래, 특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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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다수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병원의 

인력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되어 왔는데, 근

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다수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으나 간호사 개

인의 성향 특히, 사회관계성향과의 관련성은 크게 조명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

계성향과 조직몰입의 정도 및 관련성, 그리고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

향이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A.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 정도 및 관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51.66점으로 같은 도구를 활용한 다

른 연구 결과 남지은(2010)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기혼이 44.44점, 미혼 47.27점, 윤금숙(2010)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

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평균 49.65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또

한, 생산직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혜선(2007) 연구에서는 41.41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정민(2005) 연구에서는 남성이 39.6점, 여성이 41.4점, 정흥채(2008) 

연구에서는 남성이 41.4점, 여성이 43.4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가 낮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부항목 중 직무요구도 영역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윤금숙(2010), 우

남희(200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직무요구도 영역에서 스트레스정도가 높다

는 것은 간호사들이 업무량이 많고, 항상 시간에 쫓겨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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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에 휴식의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절대적 업무량 외에도 업무수행의 다양성과 급박함 등이 간호사를 소진시키는 것

으로,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속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사는 두 번째로 물리환경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는데, 간호업무가 위

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선행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 박혜자(2002)연구에서는 잦은 밤근무로 

인해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피로와 수면장애 등의 건강의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보

았고, 권경자, 주민선, 권정애와 김정아(2009), 박정욱(2007)연구에서는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남성이 없는 상황에서 난폭한 환자를 대할 경우 위험

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두미정(2005)연구에서는 항암제의 사용에 의해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로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항암제를 투약 

관리하는 간호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 장미애

(2008)연구에서는 정맥주사와 채혈로 지속적으로 환자와의 접촉을 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투약 사고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간호사가 여러 측

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

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조직체계 영역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조직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근무평가와 

인사제도가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할 때,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이 중 조직의 인력 지원 부족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선주(2009)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당 간

호사수는 0.33명으로 OECD평균 1.00명, 미국 1.56명, 독일 0.77명보다 현저히 낮아 

OECD평균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08년말 상위 3등급 이상의 비율은 종합병원

의 25%, 병원의 4%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 인력의 부족을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간호인력 부족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의 질적 저하로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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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연구에서는 인적 자원의 능률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육 훈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지원 부족은 간호사의 인적 능력 개발 둔화와 변화하

는 병원 조직의 비탄력적인 대응으로서, 스트레스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간호사들이 교육 훈련을 통한 자기 능력 

개발과 이에 대한 조직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조직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간호조직의 인력확충과 인적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에 대한 조직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네 번째로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서 앞으로의 사정

이 나아질 것이고,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고, 업적에 대한 직장에서의 

존중과 신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조직이 

간호사에게 역할수행에 따른 결과적 보상에 대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보직과 직위의 제한으로 승진의 기회 부족 등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순현(2005)연구에서는 

Kerr(1988)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복합적 보상(승진에 따라 

다른 세 가지의 보상이 포함된 상태), 금전적 보상(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등), 직무

내용에 의한 보상(직무에 대한 만족과 책임감), 특권적 보상(환경적 대우-(예)신분에 

따라 사무실, 자동차 배정)의 순으로 간호사가 중요시 여기는 보상요인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은 간호사가 기대하는 보상요인에 대한 업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

하고, 이에 따른 존중과 신임을 심어 주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 보상

체계의 대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간호 조직의 구조상 승진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기업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급과 직책을 분리하여 직급의 

단계를 넓혀 운영함으로 무보직 승급에 의한 능력에 맞는 보상을 주는 방식과 같은 

해결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7점이고, 사회관계성향의 하위

요인인 동정-수용적 3.10점, 사교-우호적 3.23점으로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서울시 

소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우경화(2008)연구결과

동정-수용적 3.42점, 사교-우호적 3.37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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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분위기와 지역적인 환경의 차이로 개인의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직장인(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 등)

으로 스크린 골프 1주일에 1회 미만으로 참여하는 일반참여를 대상으로 한 이선호

(2010)연구결과 평균 3.71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여러 직종에 있는 직장

인들의 다양한 특성과 스포츠 참여가 사회관계성향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사회관계성향의 하부요인인 동정-수용적 성향 3.10점보다 

사교-우호적 성향 3.23점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우경화(2008) 연구에서는 간호사

의 동정-수용적 성향 3.42점이 사교-우호적 성향 3.37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두 

연구 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강차연(2008)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실행가의 동정-수용적 

성향 3.37점, 사교-우호적 성향 3.39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각 문항 점수를 

비교할 때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격려하고 안심시켜주는 점. 여럿이 하는 일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는 점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포용적이고, 협조적, 희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회관계성향은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서(박영호, 2006)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데, 병원조직은 다양한 사람(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타부서 등)과의 협력을 위해 이러한 성향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병원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환자와의 일차접점이라 할 수 있는 간호사들에게 다른 직종

과 달리 희생적, 포용적, 친교적, 개방적인 사회관계성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간호사

들의 사회관계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조직몰입은 5점 만점 중 평균 3.28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 비교하면, 김소인, 차선경과 임지영(2001)의 연구에서 3.00점, 이민희

(2000)의 연구에서 3.08점, 신혜선(2009)의 연구에서 3.14점, 이현숙(2007)의 연구에

서 3.20점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김종경(2007)의 연구에서 3.34점, 김경숙(2005)의 

연구에서 3.32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조직몰입의 각 문항을 살펴보면 간호사들

은 근무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고, 병원의 일원임을 남들에게 자

랑스럽게 여기며, 근무병원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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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2009), 이현숙(200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가 근무병원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문항 중 병원의 정책에 대

해 종종 동의하기 어려운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 이민희

(2000), 오지은(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병원의 정책에 대한 낮

은 신뢰감을 보이는 것으로, 병원 조직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참여하게 

하고, 정책의 형성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들어 조직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흥

식(2005), 양애선(2008), 최소연(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이는 직무스트레스

가 높으면 조직몰입이 낮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으면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조직몰입을 향상시켜 조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

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경화(2008)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사회관계성향이 높으면 조직몰입이 높고, 사회관계성향

이 낮으면 조직몰입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조직이 간호사들의 조직몰입

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의 사회관계성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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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29%의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의 조직몰입에 

영향요인 중 가장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직무불안정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민주(2004), 김윤혜(2007), 박경규와 

임효창(2006)에서는 직무불안정이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조영대(2010)는 직무불안정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조직신뢰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불안정이 해고나 실직, 구조조정

과 같은 고용 시장의 불안정 외에도 직무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안전성, 즉 직

장사정이 불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대기업의 의료기관 설립, 병원조직의 인수 및 합병에 의한 병원의 

대형화, 의료이용자들의 첨단의료기술의 요구, 교통의 발달로 환자 이탈 및 대도시 병

원 선호, 이로 인한 지방병원의 경영악화 등의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의 급

변하는 유동적인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직무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병원조직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시장 속에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병원간의 협력관계 구축과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최신 경

영기법의 도입 및 전문경영인에게 의료기관의 운영 혹은 자문을 받으므로 효과적인 

병원경영을 도모하여 병원조직의 안정적 변화를 통한 근무환경의 안정감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두 번째 영향요인은 보상부적절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지원(2010)은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복리후생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보상부적절일 때 조직몰입이 낮

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김용순(2006), 김우진(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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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보상부적절은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Steers(1977)는 지각된 임금의 공정정, 승진기회의 공정성, 복지후생 등과 같은 

변인은 조직구성원을 사회화시키는 중요한 힘으로서, 조직에 대해서 개인이 심리적인 

애착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며 조직몰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공정하다 인식하지 못한다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

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공정하고 적합한 보상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세 번째 영향요인은 물리환경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배준호(2009), 오민정(2003), 허준(2006)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오민

정(2003)에서는 나아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근로자가 처

해있는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환자로부터의 감염,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 오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사에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직무환경에 대한 안전대책 마

련이 다각도로 필요하고, 안전한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네 번째 영향요인은 조직체계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로 김미옥(2004), 송관재(1987), 이재창(1997)에서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

는 조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 내 갈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근무평가 

및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며, 합리적 의

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필역하고, 조직 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 조직체계에

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조직은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활한 조직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경화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관계성향의 하부요인 중 사교-우호

적 성향이 직무스트레스의 직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 다음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교-우호적 성향이란 활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온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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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협조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용적, 약자 보호적, 타인의 장점 존중, 포용

력을 의미하는 동정-수용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는 허용적, 약자 보호적, 타인의 장점 존중, 포용력의 성향보다는 활동적

이고, 개방적이며, 온화하고, 협조적인 성향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호

조직의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간호사 인력 확보와 근무부서 배치 시 사교-우호적 

성향을 고려하고, 간호사들의 사교-우호적 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므

로 조직몰입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유도기(2004)는 비공식적인 스포츠에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관계성향이 좋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공식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동정심이 길러지며 또한 단체경기나 지도자

의 가르침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사교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김성찬(2000)은 청소년

의 생활체육 참여, 김지애(2003)는 청소년의 무용교육 참여 , 서수진(2002)은 청소년

의 댄스스포츠 참여, 이선호(2010)는 직장인의 스크린 골프 참여에 대해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관계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으로 직장 내 동호회, 

취미활동그룹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물리환경, 조직체계와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인 사교-우호적 성향이 간호사들의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초로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직원의 직무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효과적인 병원경영 방안이 필요하며, 조직에서는 공정하

고 적합한 보상체계 방안과 함께 간호사에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직무환경에 대한 안

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사의 인력확보와 근무부서 배치 시 사회관계성향을 고려하고, 이러한 성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호회나 취미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리

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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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의의

1. 간호 연구 측면에서의 의의

   병원의료는 변화하는 의료시장의 요구에 따라 양질의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병

원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간호조직에 대한 조직몰입이 긍정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을 변수로 관련성을 조사하여, 

직무 환경적 요인인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의 내적 요인인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므로, 후속 간호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간호 관리 측면에서의 의의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므로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

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성향

에 관한 연구, 특히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관계에서 

동정-수용적 성향보다 사교-우호적 성향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

써 간호사의 개방적, 활동적인 사교-우호적 성향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조직적 측

면에서 개인의 사회관계성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간호조직은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 환경적 요인인 직무스트레

스의 관리와 더불어 조직원 개인의 내적 요인인 사회관계성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

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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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제한점

   첫째로,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근무하는 간호사를 연구의 대

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로, 본 연구의 사용된 도구는 간호사의 직무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둔 도구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간호사

의 특정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도구가 일반적 근로자

의 직무환경의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근무환경의 요소를 포함

한 일반화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간호직의 객관적인 다양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

악 가능하며, 다른 직종과 간호직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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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의 정도

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

써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의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로 과장급 이

상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

성을 포함하여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직무스트레스는 장세진 등(2005)이 개발

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KOSS-SF 26문항, 사회관계성향은 안범희(1984)

가 재구성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에서 ‘사회관계성향’ 측정도구 24문항, 조직몰입은 

Mowday 등(1979)이 개발한 조직몰입 측정도구를 김계정(1986)이 번역한 도구 15문

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9일에서 2010년 10월 19일까

지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등을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고, 직무스

트레스 및 사회관계성향과 조직몰입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51.66점(±8.42)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의 평균을 보면, 직무요구도가 73.03점(±

16.76)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환경 64.91점(±19.85), 조직체계 53.83점(±

13.42), 보상부적절 50.53점(±14.79), 직무자율성결여 47.37점(±12.76),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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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45.58점(±19.67), 직장문화 43.07점(±14.72), 관계갈등 34.36점(±

1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를 문항별로 보면 직무요구도 영역에

서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항목의 평균이 77.59점으로 

가장 높았다.

   2) 간호사의 사회관계성향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17점(±0.43)으로 보통수준

이었고,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영역의 평균을 보면, 동정-수용적은 3.10점(±

0.43), 사교-우호적은 3.23점(±0.50)이었다. 사회관계성향을 문항별로 보면 우

호적 영역에서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항목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3)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총점 5점 만점에 평균 3.28점(±0.47)으로 다소 높은 수

준이었고, 조직몰입을 문항별로 보면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

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다” 항목의 평균이 3.98점(역환산)으로 가장 높았다. 조

직몰입은 연령이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미혼보다, 직

위는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20년 미만보다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간호사의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r=-.56, p<.001),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는 물리환경(r=-.27, 

p<.001), 직무요구도(r=-.30, p<.001), 직무자율성결여(r=-.16, p=.015), 관계

갈등(r=-.31, p<.001), 직무불안정(r=-.28, p<.001), 조직체계(r=-.43, p<.001), 

보상부적절(r=-.43, p<.001), 직장문화(r=-.28, p<.001)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관계성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29, p<.001), 사회관계성향의 하위요인과

는 동정-수용적(r= .25, p<.001), 사교-우호적(r= .28, p<.001)으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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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간호사의 조직몰입의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사회

관계성향을 보았고,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Adj R2)은 38.8%이었다.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직무불안정(t=-3.61, 

p<.001), 보상부적절(t=-2.99, p=.003), 조직체계(t=-2.06, p=.040), 물리환경

(t=-2.26, p=.025)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Adj R2)은 29.0%였고, 사회관계

성향의 하위 요인에서는 사교-우호적(t=2.46, p=.015)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

력(Adj R2)은 2.9%였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

을 평가하면, 직무불안정(β=-.22), 보상부적절(β=-.20), 사교-우호적(β=.18), 

물리환경(β=-.16), 조직체계(β=-.14)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관계성향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관계성향 중 

사교-우호적 성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규

명된 관련요인을 토대로 할 때, 조직의 생산성 및 근로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이를 실현시

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사회관계성향, 조직몰입에 대

한 추후 간호연구의 방향과 관리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직무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모색이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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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변하는 의료시장 상황가운데 조직원이 불안정한 직무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병원조직은 직무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

요성이 요청된다. 

3) 조직은 임금의 공정성, 승진기회의 공정성, 복지후생 등과 같은 보상체계에 있어, 

공정하고 적합한 보상으로 보상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

성이 요청된다.

4) 간호조직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사회관계성향에 따른 인력자원선발과 배

치, 사회관계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동호회 및 취미활동 

등의 레저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적 측면에서의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

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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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O표하시거나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결혼 상태는?   1) 기혼        2) 미혼        3) 기타(       )    

 

3.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기타(             )   5) 없음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1) 전문대학 졸업  2) 4년제 대학 졸업(방통대, RN-BSN 포함) 3) 대학원 이상 

  4) 방통대, RN-BSN 재학 중  5) 대학원 재학 중

 

5.  귀하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3교대 근무               2) 주간시간 근무

 

6.  귀하의 현재 직위는?   (                      )

 

7.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            년        개월)

 

8.  귀하의 현재 근무 부서는?

1) 일반병동                    2) 중환자실                   3) 응급실 

4) 외래, 특수부서               5) 수술실, 마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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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2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3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4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5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6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7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8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하다.

    

9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다.

    

10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1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2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13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14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5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 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17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8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19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20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
과 신임을 받고 있다.

    

21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
게 된다.

    

22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3 회식자리가 불편하다.     

24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25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26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Ⅱ. 다음은 귀하의 직무환경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사항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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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이다.
     

2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병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말한다.
     

3 나는 우리 병원에 대해 충성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4 나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어떤 업무가 주

어지더라도 수행할 것이다.
     

5 나의 가치관과 우리 병원의 경영철학은 매우 비슷하다.      

6 내가 우리 병원의 일원임을 남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7 업무가 비슷하다면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8 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해준다.
     

9 현재 내 주위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는 이 병원을 

떠날 것이다.
     

10 내가 입사할 때 다른 병원이 아닌 이 병원을 선택한 것

을 무척 잘 했다고 생각한다.
     

11 우리 병원에 계속 있어봐야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생

각한다.
     

12 나는 직원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병원의 정책

에 대해 종종 동의하기가 어렵다.
     

13 나는 우리 병원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4 우리 병원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15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나의 

실수이다.
     

Ⅲ.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묻는 설문입니

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사항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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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2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3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4 남들에게 별로 화를 낼만한 일도 없고, 화를 내는 적도 
없다.

     

5 남의 느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길 잘한다.      

6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7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한다.      

8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9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기를 잘한다.      

10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귀찮지 않으며, 성
의껏 대한다. 

     

11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편이 즐겁다.      

12 남들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는다.      

13 경기에서 지는 편을 응원한다.      

14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그를 격려 해주고 안심시
켜준다.

     

15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 질 수 있다고 한다.      

16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일하거나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17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18 친구들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를 찾아온다.      

19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도 잘   맞춘다.      

20 내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다.      

21 걸인이나 껌팔이 소녀(소년)을 보면 돈을 준다.      

22 나에게 잘못한 친구와도 곧잘 어울리게 된다.      

23 여행 중에는 모르는 사람과도 곧잘 이야기를 나눈다.      

24 여럿이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Ⅳ.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의 성향을 묻는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사항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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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Sociometric Disposi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Moon, Hye Hw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general hospital nurses' job stress and sociometric 

disposition were  examined as to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nurses and provide basic data for 

prediction of variables affecting nurses working condition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38 

regular nurses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Gangweon province. 

For the survey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It included 78 questions 

as follows: 8 general questions, 26 questions on job stress, 24 questions to 

measure sociometric disposition, and 15 questions to measure organizational 

commi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9 to 19, 2010.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18.0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job stress of the nurses was 51.66 (±8.42) out of 

a possible score of 100, and for the job stress domains, the score for 

job demand 73.03 (±16.76) was the highest followed by physical 

environment 64.91 (±19.85), organizational system 53.83 (±13.42), and 

lack of reward 50.53 (±14.79). In terms of job stress and job demand, 

"Given sufficient time for rest during work", had the highest item 

average (77.79).

   2. The mean score for sociometric disposition was 3.17 (±0.43) out of a 

possible score of 5, and in for the sociometric disposition domai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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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s were, for sympathetic-accepting of others 3.10 (±0.43), 

sociability-friendliness 3.23 (±0.50). In terms of sociometric disposition 

and friendliness, the items with the highest mean score was "Work 

together and actively cooperate" (3.50).

   3. The mean score for organization commitment of the nurses was 3.28(±

0.47) out of a possible score of 5, and for organization commitment, the 

items with the highest mean score was, "My decision to work in a 

hospital is obviously my mistake", (3.98) (reverse conversion).

   4.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tr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56, p<.001), 

All of the factors in job stres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ociometric dispos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r= .29, p<.001), and all of the factors in sociometric disposi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5. Effects on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that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sociometric disposition accounted for 

38.8% of the total variance (Adj R2). Job stress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job insecurity 

(t=-3.61, p<.001), lack of reward (t=-2.99, p=.003), physical environment 

(t=-2.26, p=.025), organizational system (t=-2.06, p=.040) which 

accounted for 29.0% of the variance (Adj R2), and for sociometric 

disposition,  sociability-friendliness (t=2.46, p=.015) was the factor that 

had the third largest influence on the variance (Adj R2) at 2.9%.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r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tress and sociometric disposition are influencing factor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for hospital administration 

to examine the relevant factors identified for job stress and develop strategies 

to relieve the stress, and als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sociometric 

disposition, so that, by increa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 

productivity will also improve.

key wor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tress, sociometric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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