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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의

인증에 대한 인식,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인증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환

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 대학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의료기관 인증을 경험한 

자로 총 1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

접 배포 및 수거하였으며,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1.13세로 여성이 98.9%로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수준은 

학사 학위가 79.2%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0.3%가 가장 많았고, 총 

간호경력은 평균 7.75년±6.08년, 현 근무지경력은 평균 4.91년±3.67년이었다. 직

업 만족도는‘보통이다’가 52.8%,‘만족한다’31.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참여도는‘보통이다’가 52.2%,  준비 업무량은‘많았다’가 

66.3%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인터뷰 경험은 18.5%가‘있다’고 

답하였다.

  2.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는 270점 만점에 189.05±23.28점으

로 보통수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각 영역별 점수는 ‘인증’(3.56±.64점), ‘질 관리’(3.55±.60점), ‘질 결

과’(3.54±.52점)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인적자원 활용영역의 항목 중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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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은 2.69±.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간호업무환경의 평균점수는 145점 만점에 82.86±15.6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간호업무환경의 각 영역별 점수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3.09±0.56점) 영역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수준에 그치며‘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

원’(2.52±0.72점) 영역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4.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135점 만점에 87.46±14.30점으로 보통수준으

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각 영역별 점수는‘만족감’(2.93±0.76점)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간호업무환경(r=.326, p=.000)과 전문직 자아

개념(r=.263,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간호업무환경은 전문직 

자아개념(r=.3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간호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간

호사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해, 인증을 받

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될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의료기관 단위의 보상체계 마련뿐 아니라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업무환경 영역 중‘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

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마

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영역 중 만족감이 전문직 자아개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되어 간호사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 조성

과 간호부서 및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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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

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증을 부여하

는 제도로,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함으로

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 의료기관 인증제

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일찍이 의료제공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도입하였으며,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NCQA(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등의 의료기관 신임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공통적으로 환자중심의 진료평가 및 수행성

과 측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김수경, 1995; Viswanathan & Salmon, 2000).

  국내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2004년 의료

법 제 47조 2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 20조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처음 실시하

였으며, 이후 단순히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 방법에서 의료기관 인증기준 일정수준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절대평가 방법으로 변경된 의료기관 인증제가 2010년부

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미국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제 인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도까지 국

내에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약 20여개(http://www.jointcommissioninter 

national.org/JCI-Accredited-Organizations/)에 이를 정도로 국제 표준의 의료서비

스의 질적 수준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의 기준은 환자에게 

가장 밀접한 직접간호 제공으로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부문에도 적용되며 환자의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

자 권리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등의 기준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인증을 받는 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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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간호 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간호의 임상적 질 지표

로도 사용되고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 의료기관 인증제에서 간호 분야의 

중요성은 인증평가의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JCI인증은 총 19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 중 약 112개의 항목이 간호와 관련되는 평가지표를 포함

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병원신임제도에서도 표준 질 지표를 이용

하여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하고 있다(최연순, 2011). 

 따라서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뿐 아니라 간호 분야에

도 영향을 미치며 의료기관 인증제가 간호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의료기관 인증제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결과 및 관리체계, 리더십, 관리자 지

지, 교육 및 훈련, 인적자원 관리 및 참여도, 정보사용 등의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쳤고(El-jardali et al., 2008), 전문화된 프로세스와 업무 매뉴얼의 정착으로 

간호업무성과와 질 향상의 결과를 나았으며 간호사의 업무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Anello, 2004). 특히 수준 높은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기관에 부여하는 미국의 마그넷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의 간호사들은 간호 관리자의 지지와 긍정적 관계,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관계, 전문직

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 증대 등으로 직무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간

호업무성과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는 바 있다

(Bolton & Goodenough, 2003; Smith et al., 2006). 이 밖에도 의료기관 인증제는 

간호의 질 관리,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자율성 및 책임감, 간호인력 보충 

등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 수준 높은 직접간호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 및 간호업

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조은희 외, 2011; Aiken et al., 2011; 

Middleton et al., 2008). 

이와 같이 의료기관 인증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 지지, 관계, 전문직으

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 등과 같은 요인들은 Geiger and Davit(1988)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업무환경,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역량 및 전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간호 서비스의 질

과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Andrews & Bushy, 2011)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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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간호사는 간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질적 간호 적용능력이 감소함(이광자, 김경

희, 1999)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이 아

니라 간호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질적 간호와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주장

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 인증 경험으로 인한 간호사의 인식변화가 전문

직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려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된 간호에 대한 연구는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이 간호업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최연순, 2011), 병원 간호사의 질 관리 및 의료기

관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유문숙, 정명숙, 

2008)들이 있으나 의료기관 인증이 간호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

족하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인력구축, 업무프로세스 및 환

경개선, 업무 매뉴얼화 등의 간호부서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업무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전

문직 자아개념의 인식 변화 및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제가 간호 전문직 

발전에 미치는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

제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속적

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간호업무환경과 전문

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

개념에 대한 인식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 분야의 지속적인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인증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인증으로 인한 간호업무환경과 전문  

   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의 인증에 대한 인식정도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제시한 규정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평가, 인증을 부

여하는 제도이다(박종훈, 2011).

  본 연구에서는 El-Jardali et al. (2008)가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기관 인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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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업무환경 

 

간호업무환경이란 간호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이며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업무수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말한다(Lake, 

2002). 

본 연구에서는 Lake(2002)가 개발하고 조은희 등(2011)이 번안한 한국어판 간호

근무환경 측정도구 (Korean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K-PES-NWI)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

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

를 말한다(Arthur, 1990).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0)가 개발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송경애 등(1996)

이 번안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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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 인증제란 인증기관이 제시한 규정들을 개별 의료기관이 각 기관에 맞게 

제정하고 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평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박종훈, 2011).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

의료기관 인증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의료기관 신임

제도를 도입, 정착시켰으며 현장에서의 평가 및 환자중심의 평가 기준을 지침으로 하

고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인 질 향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Australian 

Council on Hospital Standards, ACHS, 2005; 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s Accreditation, CCHSA, 2000;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 2004). 미국의 병원들은 자율적인 인증 신청으

로 참여율이 높으며 그 이유는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진료에 

대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호주의 ACHS 경우에도 인증 참여는 자율적이

나 인증 여부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보내는 환자수가 결정되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

다고 할 수 있다(신영수 외, 1994). 프랑스, 이탈리아, 스코틀랜드도 신임사업의 참여

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반면(김은경, 2007), 독일, 포르투칼, 스페인, 영국은 

특별한 입법 조치 없이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신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한 인텐시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기되기도 하였다(최연순, 2011).

국내에서도 2010년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보

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선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김은경, 2007). 의료기관의 수익 위주의 진료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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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심의 진료로 의료제공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일정수준의 의료기관 수준을 객

관적, 전문적으로 보장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의료기

관평가제도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 위원회에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라는 명

칭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2년 3월 제 47조 2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라는 법제화 과정, 2009년 6월 의료법 제58조 1항의 의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로의 전환되는 과

정을 거쳐 의료기관의 질적 관리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이와 같이 다양한 국내, 외 의료기관 인증제는 전담신임기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

며 이들이 공유하는 목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으로 동일하고, 의료기관들이 

인증이라는 방법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높은 수

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인증을 부여하는 기준은 표

준화된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개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초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인증을 위한 조사방식은 개별 환자 

및 시스템 추적조사방식을 사용하며, 지속적인 질 향상, 약물관리, 인적자원관리, 감염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이규식, 신민

경, 2012).

의료기관 인증제는 간호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호의 질 관리, 간

호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자율성 및 책임감, 간호인력 보충 등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에게 수준 높은 직접간호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 및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조은희 외, 2011; Aiken et al., 2011; Middleton et al., 2008). 또한 의

료기관 인증제에서 간호 분야의 중요성은 인증 평가 기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대표

적인 예로 미국의 JCI인증은 총 19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세부항목 중 약 112개의 항

목이 간호와 관련되는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병

원신임제도에서도 표준 질 지표를 이용하여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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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최연순, 2011).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서

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과 더불어 간호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의료기관 인증제의 일환으로 간호전문직으로서 간

호업무의 개발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간호업무환경

 

업무환경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현장의 분위기로서 조직이 조직체계를 유

지하는 방식, 의사결정 참여와 자율성 증진을 통한 성장기회 제공,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지배적인 속성을 말한다(Moos, 1993). 또한 개인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조직과 기관, 정책적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며, 보수 이외의 근무조건, 근무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말한다(Erickson et al., 2004; Jayartne & Chess, 1983). 조직은 모두 환

경과 상호작용하며 환경은 조직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조직의 주된 관심

은 과거 내부문제에서 최근 외부문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요인들에 대

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고현진, 2010). 조직 구성원은 업무수행과정에 있

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요인으로부터 업무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받으며(신유

근 외, 1999),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은 자율성 보장, 역량 발휘, 보상 등으로 직무

만족을 충족시킨다(김신혜, 2012).  

간호에서의 업무환경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이며 Lake(2002)는 간호사의 병원정책 참여를 격려하

는 환경, 간호의 질을 위한 기반이 확립된 환경, 간호 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 간호

사에 대한 지지가 뛰어난 환경, 적절한 인력과 자원이 지원되는 환경, 의사와 간호사

의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업무수행을 촉진하는 환

경이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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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간호업무환경이 간호사의 업무성과, 간호서비스 질, 직무만족, 이직의

도 등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며(Aiken et al., 2011, 2008, 

2002, 2000; Bolton & Goodenough, 2003; Friese, 2005; Middleton et al., 

2008; Smith et al., 2006), 특히 미국의 경우 간호사가 일하기 매우 좋은 병원으로 

마그넷 병원이라는 인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간호업무환경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마그넷 병원은 의사결정의 분권화, 효과적인 간호 리더십, 전문적인 간호

사의 자율성과 책임감, 환자간호의 질에 대한 책임감 인식, 충분한 간호인력, 융통성 

있는 근무스케줄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Cherry & Jacob, 2011). 특히 좋은 간호

업무환경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가지고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 및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고, 투약오류

감소, 이직률 감소, 환자의 재원일수 단축, 사망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선행연

구를 통해 알 수 있다(조은희 외, 2011; Aiken et al., 2011; Aiken et al., 2000). 

Smith et al.(2006)은 마그넷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간호 관리자의 관점, 간호사의 

의견 반영, 전문적 자율성 보장, 전문적 역량 발휘하는 등의 간호업무환경은 직무만족

도와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결과로 나타냈고, Middleton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마그넷 병원의 간호업무환경에서 제공하는 환자 간호의 질이 마그넷 병원

이 아닌 곳 보다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낙상, 투

약오류, 격리, 억제대 사용, 알레르기 경보시스템, 뇌졸중 간호 등으로 나누고 이를 지

표로 사용하여 마그넷 병원의 간호업무수행의 증진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언급한 

바 있다(Bolton & Goodenough, 2003).  

국내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제가 간호업무환경과 간호업무성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으며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조

직몰입, 리더십, 직원의 유대감, 의사소통 등이 간호업무환경의 변수들로 간호업무성

과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유문숙, 정명숙, 2008; 

최연순, 2011). 반면, 서흥석(2008)의 연구에는 간호업무환경의 부정적이 요인과 인

식에 대한 결과로 밤 번 근무횟수가 높을수록, 초과근무가 잦을수록,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건강문제와 업무손실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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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간호업무환경은 간호사들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환자 만족도, 간호업무성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

무 스트레스, 소진, 우울감을 낮추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Aiken et al., 2008; Burtson & Stichler, 2010; Jennings, 2008; 

Nantsupawat et al., 2011).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인증제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을 뿐 아

니라 전문적이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다.  또, 간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만족, 환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여

러 가지 간호업무 지표를 통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활발하게 의료기관 인증제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기존의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실정(김신혜, 2012)이어서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간호업무환경의 변화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이란 일반적으로 전문가, 자율성, 권위, 책임감의 특징을 갖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말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 및 기술적 차원의 능

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이다

(김혜숙, 2000). 자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복

합적이고 역동적인 신념체제로, 자기 자신을 보는 방법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이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총체적인 인식이

다(김귀분, 1999). 자아개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동안 문제에 반응하고 조절하는 방

법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응력이 좋고 능동적인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 불신감을 가지고 낮은 목표 설정과 비현실적

이다(최춘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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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자아개념이란 전문 직업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말하며, 간호

에서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Arthur, 1990).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전문 직종이 같이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송경애, 노춘희, 1996). 

Arthur(1990)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전문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세 가지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전문적 실무는 다시 간호사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력,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자신의 상황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융통성을 포함한다. 

만족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이고,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 이해, 자기주장 등을 포함하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간

호의 생산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송경애와 노춘희(1996)는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 존중감, 자기 확신 등의 요인이 

간호사로서의 성공에 대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전문직 태도, 직업만족도, 적응력, 안녕수준, 간호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전문직

업인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간호사의 실무능력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승희, 2008; 최은영, 김건효, 2000; 최진, 박현주, 

2009; 한수정, 2007). 또한 간호업무환경,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역량 및 전문

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은 간호 서비스의 질과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Andrews & Bushy, 2011). 반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사는 간호

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질적 간호 적용능력이 감소된다(이광자, 김경희, 1999). 이와 

같이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질적 간호와 관련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어 왔다.

Geiger and Davit(1988)은 전문직 자아개념이 공식적인 학교 교육 기간과 계속적

인 개인의 직업 생활을 통해 발달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 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 외적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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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혼상태, 자녀의 수, 연령, 성별을 제시하였고, 조직적 요인으로 근무 부서, 동

료와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책, 전문직에 관한 신념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인증

제가 부서의 구조적 개선(배정임, 2008)이나 인력 보강 및 필요시설 확충, 환경과 업

무 프로세스 개선(한재훈, 2010), 리더십, 관리자 지지, 교육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았

을 때(El-jardli et al., 2008), 의료기관 인증제는 전문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제가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

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

아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간호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에도 어떠한 영향 및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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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 대학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의료기관 

인증을 경험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200명을 편의 표

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sample size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5, 검정력 0.90을 입력한 결과에 탈락율을 고려한 표본크기가 130

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0.90 이상의 검정력을 가진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내용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

식 54문항, 간호업무환경 측정도구 29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 27문항, 간호

사의 일반적 특성 12문항을 포함하여 총 1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도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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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El-Jardali et al. 

(2008)이 개발한 것으로 개발자와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원본 영문설

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간호학과 교수인 간호전문가 3인이 한국어판 설문지에

서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평가

한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질 결과 관련 5문항, 리더십, 몰입 및 지지 관련 9문항, 전

략적 질 향상 계획과 관련된 7문항, 인적자원 활용 관련 6문항, 질 관리 6문항, 정보 

이용 7문항, 인증 관련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4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

정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가능

한 점수 범위는 54~2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s α= .60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s α= .97이었다. 

 

2) 간호업무환경 

 

  간호업무환경 측정도구는 Lake(2002)가 개발하고 조은희 등(2011)이 번안한 한

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K-PES-NWI)를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9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9문항,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4문항, ‘충

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4문항,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3문항, 총 29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29~14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 

s α=.82였고 조은희 등(20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93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 s α=.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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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는 Arthur(1990)가 개발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

아개념 도구(PSCNI)를 송경애 등(1996)이 번안한 것을 개발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

다. 도구는 ‘전문적 실무’ 15문항, ‘만족감’ 8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그렇지 않

다’1점에서부터 ‘그렇다’5점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번호 9, 12, 13, 18, 21, 23, 25

의 7개 문항은 부정적 문항이므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

뢰도는 Cronbach' s α=.85였고 송경애 등(1996)의 연구는 Cronbach' s α=.85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 .93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개발된 

도구 내용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형태, 직위, 총 임상실무경력, 현 간

호부서 경력, 직업만족도, 인증평가 경험, 인증평가 시 참여도, 인증평가 시 준비업무

량, 인증평가 시 인터뷰 경험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 주간이었으며, 자료 수

집은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간대 IRB 

2012-1006)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부를 방문

하여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진행 동의를 얻고 협조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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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1주일 뒤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2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율은 89%로 총 178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

료 전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처리를 하며,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2) 임상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은 각  

    영역별, 하위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  

    념에 대한 인식 차이는 t-test와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  

    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4)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 관계 및 각 하위  

    항목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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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178명 중 176명(98.9%)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1.13±6.06세로 최소 23세에서 최고 50세였다. 최종 학력

은 학사 학위가 141명(79.2%)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143명

(80.3%)로 가장 많았다. 총 간호 경력은 평균 7.75년±6.08년이고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8.08년이었으며, 10년 이상의 대상자가 51명(28.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

상~10년 미만의 대상자가 50명(28.1%)로 다음으로 많았다. 현 근무지 경력은 평균 

4.91년±3.67년이고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7.67년이었고, 3년 미만인 대상자가 60

명(33.7%)로 가장 많았다. 직업 만족도는 ‘만족한다’와‘보통이다’가 56명

(31.5%), 94명(52.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참여도는 ‘보

통이다’가 93명(52.2%)로 가장 많았고, 준비업무량은 ‘많았다’가 118명(66.3%)

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인터뷰경험은 33명(18.5%)이‘있다’고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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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여자 176 98.9
남자 2 1.1

연령

25세 미만 14 7.9
25세-30세 미만 77 43.3
30세-35세 미만 43 24.2
35세 이상 44 24.7

최종학력
전문학사 18 10.1
학사 141 79.2
석, 박사 19 10.7

직위
일반간호사 143 80.3
책임간호사 이상 35 19.7

총 간호 경력

3년 미만 40 22.5
3년-5년 미만 37 20.8
5년-10년 미만 50 28.1
10년 이상 51 28.7

현 근무지 경력

3년 미만 60 33.7
3년-5년 미만 45 25.3
5년-10년 미만 54 30.3
10년 이상 19 10.7

인증평가시 참여도
많았다 73 41.0
보통이다 93 52.2
적었다 12 6.7

인증평가시 준비업무량
많았다 118 66.3
보통이다 55 30.9
적었다 5 2.8

인증평가시 인터뷰경험 
유 33 18.5
무 145 81.5

직업만족도
만족한다 56 31.5
보통이다 94 52.8
불만족한다 28 15.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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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 54-270 189.05±23.28 3.47±.56

간호업무환경 29-145 82.86±15.61 2.62±.72

전문직 자아개념 27-135 87.46±14.30 3.06±.70

2.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를 보면, 의료기관 인

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189.05±23.28점,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평균 

82.86±15.61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87.46±14.30점이었다. 

 

<표 2>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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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질 결과 5 17.71±2.62 3.54±.52

리더십, 몰입, 지지 9 31.53±5.09 3.49±.59

전략적 질 향상 계획 7 23.62±3.73 3.05±.66

인적자원 활용 6 20.69±3.12 3.50±.54

질 관리 6 21.51±3.11 3.55±.60

정보 이용 7 25.10±3.31 3.50±.52

인증 14 48.90±8.20 3.56±.64

전체 54 189.05±23.28

  1)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7개 영역에 대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조사한 뒤, 각 영역별 하위항목에 대한 인식 점수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최소 124점에서 최대 252점으로 총 270

점 만점 중 189.05±23.28점이었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7가지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질 결

과’평균평점 3.54±.52점, ‘리더십, 몰입, 지지’평균평점 3.49±.59점, ‘전략적 

질 향상 계획’평균평점 3.05±.66점, ‘인적자원 활용’평균평점 3.50±.54점, ‘질 

관리’평균평점 3.55±.60점, ‘정보 이용’평균평점 3.50±.52점, ‘인증’평균평점 

3.56±.64점이었다. 즉,‘인증’영역이 가장 높았고 ‘전략적 질 향상 계획’이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 중 영역별 하위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표 3>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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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지난 수년간,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도 양질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였다’로 3.67±.66점이며, ‘인증 결과 지난 몇 년간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문항이 3.61±.65점, ‘인증 결과 지난 몇 년간 병

원 운영체계(재정, 인력, 재원 등)의 향상을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문항이 3.54±.67점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인증 

결과 지난 몇 년간 진료지원부서(검사실, 약국, 방사선과)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이며 3.45±.62점 이었다. 

 

(2) 리더십, 몰입, 지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

원장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로 3.65±.78

점이었고,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 등) 질 향상을 위

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문항이 3.58±.67점, ‘병원의 고위 행

정자들은(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 등)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문항이 3.57±.68점으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 등) 병원 자원

(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질 향상을 위해 배분한다’문항으로 3.32±.68점 이었다. 

(3) 전략적 질 향상 계획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중간관리자(파트장, 간호관리자)들은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로 3.63±.69점 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

은 문항은‘간호사에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졌

다’로  2.67±.89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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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 활용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간호사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

으로 교육받고 훈련 받는다’로 3.84±.85점 이었고, ‘간호사들은 병원 평가의 기준 

사항에 기초한 질 향상 수행 방법 및 수행능력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문항

이 3.77±.63점, ‘간호사들은 직무수행기술 및 수행능력 개선을 위해 (간호 교육 프

로그램 등) 부족한 부분을 교육 및 훈련 받고 있다’ 문항이 3.74±.71점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해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 등) 보상받

고 인정받는다’문항은 2.69±.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질 관리

 

‘질 관리’영역에서는‘병원은 서비스 질 향상을 개선을 보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

안을 갖고 있다’문항이 3.7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문항이 3.48±.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정보 이용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환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병원 관리자에게 공유되고 

있다’로 3.74±.60점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병원은 미래의 환자의 요구와 기대

치를 잘 사정하고 있다’로 3.40±.68점이었다. 

(7) 인증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은‘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를 시키는데 참여

하였다’로 3.74±.81점이며,‘나는 인증 과정을 통해 병원에 제공되는 인증 기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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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습득하였다’가  3.72±.57점으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데 참여하였다’가 3.67±.75점, ‘인증은 환자 진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

다’문항이 3.65±.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인증은 내적 자

원(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로 

3.22±.9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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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질

결

과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3.45±.62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병원 운영체계(재정, 인력, 재원 등)의 
향상을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3.54±.67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3.61±.65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진료지원부서(검사실, 약국, 방사선과)
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3.43±.74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3.67±.66

리

더

십, 

몰

입, 

지

지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3.58±.67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선도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3.50±.66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병
원 자원(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질 향상을 위해 배분한다. 

3.32±.68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지
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3.57±.68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의
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65±.78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의
료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변화(조직적, 기술적)에 대응하   
는 능력을 보여준다.

3.51±.69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의
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이행한다. 

3.55±.67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어
떻게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지 철저히 이해한다. 

3.45±.64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3.40±.68

<표 4>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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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전

략

적 

질

향

상

계

획

간호사에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  
이 주어졌다.

2.67±.89

병원 내 각 진료지원 부서들은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를 공유한다. 

3.30±.81

병원의 질 향상 목표는 각 일선 병동에도 알려져 있다. 3.55±.73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3.47±.72

중간관리자(파트장, 간호관리자)들은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  
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63±.69

서비스 질 에 대한 환자의 기대는 서비스 질 개선의 우선순위  
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9±.66

간호사들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하고 있다. 3.42±.77

인

적

자

원

활

용

간호사들은 병원평가의 기준 사항에 기초한 질 향상 수행 방   
법 및 수행능력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3.77±.63

간호사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받고 훈련 받는다.

3.84±.85

간호사들은 직무수행기술 및 수행능력 개선을 위해 (간호 교육 
프로그램 등) 부족한 부분을 교육 및 훈련 받고 있다.

3.74±.71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해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 등) 보상  
받고 인정받는다.

2.69±.92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부서간 협조체제는 권고 및 장려사항이다. 3.43±.70

병원은 간호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23±.70

질

관

리

병원은 주기적으로 병원 장비를 체크하고, 요구되는 진료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3.52±.84

병원은 서비스 질 향상을 개선을 보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 (예: 투약의 5가지 원칙).

3.72±.70

병원은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한다. 3.67±.60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점검을 받는
다.

3.48±.72

병원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품질보증   
을 확인한다.

3.53±.62

병원은 간호사에게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문서화 기록을 장려  
한다.

3.59±.70

<표 4>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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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정

보

이

용

병원은 현재의 환자의 요구와 기대치를 잘 사정하고 있다. 3.42±.66

병원은 미래의 환자의 요구와 기대치를 잘 사정하고 있다. 3.40±.68

간호사는 환자의 불만사항을 즉시 해결한다. 3.66±.74

환자의 불만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사항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다. 

3.65±.59

병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환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한다.

3.65±.61

환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병원 관리자에게 공유되고 있다. 3.74±.60

환자기대치 및 만족도에 기반하여 병원은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
인한다. 

3.58±.58

인

증

지난 인증을 준비하는 동안, 병원 내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3.63±.80

나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데 참여하였다. 3.67±.75

나는 인증과정을 통해 병원에 제공되는 인증 기준사항을 습득하
였다. 

3.72±.57

인증 기준들은 병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3.60±.68

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를 시키는데 참여하였다. 3.74±.81

인증은 환자 진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3.65±.78

인증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워크 및 협동을 하도록   
기여하였다. 

3.30±.87

인증은 병원의 모든 전문가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3.43±.82

인증은 내적자원(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22±.93

인증은 대중적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3±.79

인증은 협력기관(타 병원, 협력병원, 개인병원 등)에 더 잘 대응
할 있도록 하였다. 

3.38±.83

인증은 병원내부직원의 협력하는데 기여하였다.   3.28±.89

인증은 병원의 변화를 이행하는데 좋은 도구이다. 3.37±.92

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이행해야 할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한다. 

3.49±.79

<표 4>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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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4 10.06±2.87 2.52±0.72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3 7.92±2.12 2.64±0.71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9 24.98±5.37 2.78±0.60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4 12.08±2.39 3.02±0.60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 27.83±5.02 3.09±0.56

전체 29 82.86±15.61

  2) 간호업무환경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된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5개의 영역별 하위항

목에 대한 인식도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 6>.

  대상자의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점수는 최소 35점에서 최대 124점이었고 총 

145점 만점 중에서 평균 82.86±15.61점이었다.

  간호업무환경의 5가지 하위영역별로 비교하면,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평균

평점 2.52±0.72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평균평점 2.64±0.71점, ‘병원운

영에 간호사의 참여’평균평점 2.78±0.60점,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

에 대한 지지’평균평점 3.02±0.60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평균평점 

3.09±0.56점이었다. 즉,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가장 높았고 ‘충분한 인력

과 물질적 자원’이 가장 낮았으며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간호사와 의사

의 협력관계’,‘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영역은 보통수준보다 낮았다.  

 

<표 5>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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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영역의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은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로 

2.84±.85점 이었고, 가장 낮은 문항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로 

2.38±.88점이었다.

 

(2)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영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하게 되었

다’문항이 2.74±.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

게 되었다’문항이 2.65±.78점,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좋아졌다’ 

2.52±.80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세 문항 모두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3)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영역의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간호부원장은 다

른 부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로 3.12±.72점의 

보통수준이었다. 다음으로‘간호 관리자는 임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문항이 2.98±.81점,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었

다’문항이 2.88±.74점,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

를 가지게 되었다’가 2.84±.82점,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하

게 되었다(예: 임상 및 정책위원회)’가 2.85±.7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항목들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일반간호사가 간호부원장을 

만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였으며 2.32±.8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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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영역의 인식도가 가장 높은 문

항은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었다’로 3.22±.66점이며, ‘간호 관리자

는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게 되었다’문항은 3.16±.77점, ‘우수한 업무수행

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문항은 2.89±.78점, ‘간호 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결정시에 간호사를 지지하게 되었다’문항은 2.81±.82점 순으로 

나타났다. 

 

(5)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영역의 가장 높은 점수의 문항은 ‘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로 3.50±.75점이고, ‘병원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었다’문항이 3.41±.79점으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 ‘모든 환자

를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 되었다’문항은 3.26±.71점 이었고, ‘활

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문항이 3.07±.74 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로 2.84±.9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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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충분한 지원서비스(직접간호외의 병동업무 지원서비스)가 있
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 

2.40±.82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

2.84±.85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수가 충분해졌다. 2.44±.97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2.38±.88

간호사,

의사의 

협력관

계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좋아졌다. 2.52±.80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2.65±.78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2.74±.80

병원

운영에 

간호사

참여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2.88±.74

일반간호사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69±.78

일반간호사가 간호부원장을 만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
었다.

2.32±.85

간호부원장은 다른 부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한 권력과 권
위를 가지게 되었다.

3.12±.72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다. 2.53±.80

병원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응하게 되
었다. 

2.77±.93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하게 되었다(예: 
임상 및 정책위원회).

2.85±.78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84±.82

간호 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
화를 나누게 되었다.

2.98±.81

<표 6> 간호업무환경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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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간호관리자

능력,리더십,

간호사에

대한지지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었다. 3.22±.66

간호 관리자는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게 되었다. 3.16±.77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2.89±.78

간호 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결정시에 
간호사를 지지하게 되었다. 

2.81±.82

양질의 

간호를위한

기반

간호사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교육 프로
그램이 개발되었다.

2.92±.77

병원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었다. 3.41±.79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을 공유하게 
되었다. 

2.85±.80

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2.98±.74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3.07±.74

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3.50±.75

간호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학모델에 기초하게 되었다. 2.99±.78

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 되
었다. 

3.26±.71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84±.90

<표 6> 간호업무환경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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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전문적 실무 15 49.62±8.46 3.31±0.56

만족감 8 23.44±6.06 2.93±0.76

의사소통 4 14.39±2.33 3.60±0.58

전체 27 87.46±14.30

  3)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된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7>

이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3개의 영역별 하위

항목에 대한 인식도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8>.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점수는 최소 61점에서 최대 124점이었고 총 135점 

만점 중 87.46±14.30점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비

교하면, ‘전문적 실무’영역이 평균평점 3.31±0.56점, ‘만족감’영역이 평균평점 

2.93±0.76점, ‘의사소통’영역이 평균평점 3.60±0.58점으로 ‘의사소통’영역이 

가장 높고‘만족감’영역이 가장 낮았다. 

 

 

<표 7>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정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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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적 실무

 

  ‘전문적 실무‘영역에서는 ‘융통성은 간호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된다’문항이 3.69±.83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간호하면 대체로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가 3.57±.62점으로 다

음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나는 유능한 리더이다’으로 2.96±.80

점이었다. 

(2) 만족감 

 

  ‘만족감’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이 ‘일반적으로 나는 근무하러 가는 것

이 기다려진다’로 2.47±1.01점이었고, ‘간호사의 업무는 내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만족스럽다’가 2.68±1.00점, ‘나는 간호직을 평생 동안 계속하고 

싶다’가 2.75±1.0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나는 간호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다’와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간호직에 어쩔 

수 없이 갇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의 세 문항은 역 변환 코딩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별 점수를 살펴본 결과, ‘나는 간호사가 환자들의 느낌

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문항이 3.90±.82점으로 가장 높

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하지 못 한다’ 3.84±.85점, ‘나는 함께 일

하는 동료들과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지 않는 것이 좋다’3.47±.81점, ‘나는 환자

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기 원한다’ 3.19±1.00점 순으

로 나타났으며 이 세 문항은 역 변환 코딩점수로 대체로 중간보다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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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전

문

적 

실

무 

근무 시 혹은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3.37±.74

나는 간호사로서의 내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3.51±.79

나는 유능한 리더이다. 2.96±.80

나는 융통성이 있는 내 특성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3.28±.83

나는 대체로 유능하다. 3.26±.78

내가 책임을 맡으면 사람들은 능률적으로 일한다. 3.27±.76

간호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3.17±.83

융통성은 간호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된다. 

3.69±.83

나는 리더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3.26±.96

나는 간호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절   
한 대안들을 빨리 선택한다.

3.40±.78

내 동료들의 대부분은 나를 리더로 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3.03±.81

유능함이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나는 유능
한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3.33±.75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나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3.03±.62

대체로 나는 다른 동료들만큼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51±.60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간호하면 대체로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3.57±.62

 <표 8>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

(N=178)

 * 역 변환 코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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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평균±

표준편차

만

족

감

일반적으로 나는 근무하러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2.47±1.01

간호직은 충분한 보상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3.10±1.08

간호사의 업무는 내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만
족스럽다.

2.68±1.00

나는 간호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3.37±1.15

내가 간호업무를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에 대체로 
만족한다.

3.12±.87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2.91±.96

나는 간호직에 어쩔 수 없이 갇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

다.*  
3.04±1.08

나는 간호직을 평생 동안 계속하고 싶다.*  2.75±1.08

의

사

소

통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3.84±.85

나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기 원한다.*  
3.19±1.00

나는 간호사가 환자들의 느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3.90±.82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지 않는 

것이 좋다.*  
3.47±.81

 <표 8>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항목별 인식정도(계속)

(N=178)

 * 역 변환 코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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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의 결과는 <표 9>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난 것은 직위(t=-4.907, p=.000)와 직업만족도 (F=8.556, p=.000)이었다. 일반 

간호사보다 책임 간호사와 간호 관리자가 의료기관 인증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직업만족도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불만족한

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것은 직업만족도(F=4.425, p=.013)이었으며  직업만족도에 대해‘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다’와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간호업무환경

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낮은 수준의 점수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F=4.393, 

p=.005), 최종학력(F=6.687, p=.002), 직위(t=-36.592, p=.000), 총 간호경력

(F=5.003, p=.002), 직업만족도(F=39.370, p=.000)이었다. 이 중 학사학위보다 

석사 및 박사학위의 대상자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반 간호사보다 책임 간호사와 간호 관리자가 전문직 자아개념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3년 미만 경력의 대상자에 비해 10년 이상의 대상자가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근무지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참여도에 따른 차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에서 나타났

으나(F=4.429, p=.013)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준비업무량과 인터뷰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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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의료기관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자아개념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5 3.36±.41 1.793 .150 2.86±.82 .862 .462 2.86±.53a 4.393 .005

<30 3.44±.54 2.62±.63 2.91±.63b b<d

<35 3.41±.64 2.51±.80 3.09±.66c

≥35 3.64±.53 2.65±.74 3.35±.82d

최종학력

전문학사 3.50±.45 2.546 .081 2.47±.72 .451 .638 3.22±.57a 6.687 .002

학사 3.43±.57 2.64±.69 2.97±.68b b<c

석, 박사 3.74±.51 2.61±.89 3.55±.74c

직위
일반 3.39±.56 -4.907 .000 2.60±.69 -.730 .467 2.97±.67 -3.592 .000

책임 3.80±.41 2.70±.82 3.43±.71

총간호경력

<3 3.31±.45 2.159 .095 2.26±.73 .302 .824 2.79±.62a 5.003 .002

<5 3.45±.54 2.64±.62 3.04±.69b a<d

<10 3.48±.63 2.54±.71 3.01±.59c

≥10 3.61±.56 2.66±.79 3.33±.79d

<표 9>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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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의료기관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자아개념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현근무지

경력

<3 3.38±.51 2.353 .074 2.66±.71 .364 .779 2.95±.70 1.300 .276

<5 3.50±.56 2.64±.68 3.12±.76

<10 3.44±.64 2.54±.75 3.05±.62

≥10 3.76±.35 2.68±.75 3.29±.75

인증평가시 

참여도

많았다 3.51±.55 .358 .700 2.55±.75 1.358 .260 3.23±.75 4.429 .013

보통이다 3.45±.59 2.63±.70 2.97±.64

적었다 3.42±.36 2.92±.56 2.71±.66

인증평가시 

준비업무량

많았다 3.45±.57 1.021 .362 2.54±.75 2.446 .090 3.12±.68 1.383 .254

보통이다 3.54±.54 2.77±.64 2.95±.72

적었다 3.20±.27 2.90±.22 2.80±.84

<표 9>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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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범주
의료기관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자아개념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인증평가시 

인터뷰 경험 

유 3.59±.48 1.843 .176 2.58±.72 .160 .690 3.26±.80 3.287 .072

무 3.44±.57 2.63±.72 3.01±.67

직업만족도 

만족한다 3.71±.48a 8.556 .000 2.81±.72a 4.425 .013 3.56±.65a 39.370 .000

보통이다 3.40±.50b a>b,c 2.59±.71b a>c 2.95±.57b a>b>c

불만족한다 3.25±.74c 2.34±.62c 2.41±.49c

 <표 9>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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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간호업무환경 .326 (.000)

전문직 자아개념 .263 (.000) .306 (.000)

4.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

식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인식한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간호업무환경(r=.326,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전문직 자아개념(r=.263, p=.000)과도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문직 자아개념(r=.3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즉, 간호업무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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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결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의료

기관

인증

제

2. 리더십, 몰입, 지지
.643
.000

3. 전략적 질 향상 계획
.387 .463
.000 .000

4. 인적 자원 활용
.343 .412 .637
.000 .000 .000

5. 질 관리
.314 .410 .486 .582
.000 .000 .000 .000

6. 정보이용
.496 .545 .500 .537 .531
.000 .000 .000 .000 .000

7. 인증
.492 .456 .399 .380 .332 .511
.000 .000 .000 .000 .000 .000

간호

업무

환경

8.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311 .315 .537 .381 .349 .417 .28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325 .332 .432 .273 .270 .416 .310 .5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11>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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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결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간호

업무

환경

10.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337 .396 .561 .393 .303 .444 .372 .712 .6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382 .456 .484 .421 .327 .485 .397 .660 .568 .7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445 .462 .489 .507 .410 .543 .414 .639 .614 .831 .73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문직 

자아

개념

13. 전문적 실무

.363 .300 .214 .320 .267 .260 .211 .165 .210 .264 .296 .367

.000 .000 .004 .000 .000 .000 .005 .028 .005 .000 .000 .000

14. 만족감

.276 .239 .252 .196 .109 .250 .132 .331 .370 .336 .298 .270 .606

.000 .001 .001 .009 .147 .001 .080 .000 .000 .000 .000 .000 .000

15. 의사소통

.153 .175 .058 .159 .087 .099 .085 .024 .045 .065 .109 .126 .494 .320

.041 .020 .445 .034 .247 .189 .262 .748 .555 .390 .147 .094 .000 .000

<표 11> 의료기관 인증제와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계속)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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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의료기

관 인증제로 변화된 간호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그 관

계를 분석해 보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가 간호전문직 발전에 미

치는 근거를 구축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1.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의 인식정도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252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189.05점(평균

평점 3.47점/5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도

구 개발자인 El-jardali et al.(2008)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영

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평균은 4.02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인증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으며 각 하위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의 영역

은 정보이용영역으로 4.15점, 가장 낮은 점수는 인적자원 활용역역의 보상항목으로 

3.41점이었다. 하위 영역 중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인증 영역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전략적 질 향상계획 영역으로 El-jardali et al. (2008)의 연구 결과와 차이

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점수는 El-jardali et al. (2008) 연구의 결과보

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 중 배정임(2008)이 세 개의 의

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의 직원들의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

구의 결과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필요성, 평가항목, 질 

평가의 적합성 영역 점수가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 외국에 비해 국내의 간호사

들이 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다른 선행 연구를 비교해보면, 간호사의 의료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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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도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연순(2011)의 연구에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은 3.44점이었으며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유문숙과 정명숙(2007)의 연구에서 

3.43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보통수준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략적 질 향상 계획 영역’중‘간호사에게 질 향상을 위한 계

획 및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졌다’가 2.67±.89점인 것은 Aiken(2000)이 

마그넷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 적절한 시간 사용에 대한 항목이 72%인 보

통 이상의 수준보다 낮으며 인증제도가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질 향상을 위한 시간 배

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가

언과 박영희(2009)의 중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료기관 평가 준비 시 업무부담 증대와 평가활동 

중복에 대해 매우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배정임(2008)의 연구에서 간호사

가 다른 직종에 비해 의료기관 평가 준비에 대한 직무요구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시간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계속될 의료기관 인증제와 다양한 종류의 국내, 외 의료기관 

인증을 계획하는 기관들이 의료기관 인증제를 준비함에 있어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인증의 기존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인적자원관리’영역의 하위항목 중,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

해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 등) 보상받고 인정받는다’문항이 평균보다 낮은 

2.69±.92점이었다. 이는 최연순(2011)의 연구에서 의료기관 평가 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가 문항에서 1.48±.7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방안이 필요하

다는 결과와 한우석(2007)의 연구에서 내부구성원에 대한 보상이 잘 되지 않아 인센

티브 지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한다. 이는 의료기관 차

원에서 인증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력이나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과 인증을 받은 후에도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규식, 신민경, 2012). 따라서 앞으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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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를 준비함에 있어 인센티브 등 보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더 많은 참여를 유

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의료기관 인증제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인증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84±.85점)은 인증 평가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직

무 스트레스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료기관 평가를 경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김은경 등

(2007)의 연구 결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70%이상 인식하고 인센티브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80%이상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한 염영희 등(2004)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노동보상과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간호사들에게 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보상뿐만 아니라 적절한 물질적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의료기관 인증제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124점의 범위 내에서 평균 82.86점(평균평점 2.62점

/5점)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하면서 인지한 간호업무환경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점수는 Lake(2002)가 미국의 마그

넷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6점보다는 낮았지만, 서울 소재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업무환경을 조사한 조은희 등(2011)의 연구결과 2.58점보다 높고 김신

혜(2012)의 연구결과인 2.45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인지하는 간호업

무환경에 대한 인식정도보다 의료기관 인증 시 인지하는 간호업무환경에 대해 더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업무환경의 하위 영역별 비교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이 2.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김신혜(2012)와 고현진(2010)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

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물질

적 자원의 점수가 각각 2.08점, 2.55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 문제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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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Aiken(2000)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가 3.03점인 것과 비교

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관계가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이 우선되고 간호사의 자율성이 높은 마그넷 병원에 비해 

국내의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자율성이 떨어지며, 환자 간호의 직접적 제공 및 업무상 

교류가 가장 많은 간호사와 의사 집단 내 자주 빚어지는 갈등이 오히려 부정적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기노, 2009). 특히 Aiken(2000)의 연구에서는 자원, 인력, 

자율성,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간호 관리자의 능력, 지지 영역에 대한 인식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 관리자의 능력, 지지와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3.02점, 3.09점

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간

호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들로 실제 간호사들의 간호업무환경은 아직도 열악함을 유추할 수 있으

며,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인력과 물

질적 자원의 보충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간호업무한경 개선의 방

안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평점 3.06점/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광자(1999)의 연구에서 

3.76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유미(2011)의 연구에

서 2.76점/4점, 신장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은영과 김건효(2000)의 연구에서 

2.73/4점, Arthur(1992)의 연구에서 3.41점/4점으로 나타난 결과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만족감 영역

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것이며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준비과정의 과다업무, 인력부

족,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이가언, 박영희, 2009).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고유미(2011), 최은영과 김건효(2000)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 중 간호사들의 만족감 영역(2.93점)이 모두 전문적 실

무나 의사소통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량이 적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 47 -

과업의 의미를 많이 둘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승진기회가 많을수록, 동료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 정도가 높아진다는 염영희 등(2009)의 연구 결과

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간호사들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 수준도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만족감이 낮은 것은 보상, 인력, 물질적 자원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염영희 외, 2009),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준비과정의 과

다업무 및 연장근무, 인력부족,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은 간호사들의 만족감을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이가언, 박영희, 200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직위와 직업만족

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간호업무환경은 직업만족도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며, 전문직 자아개념은 연령, 최종학력, 직위, 총 간호 경력, 인증 평가 시 참여도, 직

업만족도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업만족도는 의료기관인증제, 간호업무환

경, 전문직 자아개념 인식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준

비업무량이나 인터뷰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아졌고, 

석, 박사 학위의 간호사가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또 25-30세 미만

의 간호사와 35세 이상의 간호사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석, 박사 학위의 간호

사와 학사 학위의 간호사에게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

사와 간호 관리자는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3년 미만의 간호 경력

을 가진 간호사보다 10년 이상의 간호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유의하게 전문직 자아

개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광자(1999)와 고유미(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직

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으나, 최종학력과 간호경력은 이

광자(1999)의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점수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순희

(2004) 연구에서 r= .257, p< .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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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

념과의 관련성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조사

한 결과,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았다.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점수

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간호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음 선행연

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유문숙(2008)의 연구에서 질 관리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성과(r=.555, p=.000),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간호업무성과(r=.440,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연순(2011)의 연구에서도 의료기관평가 

인식도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났다. Hinno, et al.(2011)의 

연구에서 간호업무환경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신혜(2012)의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 중요도와 직무만족도(r=.193, p=.003), 간호

근무환경 성취도와 직무만족도(r=.234, p=.000)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간호업무환경과 전문직 자아

개념의 인식변화와 관련이 있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간호업무환경 중 간

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지지여부와 인력자원 관리가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

음을 나타낸 이한이(2011)의 연구 결과와 직무만족은 전문직 자아개념(r=.430, 

p=.000)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이승희(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해 

간호업무환경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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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인증

제가 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가 의료기관 

인증제의 목적과 효과, 발전 방향, 인증제 시행의 개선점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된 것

에 비해,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간호실무의 일부분인 간호업무환경

의 개선 및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업

무환경의 개선에 대한 간호부서의 정책적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긍

정적인 자아개념 신장을 위한 지속적 교육, 역량 강화, 자기개발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마련에 근거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의료기관의 인증 후 효

과 검증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편의 추출된 서울의 일 대학병원에서 실시되어 연구 결과를 

국내 의료기관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규모, 무작위 표본추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자료 수집을 하는 의료기관이 인증 평가를 받는 기간에 자료 수집을 실시

하게 되어 설문지 답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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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간호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

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간호사가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선 및 보상지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간호업무환경 영역 중‘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함이 확인되

었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중 만족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간호사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업무환경 조성과 간호부서 

및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 인증제, 간호업무환경,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

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의 기관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간호업무환경과 전문직 자

아개념의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간호업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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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의 하위 영역 중 ‘보상’과 간호업무환경의 하위 

영역 중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자원’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 중 ‘만족

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인증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간호기술을 

습득하고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과 전문직 자아

개념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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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험성, 

보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

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

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원한다면 추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내용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월    일

참가자 성명 :                  (서명)

  

부록 1.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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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험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환경 및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소요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며, 귀하께서 주시는 응답은 모

두 무기명 처리될 것으로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논문의 귀중한 자료가 되

므로, 부디 신중을 기하여 빠짐없이 “✓ ”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귀한 시간 내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이 있으신 경우 본 연구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 연 구 자 : 김 규 현 

                                             * 지도교수 : 이 태 화 

                                       * 문의사항: ptykh@yuhs.ac

                                                010-6365-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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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1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2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병원 운영체계(재정, 인력, 재원 

등)의 향상을 통해 제공받은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3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4
인증결과 지난 몇 년간 진료지원부서(검사실, 약국, 

방사선과)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5
지난 수년간,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7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선도적인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8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병원 자원(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질 향상을 위해 

배분한다. 

9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10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11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변화(조직적, 기술적)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12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이행한다.  

13
병원의 고위 행정자들은 (의료원장, 병원장, 간호부원장등) 

어떻게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지 철저히 이해한다. 

14
병원 최고 경영자 회의는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부록2. 연구 도구 

Ⅰ. 다음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의료

기관 인증평가 후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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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호사에게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졌다.

16
병원 내 각 진료지원 부서들은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17 병원의 질 향상 목표는 각 일선 병동에도 알려져 있다. 

18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19
중간관리자(파트장, 간호관리자)들은 질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
서비스 질 에 대한 환자의 기대는 서비스 질 개선의 우선 

순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간호사들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하고 

있다.

22
간호사들은 병원평가의 기준 사항에 기초한 질 향상 수행 

방법 및 수행능력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23
간호사들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

24
간호사들은 직무수행기술 및 수행능력 개선을 위해 (간호 

교육 프로그램 등) 부족한 부분을 교육 및 훈련받고 있다.

25
간호사들은 질 향상을 위해 (금전적 또는 다른 방법 등) 

보상받고 인정받는다.

26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부서 간 협조체제는 권고 및 

장려사항이다.

27
병원은 간호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8
병원은 주기적으로 병원 장비를 체크하고, 요구되는 진료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29
병원은 서비스 질 향상을 개선을 보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예: 투약의5가지 원칙)

30
병원은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1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32
병원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품질보증을 확인한다.

33
병원은 간호사에게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문서화 기록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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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병원은 현재의 환자의 요구와 기대치를 잘 사정하고 있다.

35 병원은 미래의 환자의 요구와 기대치를 잘 사정하고 있다.

36 간호사는 환자의 불만사항을 즉시 해결한다.

37
환자의 불만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사항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다. 

38
병원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환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한다.

39 환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병원 관리자에게 공유되고 있다.

40
환자기대치 및 만족도에 기반하여 병원은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41
지난 인증을 준비하는 동안, 병원내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42 나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데 참여하였다. 

43
나는 인증과정을 통해 병원에 제공되는 인증 기준사항을 

습득하였다. 

44
인증 기준들은 병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45
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변화를 시키는데 

참여하였다. 

46 인증은 환자 진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47
인증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워크 및 협동을 하도록 

기여하였다.  

48
인증은 병원의 모든 전문가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49
인증은 내적자원(재정, 인력, 시간, 장비)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0 인증은 대중적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인증은 협력기관(타 병원, 협력병원, 개인병원 등)에 더 잘 

대응할 있도록 하였다. 

52 인증은 병원내부직원의 협력하는데 기여하였다. 

53 인증은 병원의 변화를 이행하는데 좋은 도구이다. 

54
병원이 인증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이행해야 할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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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2 3 4 5

1
충분한 지원서비스(직접간호 외의 병동업무 지원서비스)가 

있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 

2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좋아졌다.

3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었다.

4
간호사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5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6 일반간호사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7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

8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수가 충분해졌다. 

9 간호 관리자는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게 되었다.

10
일반간호사가 간호부원장을 만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12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 

13 병원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었다. 

14
간호부원장은 다른 부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Ⅱ. 다음은 간호업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후 해당 사항에 개선 효과가 작을수록 1점에 가깝게, 개선 효과가 클수록 5점에 가깝

게 해당 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 64 -

15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16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다. 

17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을 공유하게 

되었다. 

18 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19
간호 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결정시에 

간호사를 지지하게 되었다. 

20
병원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응하게 

되었다. 

21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2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하게 되었다(예: 

임상 및 정책위원회).

23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24 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25 간호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학모델에 기초하게 되었다.

26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7
간호 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28 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 되었다. 

29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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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그렇

다

1 2 3 4 5

1
근무 시 혹은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2 나는 간호사로서의 내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3 나는 유능한 리더이다.

4 나는 융통성이 있는 내 특성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5 나는 대체로 유능하다.

6 내가 책임을 맡으면 사람들은 능률적으로 일한다.

7 일반적으로 나는 근무하러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8
간호업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10 간호직은 충분한 보상과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11
융통성은 간호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
나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기 원한다. 

13 나는 리더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14
간호사의 업무는 내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대로 만족

스럽다.

15 나는 간호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절한 

Ⅲ. 다음은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의료기관 인증평

가 후 해당 사항에 변화가 작을수록 1점에 가깝게, 변화가 클수록 5점에 가깝게 해당 

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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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들을 빨리 선택한다.

16
나는 간호사가 환자들의 느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
내 동료들의 대부분은 나를 리더로 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8 나는 간호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19
내가 간호업무를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에 대체로 

만족한다.

20

유능함이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식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나는 

유능한 간호사라고 생각한다.

21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정서적으로 너무 밀착되지 않는 

것이 좋다. 

22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은 나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23 간호직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24 대체로 나는 다른 동료들만큼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5 나는 간호직에 어쩔 수 없이 갇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6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간호하면 대체로 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27 나는 간호직을 평생동안 계속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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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별 □ 여자       □ 남자

2. 연 령 만           세

3. 최종학력

□ 3년제 졸업  □ 4년제 졸업  □ 대학원 졸업 

□ 기타 (         )

□ RN-BSN/심화과정/방송통신대/독학사 졸업 

4. 근무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5. 직위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간호관리자 (파트장 이

상)    

□ 기타 (               )

6. 총 간호 경력 (          ) 년  (          ) 개월

7. 현 근무지 경력 (          ) 년  (          ) 개월

8. 인증평가 경험 □ 유      □ 무

9. 인증평가 시     

   참여도
□ 많았다  □ 보통이다   □ 적었다

10. 인증평가 시    

   준비업무량
□ 많았다  □ 보통이다   □ 적었다

11. 인증평가 시    

   인터뷰경험
□ 유      □ 무

12. 직업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

우 불만족한다

Ⅳ.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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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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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among Nurses’perception of Accreditation,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an Accredited healthcare system

       Kim, Kyuhy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es’ perception of 

accreditation, nurse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and accredited healthcare system and to figure out relationship of these. The 

participants were 178 registered nurses(RNs) working in an accredited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with at least one time of an accreditation 

experience.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ructur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ith data collected from April 20 to May 4, 2012. A total of 

178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with the PASW statistics 18.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otal mean of the perception of an accreditation was 189.05 out of 

270 points. This shows that the nurses had a positive perception to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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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system. ‘Accreditation’, ‘Quality 

management’and ‘Quality result’resulted in high scores of 3.56, 3.55 

and 3.54 out of 5 points, respectively. But ‘Reward’was the lowest 

score at 2.69 out of 5 points.

2. The total mean of the perception of nurse practice environment was       

   only 82.86 out of 145 points, in particular the subcategory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was very low at 2.52 out of 5 points. However, the   

   subcategory score for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was      

   higher at 3.09 out of 5 points.  

3. The total mean of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87.46  

   out of 135 points, which was an average score. The lowest score was     

   2.93 out of 5 points  for the category ‘Satisfaction’.

4. The nurses’perception of an accredit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nurse practice                     

   environment(r=.326, p=.000) and professional self-concept(r=.263,       

   p=.000), respectively. There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e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r=.32, p=.000).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at nurses’positive 

perception of accreditation lead to a higher score of nurse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However, the study revealed a 

poor practice environments for nurses in the accredited hospital settings.  

Particularly, the‘Reward’of accreditation and the‘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are some areas that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s. Therefore, 

it may be beneficial for healthcare systems to develop a better system for  

staff and resource adequacy and reward to further improve th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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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nurse practice environmen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Key words: Accreditation, Nurse practice environment, Professional self-

con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