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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종합병원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소재 종합병원 각 6곳과 4곳, 총 10개의 병원에

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가보고

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

시하였고, 총 172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 포함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69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10±3.65세로 100% 남성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78.7%를 차지하였다. 총 임상실무경력은 평균 41.55±37.62개월, 현 병원 근무경력

평균 36.41±34.59개월, 현 부서 근무경력 평균 31.91±31.79개월이었으며, 전체의

90% 이상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대

상자의 81.1%였고,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2.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직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19.5%였고,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36.7%

로 나타났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3.15±0.67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상호작용공정

성 3.50±0.77점, 분배공정성 3.00±0.85, 절차공정성 2.96±0.78점이었다. 사회정체성

은 3.33±0.72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자부심 3.40±0.90, 동일시 3.33±0.87점, 존중감

3.25±0.73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3.81±0.4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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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차이는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 근

무 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소속부서, 평균급여,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차이는 현 병원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근무 병원의 규모, 현 직

위와 이직의도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하위영역, 조직시민행동과의 상관관계

에서 조직공정성은 자부심(r=.645, p=.000), 존중감(r=.569, p=.000), 동일시(r=.630,

p=.000), 조직시민행동(r=.47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시민

행동과 사회정체성 하위영역 자부심(r=.554, p=.000), 존중감(r=.499, p=.000), 동일시

(r=.520, p=.000)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직공정성의 하위 영역인 상호작용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의 하위 영

역인 자부심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공정성

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상호존중적인 신뢰관계

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내적 요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직군

과 조직을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간호계 전체에서의 남자간호사의 역

할과 지위 확립을 위하여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남자간호사,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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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도 가열되고 있는 경쟁과 환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질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의 증가로 병원은 양질의 효율적인 전문분야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흥해야 한다(김태우, 2005; 최수형, 조덕영, 홍태호, 2006).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24시간동안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행위가 모두 보상을 기대하고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며, 보상에 의한 동기부

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김인숙, 2005)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없이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규정한 직무행동이 아닌 자발적으

로 행한 자유재량행동을 의미(Organ, 1988)하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 파악은

전체 조직의 성과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병원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며, 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권일상, 2005, 최충식, 김정원, 안종태, 2006).

간호학에서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박월륜, 2004; 유선희, 2004; 이선혜, 2006, 김명숙, 2007, 박준희,

2009), 연구결과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조직몰입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

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극히 소수였고(박월륜, 2004),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

이 부족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는 1962년에 처음으로 배출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5,183명으로 전체 간호사 295,633명 중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대

한간호협회, 2012),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수도 1996년에 87명(0.3%)에

불과하였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7,96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정규숙, 2012)에도 불구하고 간호계 내에서 상대적인 수적 열세로 남자간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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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곧 남자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미비하

다는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남자간호사 직군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부족은 잦은 이직을 야기 시키며, 수반

되는 문제로는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박현숙, 2002),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은 특수부서, 특수 클리닉이나 의사 업무 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으로 대부분의 인력이 편중되어 배치되어있다(안경하,

2008)는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남자 간호사의 강한 체력, 객관성, 집중력 등 남

성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분야라 배치하였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안행

미, 2008). 또, 김향자(2010)의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이직의 원인으로 보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안경하(2009)의 남자 임상

간호사의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연구에서는 업무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특수 업무 담당(18.3%), 수직적 관계(14.2%), 불만족스러운 승진체계

(11.2%)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보듯 남자간호사의 업무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보수-분배공정성, 승진체계-절차공정성, 수직적 관계-상호작

용공정성) 모두 조직공정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정형화된 조직공정성

개념을 적용하여 점점 증가하는 남자간호사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그들

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파악이 요구된다.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직의 성공조건으로는 외재적인 동기부여모델을 기

반으로 수행되었던 연구들(Tyler, & Blader, 2003)의 대안으로 사회 정체성이론에

근거하는 정체성 중심의 내재적인 동기부여들이 더욱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이

준호,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시민행동은 자발적인 집단협력행동이기 때문

에 보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의무적인 동기부여보다는 집단 내에서 구성

원의 사회적 가치, 조직 동일시 등의 내재적인 동기부여에 의해 더 잘 설명되어

진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Tyler & Blader, 2003). 또, Riketta(2005)는 조직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구성원 간의 형성된 관계의 이해를 통해 태도나 행동

에 연결된 내적요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요인으로의 심

리적 기제의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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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듯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중 남자간호사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 빈도 요인으로는 소속감,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소속감

의 결여가 결국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요인

이 된다는 것이다. 소속감의 결여는 곧 사회정체성의 결여로 대부분의 남자간호사

가 일반간호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이 확장된 자기로서 사회

정체성을 확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에 대한 정체성

을 정립하고 유지시켜가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가 되는 남자 간호사에 더욱이 조직 공정성과 사회정체

성 개념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간호가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차

별로 남자간호사는 상처를 받고 성역할에 혼란을 겪었으며, 간호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신념이 저하되었다(박인숙, 2011; Fisher, 2009)는 연구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간호사로서의 남성은 취약한 구성원이며, 본 연구를 통해 이전까

지 한 번도 연구된 적 없는 남자간호사의 사회 정체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첫째, 남자간호사들이 소수

임에도 조직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스스로 여성중심의 조직을 어느 정도

공정하다 판단하는지, 둘째, 사회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그들이 스스로 얼마

나 간호사로서 자신을 조직의 일원으로 동화되어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

막으로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 둘 간의 관계가 조직시민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지 확인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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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간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및 조직시민행동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남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및 조직시민행동

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남자 간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다.

넷째, 남자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조직 공정성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이란 다른 조직구성원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

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심리적 판단이다(Adams, 1965; Greenberg,

1990; Diaz, 2002).

본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의 측정은 Price & Muller(1986)가 개발한 분배공정성

측정도구와 Moorman(1991)의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 측정 도구를 최정과

하나선(2007)이 번역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수정·보

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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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집단을 중요시

하고 그 집단의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 집단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는 등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Tajfel, 1982).

본 연구에서 사회정체성의 측정은 Blader & Tyler(2009)의 연구에 사용한 자

부심과 존중감 측정도구와 Meal & Ashforth(1992)가 개발한 동일시 도구를 김재

현(2011)이 수정·보완하여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이란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상받

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유효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조직구성원의 자유

재량적 행동이다(Organ, 1988).

본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측정은 Neihoff & Moorman(1993)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장정관(2011)이 수정·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간호조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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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조직공정성

조직 내 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Homans(1961)의 저서 'Social Behavior'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공정성이란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에서 발생하는 투

입과 산출의 비율에 개인이 갖는 기대치로 정의하며 분배공정성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란 교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각자가 들인

비용과 투입에 비례한 보상을 받아야 공정함을 느낀다는 Homans(1961)의 교환이

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황호영·최영균, 2003) 조직이 보유한 자원, 조직의

보상과 관련하여 배분결과에 대하여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투입에

대한 보상의 비율이 타인의 비율과 동일하면 공정성을 지각하지만, 타인에 비해

자신의 투입 대 보상의 비율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하여 불쾌

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방향을 행동하려고 한다(신유

근, 2005). 이는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은 불공정

성의 인식으로 인해 동기화 되며, 투입은 나이, 사회적 지위, 교육, 노력, 능력과

같은 질과 특성으로 정의되며 산출은 돈, 증가된 지위, 권위(privileges), 즐거운

일, 의무와 같은 보상이나 특권으로 정의된다.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분배공정성과 달

리 보상배분결정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나 규칙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직 내에서 교섭이나 의사결정의 성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절차나 기분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을 의미한다(Folger

& Konovsky, 1989). 분배공정성이 무엇을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하였는가에 대한

지각이라면, 절차공정성은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였는가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지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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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보여

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이나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대인적 처우

의 공정성으로 정의한다(Beis & Moag, 1986).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상관이나 감

독자에 의해 절차가 행하여질 때 어떻게 대우받는가에 대한 느낌에 주시하는 것

으로, 예를 들어 구성원이 해고될 때, 보너스를 지급받을 때, 조직 내에 특정한 일

이 발생할 때 구성원들은 그들이 신뢰 속에서 정직하고 진정으로 존중받는가에

대해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Roch & Shanock., 2006). Greenberg 와 Lind(2000)는

상호작용공정성을 조직공정성 하위개념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

기며,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상호작용 공정성이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적지 않

은 영향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mbrose & Schminke, 2003;

Cohen-Charash & Spector, 2001; Liao & Rupp, 2005).

간호분야에서의 조직공정성의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남자간

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대부분 상호작용공정성을 제외한 분배공정

성과 절차공정성만을 하위개념으로 포함하였다. 조직공정성의 관련변수로는 조직

몰입(김명숙, 2007; 이경, 2010), 조직시민행동(박월륜, 윤숙희, 2009; 고유경, 2008),

직무만족(박월륜, 2004), 이직의도(염영희, 2010; 이미애, 2008), 임파워먼트

(Laschinger, 2010)등이 있으며, 김명숙(2007)의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과 거래적

몰입이 조직시민행동의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장경화(2010)의 연구에

서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공정성의 개념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보상을 분

배공정성 개념으로 간주하였을 때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보

상부적절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보상에 대한 부적절을 인지하면 직무스트레스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향자, 2010).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와 의사결정, 대인관계에 대한 공정성의 지각정도를 의미하고, 분배, 절차, 상

호작용공정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공정성의 지각은 구성원의 태도 및 행위변수

를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 근거를 두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공정성 개념은 이전의 연구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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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그 유의성이 입증되며 상호작용공정성 개념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되며, 수적

열세로 조직공정성의 이슈가 예상되는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

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간호사 조직에서도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

행동의 정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선행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

고 효율적인 남자간호사의 간호영역 내에서의 활용을 위해 남자간호사가 지각하

는 조직공정성의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은 자아개념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간의 구조와 기능을 뜻한다.

개인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인 정체성을 가

지고 있다. 한 개인은 자신이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식함으로써 사회정체성을 가지

게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Tajfel &

Turner, 1986).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의 정체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하여 지각하는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통하여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Ashforth & Mael, 1989). 따라서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제

시하고 있다.

Mitchell & James(1989)는 심리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개인적 측면에서 행

동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측면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통

합적 상위개념에서의 설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고, Shamir는(1991, 1993)는 사

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하여 자아개념을 통해 인간행동의 동기부여과정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았을 때 사회정체성 관점에서의 동기부여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는 다면 높은

사회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는 곧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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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Tyler & Blad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

들이 속한 집단 혹은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자부심(pride), 존중감(respect), 동일시(identification)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부심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조직의 위상과 관련된 판단을 위미한다. 즉,

자부심은 집단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며, 집단위신의 척도에 의해 지표화

될 수 있다. 높은 지위를 느끼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집단에 소속

된다는 것에 의해 좋은 느낌을 지니게 된다. 그와 같은 느낌은 다른 집단과 자기

집단을 비교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높은 지위집단에서의 포함에 대한 비비교적

느낌으로부터 창출된다(Blader, & Tyler, 2009).

존중감은 집단이나 조직 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

여지고 평가되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Tyler & Blader, 2001; 2002). 존

중감은 상사나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으며, 멤버십을 강화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각을 하게 되며, 동일시와 연결되어 일체감을 형성하게 한다(Ellemers, Sleebos,

Stam, & Glider, 2011). 집단가치모델(Group-value model)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

인은 구성원으로써 집단과 강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집

단이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는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자기가치를 부여

한다(De Cremer, 2002). 존중감에 대한 느낌은 개인에게 자기가치를 촉진 시키고

결과적으로 집단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특히, 사람들은 집단에 대해 소속

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표출하는데 자신이 존중을 받을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하며 이러한 자신의 자부심이나 감정, 행동적인 반응 등과 관련된 정체성의 정보

들을 판단의 근거로 이용한다(De Cremer, & Tyler, 2005).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에서는 구성원이 집단 내에서 존중을 인식하게 되면 긍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며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참여나 관여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urmer, Simon, & Loewy, 2008).

동일시는 특정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집단을 통한 정체성

보다 뚜렷하거나 특정집단을 특징짓는 속성들이 자신이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일

치한다고 느낄 때 개인은 그 집단에 강한 일체감을 갖는 것이다(Tajfel &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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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동일시는 그동안 심리학,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왔으나 세 가지의

하위개념 중 동일시만이 조직연구에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조

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있고, 조직 내에서

조직원들 간의 심리적인 분석이나 조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이해가 사

회정체성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이 밝혀지며 조직연구에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Ashforth & Meal, 1989; Ellemer, Glider, Haslam, 200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간호사 대상 사회정체성관련 연구는 없으며, 타학

문 분야에서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호텔종업원을 대상으로한 박재희(2009)의 연

구에서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고,

윤정호(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정체성과 조직몰입이 정의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

다. 국외에서는 집단계약모델(group engagement model)로도 구성원의 사회정체성

과 동기부여 및 자발적인 행동들의 관계가 입증된 데에 반해(Blader, & Tyler,

2009; Walumbwa, Cropanzano, & Hartnell, 2009, Chiara et al., 2010) 국내연구에

서의 사회정체성 개념은 매우 미비하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가 사회정체성의 개

념 중 동일시만을 반영한 했다는 점, 그리고 한 번도 사회정체성 개념의 적용이

간호계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다는 점에서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전문직으로서 자

리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정체성을 통한 자아개념 확립 정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간호가 여성의 영역으로만 여

겨지는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남자간호사 개인과 조직 간의 심도 있는 연관성

의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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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란 '조직에서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보상받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과적 기능을 촉진하는

개인의 재량행동’으로 정의된다(Organ, 1988). 즉, 조직구성원을 돕는 행위는 의무

가 아닌 개인이 가진 자유재량권이며, 이러한 행위는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보상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말한다(김윤

성, 2002).

조직시민행동 개념의 등장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내부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노력이 외부고객에게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정승언, 김민주, 1999). 본

격적인 연구를 통한 조직시민행동 개념의 확립은 Organ, Smith, Near 그리고

Bateman에 의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Organ은 조직시민행동을 구체화

하고 연구방법의 체계화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추후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는 많은 연구들이 Organ의 개념정의를 지지하면서

(Netemeyer,1997; Organ, 1988; Podsakoff, 1994)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효율과 관계증진을 바탕으로 생

산성을 향상시키며, 조직기능 전반의 연계강화는 물론 외부환경과의 교류촉진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

되고 있어(김동환, 양인덕, 2008),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간호계에서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들의 자발적인 역할에 관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확인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함에 요구되어진다(2007, 김명숙).

그러나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간호사 대상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간호사 대상의 조직시민행동 국내 선행연구를 찾아보았을 때 셀프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이경미, 2007)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관련 연구(박월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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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둘의 순상관성을 설명하였다. 김명숙(2007)은 구성원이 인지한 조직공정성

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짐을, 김명숙 등(김명숙 & 박영배, 2008)은 간호

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밝혔으며, 장경화(2010)의 연

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공정

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통하여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간호계에서의 조직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보면

Chu et al.(2005)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정,

하나선(2007)의 연구에서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고 보고하였다. 간호분야에서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

안 이루어져왔지만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들을

보면 앞서 언급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공정성, 리더십을 들 수 있다(Jahangir,

Akbar, & Haq, 2004).

이와 같이 조직시민행동은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과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무성과나 조직의 유효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Smith, Organ & Near, 1983)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 활용의 효용과

조직의 효율성 증가를 위해 조직시민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

이 중요하다 하겠다.

조직의 성공조건으로 자발적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상중심의 외재적인 동기부여 모델의 대안으로 내재적인 동기부여모

델인 사회정체성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체성 중심의 조직시

민행동의 실증 연구는 서구 문화권에서도 Tyler & Blader(2003, 2009), Fuller et

al.(2006)에 불과하고(이준호, 2012) 국내에서도 이준호(2012)가 일반기업에서 일하

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유일하다.

Tyler & Blader가 2009년에 진행한 연구는 사회정체성, 절차공정성과 역할 외

행동이라는 본 연구에서의 보고자했던 개념과 비슷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에서 그들이 받는 절차와 분배에 대해 평가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측면으로 사회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공정성이다. 조직공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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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로는 조직공정성이 정체성 안

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Tyler & Blader, 2009). 다시 말하면,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 감정과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속하고

싶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공정성이 높게 지각된다면 그것

은 긍정적인 사회정체성 형성을 일으켜 자연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이라는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이 부정적으로 판단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평가 절하

된다면 개인의 정체성 또한 심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을 통해 긍정

적인 사회정체성이 형성되더라도 조직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개인 또한 부

정적인 영향을 받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Brockner, Tyler & Cooper-Schneider,

1992).

이상의 문헌에서 살펴본 것 같이 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조직시민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호 분야에는 시도된 적 없는 사회정체성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도 타 분야의 연구를 미루어보았을 때 유의한 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병원조직과 간호조직에서 남자간호사의 효율적이고, 다양

한 활용,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병원목표의 달성과 환자간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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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공정성 파악과 사회정체성 형

성이 이루어졌다 판단되는 근무경력 3개월 이상 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역

별 문화적 차이가 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병원

으로 서울 6개, 경기지역 4개 종합병원에서 172명을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대상자 수 확보를 위해 병원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근무를 시작하여 현직에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으로

표본수를 산출하였을 때 최소 141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료

분석에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72명

의 대상자를 편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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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자가보고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5문항, 직무관련 특

성 14문항, 조직공정성과 조직공정성 각각 19문항, 조직시민행동 20문항으로 총 7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3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의 측정은 Price와 Mueller(1986)가 개발한 6문항 척도로 최정과 하

나선(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5점

‘매우 그렇다’ 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측정 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분배 공정성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최정, 하나선, 2007)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91, Price 와

Muller(198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 이었다.

(2) 절차공정성

절차 공정성은 Mooreman(1991)이 개발한 도구로 최정과 하나선(2007)이 수정,

보완한 7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5점 ‘매우 그렇다’

부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7~35점이고 점

수가 높을수록 절차 공정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최정,

하나선, 2007)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Moorman(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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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 이었다.

(3) 상호작용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측정은 Moorman, Niehoff(1993)이 개발한 조직공정성 측정

도구를 최정과 하나선(2007)이 수정, 보완한 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 공정성의 지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최정, 하나선, 2007)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Moorman(199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93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91 이었다.

2)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은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

다.

(1) 자부심

자부심은 Blader &Tyler(2009)의 자부심 측정 도구를 김재현(2010)이 번안한 5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5점~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부심이 높

음을 의미하고 선행연구(김재현, 2010)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1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 이었다.

(2) 존중감

존중감은 Blader & Tyler(2009)의 존중감 측정 도구를 김재현(2010)이 번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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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항목을 이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

렇다’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존중

감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김재현, 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88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3) 동일시

동일시는 Meal & Ashforth(1992)의 도구를 김재현(2010)이 수정·번안한 것으

로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

는 매우 그렇다’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과 자

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선행연구(김재현, 2010)의 연구에서의 내적일관

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17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 행동은 Niehoff & Moorman(1993)가 개발한 척도를 장정관(2011)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직의

과업이나 문제에 직면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

하는 이타주의(Altruism),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참여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

는 당사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

는 행동을 의미(Organ, 1998)하는 예의바름(Courtesy),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나 조직 내의 환경이 구성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평불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려는 행

동을 의미(이정훈, 2011)하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

구되는 최소수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강민정, 2008)을 말하는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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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ness), 조직 내 활동에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함을 의미하는 시민정신(Civil virtue) 각각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5~75점이다. 장정관(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

며, 연구자가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간호부서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

용을 설명하고 연구진행 동의를 얻었다. 각 부서별 남자간호사의 배치 현황을 파

악하여 남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찾아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및 보상에 대해 설

명하고 수집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하였다.

또, 설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설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면 본

연구자가 설명을 하는 방식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응답 완료 후 밀봉할

봉투와 소정의 답례품(1000원 상당)을 미리 함께 제공하였으며, 자료의 수거는 대

상자가 속한 부서에 간호사실에 연구자가 방문 혹은 간호부에서 취합하여 수거하

는 형식을 취하였다.

총 190부를 배포하고 17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0.7%였고, 이중 일부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어 최종적으로 총 169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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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할 것이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

은 S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4) 공정성과 사회정체성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5) 공정성,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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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서울, 경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총 169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및 종교, 교육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9.10±3.56세로

최소 23세에서 최고 45세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볼 때 26세~30세가 93명(55.0%)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133명(78.7%)으로 기

혼자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종교적 특성으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79명 (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4년제

졸업이 114명(67.5%), 전문대 졸업이 41명(24.3%), 대학원 이상 재학이 14명(8.3%)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임상실무경력은 평균 41.55±37.62개월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15개월이었으

며, 1~3년 미만인 대상자가 4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현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도 평균 36.41±34.59개월로 1~3년 미만이 54명(32.0%)로 가장 많았다. 현부서의 평

균 근무경력 또한 31.91±31.79개월로 1년 미만과 1~3년 미만이 각 54명(32.0%)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는 500명상 이상에서 근무하는 대상

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였다. 근무부서는 마취/회복/수술실 52명

(30.8%), 중환자실 42명(24.9), 응급실 36명(21.3%), 병동 22명(13.0%), 기타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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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5세 이하 20 11.8

26~30세 93 55.0

31~35세 50 29.6

36세 이상 6 3.6

결혼상태
미혼 133 78.7

기혼 36 21.3

종교 기독교 48 28.4

천주교 24 14.2

불교 14 8.3

없음 79 46.7

기타 4 2.4

교육수준 전문대 졸 41 24.3

대학교 졸 114 67.5

대학원 재학 이상 14 8.3

혹은 검사실 17명(10.1%) 순이었다. 소속부서는 간호부서 소속이 159명(94.1%), 기

타 진료과 혹은 간호부서에서 파견된 경우로 간호부서 소속이 아닌 경우가 10명

(5.9%)이었다. 부서이동횟수는 없음 131명(77.5%)이었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137명(81.1%)이었다.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7명(92.9%), 부서에서의 명칭은 간

호사 150명(88.8%), 기타 PA, SA,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명칭

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는 19명(11.2%)를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165

명(97.6%)으로 거의 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평균 급여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

만 83명(49.1%), 300만원 이상 60명(35.5%), 250만원 미만 26명(15.4%) 순 이었다.

이직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136명(80.5%), 이직의도는 없는 대상자가 107명(63.3%)

으로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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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 39 23.1

1~3년 미만 48 28.4

3~5년 미만 43 25.4

5년 이상 39 23.1

현 병원 근무경력

1년 미만 46 27.2

1~3년 미만 54 32.0

3~5년 미만 37 21.9

5년 이상 32 18.9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 54 32.0

1~3년 미만 54 32.0

3~5년 미만 38 22.5

5년 이상 23 13.6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 10 5.9

500병상 이상 159 94.1

소속 부서

간호부서 159 94.1

기타(진료과, 간호부서에서의

파견 등)
10 5.9

근무부서 병동 22 13.0

응급실 36 21.3

중환자실 42 24.9

마취/회복/수술실 52 30.8

기타(외래, 검사실 등) 17 10.1

부서이동 횟수
없음 131 77.5

있음 38 22.5

근무형태

고정근무 32 18.9

교대근무 137 81.1

현 직위
일반간호사 157 92.9

책임간호사 이상 12 7.1

<표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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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부서에서의 명칭

간호사 150 88.8

기타(PA, SA, NP, 코디네이터,

전담간호사 등)
19 11.2

고용형태

정규직 165 97.6

계약직 4 2.4

평균 급여

250만원 미만 26 15.4

250~300만원 미만 83 49.1

300만원 이상 60 35.5

이직경험 유무
있음 33 19.5

없음 136 80.5

이직의도 유무
있음 62 36.7

없음 107 63.3

<표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계속) (N=169)



- 24 -

변수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조직공정성 3.15±0.67

분배공정성 3.00±0.85

절차공정성 2.96±0.78

상호작용공정성 3.50±0.77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1)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직공정성은 평균 3.15±0.67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는

상호작용공정성 3.50±0.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분배공정성은 3.00±0.85점, 절차공정

성 2.96±0.78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N=169)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문항별 평균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배공정성에서는 “우리 간호부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고려할 때 나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받는다.”가 3.11±0.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가 업무에

서 받은 스트레스나 긴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간호부서에서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해준다.”가 2.67±1.0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절차공정성에서는 “결정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경우, 필요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

다.”가 3.15±0.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가

2.78±1.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상호작용공정성에서는 “나의 상사는 나를 존중해주

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가 3.80±0.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의 상사는 자신의 개

인적인 편견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3.29±0.96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

는 조직공정성의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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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분배공정성
1. 우리 간호부서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고려할 때

나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받는다.
3.11±0.99

2. 우리 간호부서는 내가 맡은 업무의 양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해준다.
3.01±0.95

3. 내가 쌓아온 경험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간호

부서에서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해준

다.

3.07±0.95

4. 내가 업무에 기울인 노력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우

리 간호부서에서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

을 해준다.

3.07±0.93

5.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간호

부서에서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해준

다.

3.06±0.94

6. 내가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긴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간호부서에서는 공정한 보상(승진, 임금,

고과)을 해준다.

2.67±1.03

절차공정성
7.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다.
2.98±0.93

8.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78±1.06

9. 공표된 결정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2.98±0.85

10.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연령, 성별, 학연 등에 관계

없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표

준이 마련되어 있다.

2.83±0.97

11. 결정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

려한다.
3.05±0.95

12.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있다.
2.94±0.99

13. 결정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경우, 필요한 설

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15±0.94

상호작용

공정성
14. 나의 상사는 나의 관점을 배려한다. 3.36±0.95

15. 나의 상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29±0.96

<표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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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16.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3.40±0.90

17. 나의 상사는 나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준

다.
3.80±0.85

18. 나의 상사는 부서원으로서 나의 권리에 대해 관심

을 보인다.
3.56±0.97

19. 나의 상사는 나에게 결정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알

려준다.
3.57±0.92

<표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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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사회정체성 자부심 3.40±0.90

존중감 3.25±0.73

동일시 3.33±0.87

2) 대상자의 사회정체성

대상자의 사회정체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정체성의 하위요인별로는 자부심이 3.40±0.90점, 동일시 3.33±0.87점, 존중감

이 3.25±0.73점 순이었다.

<표 5> 대상자의 사회정체성 (N=169)

사회정체성의 문항별 평균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부심에서는 “우리 간호부서는 간호 분야에서 최고에 속한다.”가 3.55±1.08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 간호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한다.”

가 3.14±1.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존중감에서는 “내가 속한 간호부서나 상사는 나

의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가 3.47±0.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의 업무를 나보

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가 2.81±1.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동일시

는 “누군가 우리 간호부서를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다.”가 3.89±0.91점으로 가장 높

았고, “항상 “우리 간호부서” 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가 3.07±1.16점으로 가장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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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자부심 1. 우리 간호부서는 간호 분야에서 최고에 속한다. 3.55±1.08

2. 우리 간호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부러

워한다.
3.14±1.23

3. 우리 간호부서는 간호분야에서 이름이 잘 알려져 있

다.
3.43±1.10

4. 나는 우리 간호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

게 이야기한다.
3.51±1.10

5. 우리 간호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나를 잘 나타낸다. 3.36±1.00

존중감
6. 내가하는 업무는 간호부서나 상사로부터 존중을 받는

다.
3.37±0.90

7. 업무와 관련된 나의 생각은 간호부서나 상사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3.34±0.90

8. 내가 속한 간호부서나 상사는 나의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47±0.89

9. 우리 간호부서나 상사는 내 업무의 병원에 대한 기여

를 인정해준다
3.25±0.91

10. 우리 간호부서나 상사는 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생각해준다.
3.28±0.85

11. 나의 업무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2.81±1.13

동일시
12. 누군가 우리 간호부서를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다.
3.33±1.10

13.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간호부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관심이 많다.
3.28±1.03

14. 누군가 우리 간호부서를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다. 3.89±0.91

15. 항상 “우리 간호부서” 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 3.07±1.16

16. 우리 간호부서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3.20±1.06

17. 우리 간호부서에서 일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3.43±0.96

18. 나는 우리 간호부서와 일체감을 느낀다. 3.15±1.06

19. 내 자신이 간호부서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느껴진다. 3.31±1.05

<표 6> 대상자 사회정체성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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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최소값은 2.50점, 최대값은 4.85점이었으며, 평균

3.81±0.44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을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나는 동료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가 4.12±0.67점으로 가장 높

았고, “나는 간호부서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불평을 자주하는 편이다.”가 3.35±0.98

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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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업무량이 많은 동료의 일을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다. 4.02±0.72

2. 나는 결근한 동료의 업무를 잘 도와주는 편이다. 3.80±0.77

3.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기

꺼이 나의 시간을 할애한다.
3.84±0.71

4. 나는 내 업무가 아니라도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도

움을 주는 편이다.
3.80±0.80

5. 나는 나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과 상

의한다.
3.88±0.72

6.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04±0.68

7. 나는 동료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12±0.67

8. 나는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상사에게 알린다. 3.93±0.79

9. 나는 간호부서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 불평을 자주하는 편이다.* 3.35±0.98

10. 나는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든다.* 3.86±0.96

11. 나는 주변사람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자주 말한다.* 3.73±1.13

12. 나는 우리 간호부서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57±0.98

13. 나는 시간을 잘 지킨다. 3.99±0.79

14. 나는 점심 혹은 휴식시간을 오래 갖지 않는다. 4.05±0.92

15. 나는 정해진 시간 이외의 휴식시간을 갖지 않는다. 4.00±0.88

16. 나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아도 간호부서의 규칙, 규정, 절

차를 잘 지킨다.
3.83±0.68

17. 나는 간호부서의 변화에 발맞추려고 노력한다. 3.78±0.74

18. 나는 간호부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는 가능한 참석하

려고 노력한다.
3.56±0.89

19. 나는 간호부서와 관련된 모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한다. 3.47±0.91

20. 나는 우리 간호부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 3.46±0.82

<표 7> 대상자 조직시민행동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69)

* 역환산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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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

직시민행동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부록 1>과 같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총 임상실무 경력, 현 병원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소속부서, 평균급여,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실무 경력에서는 1년 미만 3.54±0.61점, 1~3년 미만 3.13±0.66점, 3~5년

미만 3.04±0.65점, 5년 이상 2.91±0.64점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94, p=.011). 현 병원 근무경력은 1년 미만 3.55±0.57

점, 1~3년 미만 3.10±0.65점, 3~5년 미만 2.93±0.65점, 5년 이상 2.92±0.67점으로 차

이를 보였고,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12, p=.006). 현 부서 근무경

력에서도 1년 미만 3.46±0.64점, 1~3년 미만 3.11±0.59점, 3~5년 미만 2.89±0.63점,

5년 이상 2.93±0.74점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며, 앞선 경력에서의 결과와 같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12, p=.006). 소속부서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차이는 간호부서에 소속 3.18±0.67점, 진료과 혹은 간호부서에서의 파견 등 기타

간호부서 이외의 소속 2.71±0.71점으로 간호부서에 소속된 경우 조직공정성을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73, p=.031). 평균급여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지

각은 250만원 미만 3.44±0.74점, 250~300만원 미만 3.15±0.64점, 300만원 이상

3.03±0.66점으로 급여가 적을수록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32, p=.035). 이직 의도 유무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경우 있음 2.89±0.62점, 없

음 3.30±0.66점으로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조직공정성 지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84, p=.000).

조직공정성의 하위 영역인 분배공정성은 연령,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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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서는 20-29세가 3.13±0.82점, 30세 이상이 2.79±0.87점으로 높은 연령군

이 분배공정성을 낮게 인식했고(t=2.514, p=.013), 즉 연령이 높을수록 분배공정성

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r=-.212, p=.006). 총 임상실무 경력에서 1년 미만

3.50±0.79점, 1년~3년 미만 3.01±0.76점, 3~5년 미만 2.81±0.80점, 5년 이상

2.68±0.88점으로 집단 별로 차이가 있었다(F=7.889, p=.000). 현 병원 근무경력은 1

년 미만 3.50±0.74점, 1~3년 미만 2.91±0.76점, 3~5년 미만 2.73±0.81, 5년 이상

2.71±0.93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고(F=9.148, p=.000), 현 부서의 근무경력

또한 1년 미만 3.39±0.79점, 1년~3년 미만 2.91±0.68, 5년 이상 2.80±1.05, 3~5년 미

만 2.73±0.84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82, p=.001). 이직

의도는 있음 2.65±0.78점, 없음 3.20±0.83점으로 이직의도가 없을수록 분배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295, p=.000).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인 절차공정성은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평균급여, 이직의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총 임상실무경력에서는 1년 미만 3.27±0.74점, 1~3년 미만 2.96±0.82점, 3~5년

미만 2.87±0.84점, 5년 이상 2.68±0.88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F=3.433, p=.018). 현 병원근무경력에서도 1년 미만 3.29±0.70점, 1~3년 미만

2.95±0.81점, 5년 이상 2.78±0.69점, 3~5년 미만 2.87±0.69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4.792, p=.003). 현 부서경력도 1년 미만 3.23±0.72점,

1~3년 미만 2.98±0.79점, 5년 이상 2.82±0.79점, 3~5년 미만 2.71±0.83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F=3.910, p=.010). 평균급여는 250만원 미만 3.29±0.83점,

250~300만원 미만 2.97±0.77점, 300만원 이상 2.80±0.75점으로 급여가 높은 군일수

록 절차공정성을 낮게 지각하였다(F=3.606, p=.029). 이직의도 있음 2.74±0.72점, 없

음 3.09±0.79점으로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절차공정성을 낮

게 인식하고 있었다(t=-2.819, p=.005).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인 상호작용공정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총 임상

실무경력, 현 병원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에 대해서 유의하였다.

총 임상실무경력에서는 1년 미만 3.84±0.66점, 1~3년 미만 3.44±0.84점, 3~5년

미만 3.43±0.72점, 5년 이상 3.30±0.74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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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F=3.872, p=.010). 현 병원근무경력에서도 1년 미만 3.86±0.62점, 1~3년 미만

3.43±0.82점, 3~5년 미만 3.33±0.73점, 5년 이상 3.28±0.77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5.222, p=.002). 현 부서경력도 1년 미만 3.76±0.76점,

1~3년 미만 3.42±0.71점, 3~5년 미만 3.33±0.70점, 5년 이상 3.28±0.84점으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F=3.782, p=.012). 이직의도 있음 3.29±0.82점, 없음 3.62±0.71

점으로 이직의도가 없는 대상자가 상호작용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2.748, p=.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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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조직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0-29세 104 3.23±.69 1.876

(.062)30세 이상 65 3.03±.64

결혼상태 미혼 133 3.20±.64 1679

기혼 36 2.98±.77 (.095)

종교 있음 90 3.20±.71 .937

없음 79 3.10±.63 (.350)

최종학력 전문대 졸a 41 3.15±.64 .348

(.706)
대학교 졸b 114 3.17±.69

대학원 재학 이상c 14 3.01±.71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a 39 3.54±.61 7.131

(.000)

a>b,c,d

1~3년 미만b 48 3.13±.66

3~5년 미만c 43 3.04±.65

5년 이상d 39 2.91±.64

현 병원 근무경력 1년 미만a 46 3.55±.57 9.218

(.000)

a>b,c,d

1~3년 미만b 54 3.10±.65

3~5년 미만c 37 2.93±.65

5년 이상d 32 2.92±.67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a 54 3.46±.64 7.540

(.000)

a>b>d>c

1~3년 미만b 54 3.11±.59

3~5년 미만c 38 2.89±.63

5년 이상d 23 2.93±.74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 10 3.20±.43 .224

(.823)
500병상 이상 159 3.15±.69

소속부서 간호부서 159 3.18±.67
2.173

(.031)기타(진료과, 간호부서

에서 파견 등)
10 2.71±.71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차이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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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조직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부서 병동 22 3.34±0.69

.601

(.662)

응급실 36 3.06±0.63

중환자실 42 3.14±0.68

마취/회복실/수술실 52 3.14±0.71

기타(외래, 검사실 등) 17 3.16±0.68

부서이동 횟수 없음 131 3.19±0.68 1.437

(.153)있음 38 3.01±0.64

근무형태 고정근무 32 3.05±0.72 -.947

(.348)교대근무 137 3.17±0.67

현 직위 일반간호사 157 3.14±0.68 -.578

(.564)책임간호사 이상 12 3.26±0.56

부서에서의 명칭 간호사 150 3.18±0.68
1.416

(.159)
기타(PA, SA, NP, 코디네

이터, 전담간호사 등)
19 2.95±0.64

고용형태 정규직 165 3.14±0.68 -1.668

(.097)
계약직 4 3.70±0.22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 26 3.44±0.74 3.432

(.035)

a>c

250~300만원 미만b 83 3.15±0.64

300만원 이상c 60 3.03±0.66

이직경험 유무 있음 33 3.10±0.54 -.519

(.605)
없음 136 3.16±0.70

이직의도 유무 있음 62 2.89±0.62 -3.984

(.000)
없음 107 3.30±0.66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의 차이(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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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직무관련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표 9>와 같다.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인 자부심은 연령, 총 임상실무 경력, 현 병원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근무 병원의 규모, 이직의도 유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29세 3.53±.92점, 30세 이상 3.18±.83점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t=2.505, p=.013). 총 임상실무 경력에

서 1년 미만 3.83±.90점, 1~3년 미만 3.34±.88, 3~5년 미만 3.34±.81점, 5년 이상

3.10±.90점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F=4.756, p=.003), 자부심과 총 임상실무경

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163, p=.034). 현 병원 근무경력은 1년 미만

3.79±.86점, 1년~3년 미만 3.43±.87점, 3~5년 미만 3.13±.84점, 5년 이상 3.09±.89점

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F=5.707, p=.001), 마찬가지로 자부심과는 음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175, p=.023). 현 부서의 근무경력 또한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3.70±.88점, 1~3년 미만 3.42±.86점, 3~5년 미만 3.18±.84점, 5년 이상3.00±.92

점의 점수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F=3.627, p=.016),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214, p=.005). 이직의도의 유무에서는 있음 3.11±.85점, 없음 3.57±.89

점으로 이직의도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자부심 점수가 높았다(t=-3.293,

p=.001).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인 존중감은 현 직위와 이직의도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 3.22±.72점, 책임간호사 이상 3.69±.68점으로 직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존중감 점수가 높음을 나타냈으며(t=-2.199, p=.029),

이직의도 유무에서는 있음 3.09±.69점, 없음 3.35±.73점으로 이직의도가 없는 집단

이 존중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83, p=.024).

사회정체성의 마지막 하위영역인 동일시는 종교, 소속부서, 현 직위, 고용형태,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는 있음 3.46±.88점, 없음 3.19±.83점으로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동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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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으며(t=2.025, p=.044), 소속부서에 따른 동일시의 차이는 간호부서에 소속

3.37±.86점, 진료과 혹은 간호부서에서의 파견 등 기타 간호부서 이외의 소속

2.75±.77점으로 간호부서에 소속된 경우 동일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2,

p=.028). 현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 3.30±.86점, 책임간호사 이상 3.84±.77점으로 직

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동일시가 높았다(t=-2.133, p=.034). 고용형태는 정규직

3.31±.86점, 계약직 4.19±.78점으로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높은 동일시 점수를 보

였으며(t=-2.009, p=.046),이직의도 유무에서는 있음 3.03±.87점, 없음 3.51±.82점으

로 이직의도가 없는 집단이 동일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16,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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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0-29세 104 3.53±.92 2.505

(.013)

3.23±.75 -.534

(.594)

3.37±.91 .588

(.557)30세 이상 65 3.18±.83 3.29±.70 3.28±.79

결혼상태 미혼 133 3.46±.88 1.831

(.069)

3.23±.74 -.949

(.344)

3.34±.87 .278

(.782)기혼 36 3.16±.96 3.36±.66 3.30±.85

종교 있음 90 3.40±.97 .002

(.998)

3.30±.70 1.046

(.297)

3.46±.88 2.025

(.044)없음 79 3.40±.81 3.19±.76 3.19±.83

최종학력 전문대 졸a 41 3.34±.95 .290

(.749)

3.16±.65 .915

(.403)

3.26±.73 .239

(.788)
대학교 졸b 114 3.43±.88 3.26±.74 3.37±.91

대학원 재학 이상c 14 3.29±.93 3.46±.81 3.29±.95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a 39 3.83±.90 4.756

(.003)

a>d

3.24±.82
.007

(.999)

3.55±.73
1.101

(.350)

1~3년 미만b 48 3.34±.88 3.25±.73 3.27±.93

3~5년 미만c 43 3.34±.81 3.26±.67 3.25±.95

5년 이상d 39 3.10±.90 3.27±.70 3.28±.81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하위 영역별 차이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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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현 병원 근무경력 1년 미만a 46 3.79±.86 5.707

(.001)

a>c, d

3.35±.84

.355

(.786)

3.62±.75

2.386

(.071)

1~3년 미만b 54 3.43±.87 3.22±.66 3.22±.91

3~5년 미만c 37 3.13±.84 3.20±.67 3.19±.90

5년 이상d 32 3.09±.89 3.23±.73 3.27±.87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a 54 3.70±.88 4.689

(.004)

a>c, d

3.34±.79
.435

(.728)

3.54±.80
1.708

(.167)

1~3년 미만b 54 3.42±.86 3.23±.67 3.27±.91

3~5년 미만c 38 3.18±.84 3.17±.69 3.16±.86

5년 이상d 23 3.00±.92 3.27±.80 3.27±.90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 10 2.70±.67 -2.568

(.011)

3.22±.78 -.169

(.866)

2.94±.61 -1.497

(.136)500병상 이상 159 3.44±.90 3.26±.73 3.36±.88

근무부서 병동 22 3.42±.95

.223

(.925)

3.21±.89

.696

(.596)

3.62±.88

.769

(.547)

응급실 36 3.27±.97 3.26±.56 3.33±.69

중환자실 42 3.45±.94 3.32±.78 3.32±.97

마취/회복/수술실 52 3.43±.86 3.14±.74 3.24±.83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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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부서이동 횟수 없음 131 3.43±.93
.882

(.962)

3.26±.76
.043

(.966)

3.33±.87
-.116

(.908)1회 38 3.28±.79 3.25±.61 3.35±.85

근무형태 고정근무 32 3.34±..85 -.375

(.708)

3.35±.67 .816

(.416)

3.07±.81 -1.899

(.059)교대근무 137 3.41±..91 3.23±.74 3.40±.87

현 직위 일반간호사 157 3.38±.90 -.740

(.460)

3.22±.72 -.2199

(.029)

3.30±.86 -2.133

(.034)책임간호사 이상 12 3.58±.87 3.69±.68 3.84±.77

부서에서의 명칭 간호사 150 3.44±.91

1.729

(.086)

3.23±.74

-1.060

(.290)

3.36±.86

1.118

(.265)

기타(PA, SA, NP,

코디네이터, 전담간

호사 등)

19 3.06±.73 3.42±.56 3.13±.95

고용형태 정규직 165 3.38±.90 -1.358

(.176)

3.25±.73 -.566

(.572)

3.31±.86 -2.009

(.046)계약직 4 4.00±.91 3.46±.76 4.19±.78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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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 26 3.42±.96 .081

(.922)

3.28±.81 .578

(.562)

3.51±.91 1.033

(.358)
250~300만원 미만 83 3.42±.88 3.19±.68 3.25±.81

300만원 이상 60 3.36±.91 3.33±.76 3.38±.92

이직경험 유무 있음 33 3.25±.77 -1.061

(.290)

3.31±.69 .471

(.638)

3.34±.77 .076

(.939)없음 136 3.43±.93 3.24±.74 3.33±.89

이직의도 유무 있음 62 3.11±.85 -3.293

(.001)

3.09±.69 -2.283

(.024)

3.03±.87 -3.616

(.000)없음 107 3.57±.89 3.35±.73 3.51±.82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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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 10>과 같다.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근무병원의 규모와 현 직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500병상 미만 3.46±0.47점, 500병상 이상 3.82±0.42점으로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조직시민행동 점수를 보였다(t=-2.670,

p=.008). 또한 현 직위에서도 일반간호사 3.78±0.43점, 책임간호사 이상 4.10±0.39점

으로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집단에서 조직시민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01, p=.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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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조직시민행동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0-29세 104 3.83±.45 .893

(.373)30세 이상 65 3.76±.41

결혼상태 미혼 133 3.78±.43 -1.191

(.235)기혼 36 3.88±.45

종교 있음 90 3.83±.46 .920

(.359)없음 79 3.77±.41

최종학력 전문대 졸a 41 3.77±.37 .547

(.580)대학교 졸b 114 2.80±.46

대학원 재학 이상c 14 3.91±.36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a 39 3.91±.41

1.165

(.325)

1~3년 미만b 48 3.74±.45

3~5년 미만c 43 3.80±.47

5년 이상d 39 3.78±.39

현 병원 근무경력 1년 미만a 46 3.91±.40
1.525

(.210)

1~3년 미만b 54 3.75±.43

3~5년 미만c 37 2.74±.49

5년 이상d 32 3.82±.41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a 54 3.90±.40
1.647

(.180)

1~3년 미만b 54 3.74±.43

3~5년 미만c 38 3.75±.48

5년 이상d 23 3.83±.42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 10 3.46±.47 -2.670

(.008)500병상 이상 159 3.83±.42

소속부서 간호부서 159 3.81±.44
.262

(.794)
기타(진료과, 간호부서

에서 파견 등)
10 3.77±.31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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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조직시민행동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근무부서 병동 22 3.84±0.38

1.098

(.359)

응급실 36 3.67±0.43

중환자실 42 3.84±0.46

마취/회복실/수술실 52 3.83±0.44

기타 (외래, 검사실 등) 17 3.86±0.43

부서이동 횟수 없음 131 3.81±0.44 .207

(.836)있음 38 3.80±0.42

근무형태 고정근무 32 3.79±0.39 -.252

(.801)교대근무 137 3.81±0.45

현 직위 일반간호사 157 3.78±0.43 -2.401

(.017)책임간호사 이상 12 4.09±0.39

부서에서의 명칭 간호사 150 3.81±0.44
.332

(.740)
기타(PA, SA, NP, 코디

네이터, 전담간호사 등)
19 3.77±0.36

고용형태 정규직 165 3.80±0.43 -.848

(.398)계약직 4 3.99±0.54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 26 3.76±0.51 .509

(.602)
250~300만원 미만b 83 3.79±0.41

300만원 이상c 60 3.85±0.44

이직경험 유무 있음 33 3.74±0.40 -.988

(.324)없음 136 3.82±0.44

이직의도 유무 있음 62 3.67±0.42 -3.227

(.002)
없음 107 3.89±0.43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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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11>과 같다.

조직공정성은 사회정체성의 하위개념인 자부심,(r=.645, p=.000), 존중감(r=.569,

p=.000), 동일시(r=.630, p=.000), 조직시민행동(r=.47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자부심(r=.554, p=.000), 존중감(r=.499, p=.000), 동일시(r=.520,

p=.000)는 조직시민행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조직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정체성이 높고,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하며,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 하위영역과 사회정체성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배공정성이

자부심(r=.531, p=.000), 동일시(r=.481, p=.000), 존중감(r=.385, p=.000) 순으로, 절차

공정성이 자부심(r=.540, p=.000), 동일시(r=.535, p=.000), 존중감(r=.508, p=.000) 순

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이 동일시(r=.581, p=.000), 자부심(r=.558, p=.000), 존중감

(r=.552, p=.000)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상호작용공정성(r=.488,

p=.000), 분배공정성(r=.381, p=.000), 절차공정성(r=.327, p=.000)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과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에서는 자부심(r=.554,

p=.000), 동일시(r=.520, p=.000), 존중감(r=.499, p=.000)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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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전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조직공정성

분배공정성 .835(.000)

절차공정성 .846(.000) .538(.000)

상호작용 공정성 .843(.000) .540(.000) .609(.000)

사회정체성

자부심 .645(.000) .531(.000) .540(.000) .558(.000)

존중감 .569(.000) .385(.000) .508(.000) .552(.000) .617(.000)

동일시 .630(.000) .481(.000) .535(.000) .581(.000) .613(.000) .607(.000)

조직시민행동 .472(.000) .381(.000) .327(.000) .488(.000) .554(.000) .499(.000) .520(.000)

<표 11>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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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현 근무경력과 현 부서경력이 상

관관계가 높고(r=.864, p<.001), 분산팽창지수가 각각 10.388과 13.723으로 분산팽창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공선성을 낮추기 위해 회귀분석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두 독립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연령(ß=-.195, p=.011), 근무 병원의 규모(ß=.310, p=.023), 현 직위

(ß=.380, p=.005), 이직의도 유무(ß=.202, p=.003)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2.7%이었

다. 모형 2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독립변수인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을 추

가로 투입한 결과, 근무 병원의 규모(ß=.303, p=.014), 현 직위(ß=276, p=.022), 상호

작용공정성(ß=.201, p=.000)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8%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 3에서 모형 2에 독립변수인 사회정체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공정성(ß=.180, p=.001)과 자부심(ß=.112, p=.017)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0.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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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1

ß(p)

모형 2

ß(p)

모형 3

ß(p)

일반적

특성
연령

20-29세(준거집단)

30세 이상 -.195(.011) -.125(.073) -.087(.187)

결혼상태
미혼(준거집단)

기혼 .097(.257) .134(.082) .125(.087)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준거집단)

500병상 이상 .310(.023) .303(.014) .182(.129)

현 직위

일반간호사(준거집단)

책 임 간 호 사

이상
.380(.005) .276(.022) .193(.086)

이직의도

유무

있음 (준거집단)

없음 .202(.003) .087(.169) .055(.354)

근무부서
병동(준거집단)

응급실 -.095(.407) -.042(.680) -.082(.386)

중환자실 .054(.625) .103(.294) .067(.462)

마취/회복/수

술실
.078(.472) .108(.264) .083(.350)

기타(외래,

검사실 등)
.101(.531) .118(.414) .058(.616)

조직

공정성

분배공정성 .074(.092) .028(.511)

절차공정성 .008(.874) -.069(.142)

상호작용

공정성
.201(.000) .106(.033)

사회

정체성

자부심 .112(.017)

존중감 .097(.075)

동일시 .084(.065)

F(p) 3.444(.000) 6.760(.000) 8.228(.000)

R² .179 .362 .464

Adjusted R² .127 .308 .408

<표 12>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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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10개의 종합병원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

정성과 사회정체성의 수준을 조사하고, 남자간호사가 지각한 조직공정성과 사회정

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병원 내에서 한정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의 인력배치 문제를 해

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간호계에서의 남자간호사의 입

지에 대한 전문적 발전에 바탕이 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조직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염영희(2010)의 2.72점, 박경미(2011)의 연구에서 평균 2.85점, 박선주

(2013)의 2.85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였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을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의 수가 5% 미만을 차지하는 것 이외의

상이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자간호사와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병원 내에서

의 조직공정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국내에서 남자간호사와 여자간호사를

비교한 조직공정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없어 해석에 한계가 있겠지만, 남녀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등 4

가지 하위영역에서 남자간호사가 여자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Stott, 2004) 시간적 압박이나 업무량증가, 과도한 직무부담과 관련된 직무요구, 조직

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적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조직

체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병헌, 2014). 안관영

(2013)의 연구에서도 조직공정성의 인지와 직무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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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직공정성 인식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정

리하자면, 남자간호사는 상대적으로 강인한 체력으로 여자간호사에 비해 낮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조직공정성 인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높은 강

도의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여자간호사보다 높은 조직공정성 인지를 나타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상호작용공정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

고, 분배공정성이 3.00점, 절차공정성이 2.9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영희(2010)의 연

구에서 상호작용공정성 3.07점, 절차공정성 2.55점, 분배공정성 2.54점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부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박경미(2011)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 3.31

점, 분배공정성 2.65점, 절차공정성 2.59점, 박선주(2013)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공정

성 3.23점, 분배공정성 2.70점, 절차공정성 2.69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순서의 연구결

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데에는 의료기관에서 상사가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일

방적 소통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

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배공정성이 타 연구에 비해서도 높게

인식된 것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500병상 이상의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

에 근무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복리후생과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 자기

계발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기회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절차공정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을 때, 아직 간호조직에 있어서 절차공정성의 확립과 구성원 개인의 의견이 반

영되는 절차에 대한 마련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조직공정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직공정성은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소속부서, 평균급여, 이직의도 유

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임상실무 경력과 현 병원 근

무경력 및 현 부서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조직공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김명숙(2007)의 연구에서 근무기간이 6년 미만인 군에서는 경

력이 오래될수록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6년 이상인 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조

직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박경미(2011)과 박선주(201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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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무 경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가장 근무 경력이

짧은 집단에서 높은 조직공정성을 보이고 그 점수는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하락하다

마지막 가장 근무경력이 긴 집단에서는 조직공정성을 타 집단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집단의 분포에 있어 남자간호사의 평균 근

무경력의 분포가 5년 미만에 80%이상 치중되어있는 반면 앞서 비교한 연구에서는 5

년 이하의 근무 경력자가 40%도 채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소속부서가 간호부서이고, 평균급여가 적을수록, 이직의도가 없을수록 조직공정

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부서 이외에 코디네이터, PA, NP 등

의 역할로 타부서에 소속된 경우 간호사로서의 대우를 공정하게 받고 있지 못하며,

평균 급여가 적을수록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지한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병원이 연공

제로 초반 급여는 높으나 점점 경력이 쌓일수록 그에 맞는 물질적 대우에 만족하지

못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 결과는 박선주(2013)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로, 그 연구

에서는 300만원까지는 집단에서 조직공정성을 낮게 인지하였으나,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군에서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군에서도 여전히 조직공정성 지

각이 낮음과 반대되는 결과로 남성이라는 특성을 보았을 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

는 가장의 역할 가중으로 그 부담이 조직공정성 지각에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이직의도가 없을수록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지한 것은 반대로 조직공정성을 높게 인

지하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고 싶은 의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인 분배공정성은 연령,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명숙(2007)

의 연구에서 20-29세의 연령군이 40-49세의 연령군보다 분배공정성을 낮게 인식하

고, 근무 경력이 1-6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6년 이상의 간호사가 분배공정성을 높게

인식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직의도의 유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

었던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내에서의 보상이 연령에 따른 근무경력과 비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한 간호집단

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공정성의 하위 영역인 절차공정성은 총 임상실무 경력, 현 병원근무경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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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근무경력, 평균급여,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김명숙(2007)의 연구와 임사라(2013)의 연구에서 근무경력이 긴 집단

이 근무경력이 짧은 집단에 비해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결과와 부분적으

로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박선주(2013)의 연구에서 월 평균급여와 절차공정성은 관

련이 없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조직의 연공제의 특성상 경력이

상승할수록 조직 내에서의 높은 입지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의미하고,

평균급여 또한 본인이 높은 급여를 받을수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우를 받고 있음

을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히 이러한 생각은 개인이 조직에

잔류하고 싶은 이직의도 유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직의도가 없는 집단이 절

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직공정성의 마지막 하위영역인 상호작용 공정성은 총 임상실무 경력, 현 병원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박

선주(2013)의 연구에서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1-3년 미만의 집단보다

상호작용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

며, 곧 한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에 맺게 되는 대인관계의 범위와 폭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대상자의 조직공정성 지각은 근무 경력, 이직의

도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정

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연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의 범위가 커지고, 조직 내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발언할 기회

와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질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본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많

은 기회를 갖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며, 이러

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직에 대한 의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배공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개인의 동기부여를 증진시켜야할 것이며,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조직 내에서의 발언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

지막으로 상호작용 공정성 촉진을 위해 상사와 부하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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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위기 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사회정체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자부심 3.40점, 존중감 3.25점,

동일시 3.33점으로 모두 중간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호텔 레스토랑

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현(2010)의 자부심과는 같은 점수를,

존중감 3.30점 보다 낮은 점수를, 동일시 3.46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Blader & Tyler(2009)의 국제 금융 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의 자부심 4.05점,

존중감 4.48점, 동일시 4.45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도 사회정체성 도구를 이용하여 집단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소수

로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사회정체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호텔 레스토랑과 금융 서비스 기관은 남성의 직

업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아직 간호가 남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응답자의 67.6%가 남성이었던 김재현

(2010)의 연구와 응답자의 41%가 남성이었던 Blader & Tyler(2009)의 연구를 비교

하였을 때 100%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 또한 점수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각각의 점수는 달랐지만 세 연구 모두 사회정체성의 하위

개념 중 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중감은 사회정체성의 나머지 영역

들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조직공정성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구성원의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존중감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부심이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간호라는 직업의 특성상 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직군으로 대상자의 근무기관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초대형 병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

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과와 협력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항상 환자와 보호자

를 응대하는 간호의 고유 본질이 업무에 있어 존중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존중감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의 일부로만 여겨 일관된 절차와 대우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간호사 개인의 노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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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으로서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간호단위 내에서 개인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김은실 & 이명하.

2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부심은 연령,

총 임상실무 경력, 현 병원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근무 병원의 규모, 이직의도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20세-29세 집단이 30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자부심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이 길어짐에 따라 자부심의 점수가 감소하는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

로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근무경력이 증가하고, 연령이 많아짐에도 자부

심은 크게 느끼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입사 초반에는 본인의

업무나 소속된 집단에 대해 강한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

록 처음과는 다른 현실과 상황에 낮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

영하듯 이직의도가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부심 점수를 보인 점을 미루어

보아 낮은 자부심 형성은 이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매우 낮은 수

치였으나 Blade & Tyler(2009)의 연구에서 자부심과 근무연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했을 때 나온 r=-.09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긴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도록 경력

개발 및 직무 교육 등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정체성의 하위 영역인 존중감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 직위와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

호사 군 보다 책임간호사 이상인 군에서 존중감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스스로 조직 내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지고 있음을 내포하기

도 하여 일반간호사 군에서도 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탄력적인 의사소

통 체계를 통해 하부의 의견이 상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

이다. 이직의도가 없는 집단에서는 존중감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중

감 지각의 높고 낮음이 이직의도의 유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인 동일시는 종교 유무, 소속부서, 현 직위,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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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직의도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

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동일시 점수가 높았고, 이는 종교의 특성상 종교를 갖는다

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그 종교에서의

신념이 개인의 신념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연습된 동일시 과정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소속부서가 간호부서가 아닌 부서에 속한 집단이 간호부서에 속한

집단보다 현저히 낮은 동일시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하는 업무의 만족도와는 달리

간호사로서 간호부서에 소속되지 않으면 아무리 간호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간호집단

과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위가 높

을수록 동일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직위가 올라 갈수록 조직에 대한 애착과 일

체감이 증가하고, 이직의도 또한 조직과의 일체감을 높게 인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직의도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계약직에서 정규직보다 더 높은 동일시

점수를 나타낸 것은 정규직만큼의 책임이 부가되지 않는 군에서 낮은 부담감을 가지

고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시는 높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는 오직 4

명의 적은 대상자의 점수로 개인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3.81점으로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송보라(2013)의

연구에서 평균 3.66점, 윤병선(2013)의 연구에서 평균 3.59점, 김지미(2012)의 연구에

서 3.41점보다도 높은 점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는 각기 차이가 있었으나 조직시민

행동의 평균점수가 표준편차 범위 내에 분포하여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여성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는 남자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직시민행동

은 근무병원의 규모, 현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 병원의 규모가 클

수록, 현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명숙(2007)의 연구에서 일반간호사 군보다 간호부장 군에서

높은 조직시민행동 점수를 보인 것과 한수정(2012)의 연구에서 일반간호사 군보다

책임간호사 군에서 높은 조직시민행동을 점수를 보인 것, 임경민(2013)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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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에 따라 3군으로 나누었을 때 직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점수가 증가하는

것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근무병원의 규모와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총 근무경력이 많아지면 따라서 직

위도 올라가게 되므로 일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 조직시민행동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된다(고유경, 2006). 그 이유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익숙한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역할에 따른 자발적 책임의

식이 발생되어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주윤수,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간호사 직위에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책임간호사 이상의 집

단보다 조직시민행동이 낮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간호직 내에서는 분화되지

않은 직위체계의 분류와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등의 명칭 사용을 통해 조직구성원

의 경력에 맞는 직위를 찾아줌으로써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자발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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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

과의 관련성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조직시민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한 결과, 조직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과 조직시민행동이

높았고,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이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과 사회정체성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자부심, 동일시, 존중감 순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은 동일시, 존중감, 자

부심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호텔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재현(2010)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존중감, 동일

시, 자부심 순으로, 절차공정성은 존중감, 자부심, 동일시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다른 결과였다. 국내에서 사회정체성과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 개념을

반영한 연구가 없어 직업군별로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의 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 분

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전국

의 영리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한 김동환(2009)과 지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호(2014)의 연구에서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 분배공정

성 순으로 본 연구의 남자간호사는 조직시민행동에 있어 절차공정성 보다는 분배공

정성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보다 절차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더욱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

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정, 하나선(2007), 박월륜(2004)의 연구에서는 상호

작용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순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타 직업군과 간호직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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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으며, 타 직업군과 다르게 간호직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 다음으로 분배

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왜 간호사 직업군에서만 분

배공정성이 절차공정성보다 조직시민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직공정성의 하위 영역인 상호작용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인

자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에서 같은 개념을 도입한 연

구가 없어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김재현(2010)이 호텔레스토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시민행동의 개념 일부를 포함한 역할 외 활동과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의 관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의 하위개념 중에서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사회정체

성의 하위개념에서는 동일시와 존중감이 역할 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공정성에서는 두 연구에서 모두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정체성의 하위개념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간호

사대상 및 타 직업군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로 정확한 차이에 대한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9 -

3. 연구의 의의

1) 간호연구 측면의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원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내에서는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직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최초로 현재는 소수이지만 앞으로 수적 증가를 통

한 간호영역 전체의 발전으로 기대되는 남자간호사의 역할 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간호연구 분야에서는 시도된 적 없는 사회정체성 개념의 도입

을 통해 전문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남자간호사가 스스로 인식하는 역할의 존중감과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소수로 집단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외감의 존재유무를 파

악함으로서 단순히 남자간호사의 고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내적 요인 탐구를 위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영향요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연구결과에서는 남자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

공정성과 자부심이 유의하게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한 후속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 간호조직 및 간호실무 측면의 의의

본 연구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는 상호작용공정성

과 자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 향상을 위한 조

직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전 많은 간호사 대상 조직공정성 연

구에서 반영하지 않은 상호작용공정성이 남자간호사에게 있어서는 조직을 위해 희생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비해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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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병원 내에서

남자간호사 인력 관리를 위해 상호작용공정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사회정체성 중

에서는 자부심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간호사가 소수이

지만 본인이 맡은 업무와 조직 내에 소속됨에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

절한 대우와 평가요소 개발을 통해 자부심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남자간호사 인

력의 장기적인 활용 및 관리, 이직의도의 감소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궁

극적인 간호의 질 향상과 영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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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소재 종합병원 각 6곳과 4곳, 총 10개의 병원에

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된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

고, 총 172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 포함된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69부가 통계분

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

분배공정성은 Price와 Mueller(1986)가 개발하고 최정과 하나선(2007)이 수정·보완한

도구, 절차공정성은 Mooreman(1991)이 개발하고 최정과 하나선이 수정·보완한 도구,

상호작용공정성은 Moorman과 Niehoff(1993)이 개발한 도구를 최정과 하나선(200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체성은 하위영역인 자부심과 존중감의 경우

Blader & Tyler(2009)이 개발한 도구를 김재현(2010)이 번안한 도구, 동일시는 Meal

& Ashforth(1992)의 도구를 김재현(201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10±3.65세로 100% 남성이었고, 결혼상태는 미혼이 78.7%

를 차지하였다. 총 임상실무경력은 평균 41.55±37.62개월, 현 병원 근무경력 평균

36.41±34.59개월, 현 부서 근무경력 평균 31.91±31.79개월이었으며, 전체의 90% 이

상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대상자의

81.1%였고, 현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2.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직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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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는 전체의 19.5%였고,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36.7%로 나타

났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은 3.15±0.67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상호작용공정성

3.50±.77점, 분배공정성 3.00±.085, 절차공정성 2.96±0.78점이었다. 사회정체성 하위

영역별로는 자부심 3.40±0.90, 동일시 3.33±0.87점, 존중감 3.25±0.73점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3.81±0.44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차이는 총 임상실무경력, 현 병원 근무

경력, 현 부서 근무경력, 소속부서, 평균급여,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정체성 차이는 현 병원 근무경력, 이직의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근무 병원의 규모, 현

직위와 이직의도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 하위영역, 조직시민행동과의 상관관계

에서 조직공정성은 자부심(r=.645, p=.000), 존중감(r=.569, p=.000), 동일시(r=.630,

p=.000), 조직시민행동(r=.472, 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조직시

민행동과 사회정체성 하위영역 자부심(r=.554, p=.000), 존중감(r=.499, p=.000), 동

일시(r=.520, p=.000)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조직공정성의 하위 영역인 상호작용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의 하위 영역

인 자부심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촉

진을 위해서는 조직공정성과 사회정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으로는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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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상호존중적인 신뢰관

계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내적 요인은 사회에서 자신

의 직군과 조직을 인식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간호계 전체에서의 남자간

호사의 역할과 지위 확립을 위하여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결과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의 중소병

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인 상호작용 공정성과 사회정체성의 하위영역인 자부

심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에 있어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상호작용공정

성과 자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와 효과적인 조직적

방안 수립을 제언한다.

셋째, 조직공정성 향상과 사회정체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에서의 노력 뿐 아니

라 사회 전체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이 우선시 되므로,

간호계 전체에서의 남자간호사의 활용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남자간호사의 역할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현재 많은 수의 남자간호사들이 병원 내에서 PA, NP, SA의 역할로 간호부

소속이 아닌 의국 혹은 타부서 소속으로 대상자 접근에 제한이 있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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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대부분 간호부 소속의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

었기 때문에 남자간호사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간호부 소속이 아닌 남자간호사를 대상자로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회정체성의 개념이 미흡하여 사회정체성 개념의 확

대 도입을 통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과 함께 세 가지 하위영역을

통합한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자부심, 존중감, 동일시 점수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도구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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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0-29세 104 3.13±.82 2.514 2.99±.82 .637 3.57±.80 1.509

30세 이상 65 2.79±.87 (.013*) 2.91±.72 (.525) 3.38±.71 (.133)

결혼상태 미혼 133 3.04±.79 1.116 3.02±.77 1.811 3.53±.77 1.115

기혼 36 2.83±1.05 (.270) 2.75±.80 (.072) 3.37±.78 (.266)

종교 있음 90 3.11±.84 1.819 2.93±.81 -.417 3.55±.85 .889

없음 79 2.87±.85 (.071) 2.99±.76 (.677) 3.44±.67 (.375)

최종학력 전문대 졸a 41 2.91±.78 .733

(.482)

3.04±.81 .451

(.638)

3.49±.75 .149

(.862)
대학교 졸b 114 3.05±.89 2.95±.78 3.51±.76

대학원 재학 이상c 14 2.82±.79 2.82±.77 3.39±.93

총 임상실무 경력 1년 미만a 39 3.50±.79
7.889

(.000**)

a>b,c,d

3.27±.74
3.433

(.018*)

a>d

3.84±.66
3.872

(.010*)

a>d

1~3년 미만b 48 3.01±.76 2.96±.82 3.44±.84

3~5년 미만c 43 2.81±.80 2.87±.84 3.43±.72

5년 이상d 39 2.68±.88 2.74±.65 3.30±.74

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별 차이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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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현 병원 근무경력 1년 미만a 46 3.50±.74 9.148

(.000)

a>b,c,d

3.29±.70 4.792

(.003)

a>c,d

3.86±.62 5.222

(.002)

a>b,c,d

1~3년 미만b 54 2.91±.76 2.95±.81 3.43±.82

3~5년 미만c 37 2.73±.81 2.71±.81 3.33±.73

5년 이상d 32 2.71±.93 2.78±.69 3.28±.77

현 부서 근무경력 1년 미만a 55 3.39±.79 6.182

(.001)

a>b, c, d

3.23±.72 3.910

(.010)

a>c

3.76±.76
3.782

(.012)

1~3년 미만b 53 2.91±.68 2.98±.79 3.42±.71

3~5년 미만c 39 2.73±.84 2.71±.83 3.33±.70

5년 이상d 24 2.80±1.05 2.82±.79 3.28±.84

근무 병원의 규모 500병상 미만 10 3.22±.69 .834

(.406)

3.04±.64 .349

(.727)

3.33±.67 -.693

(.489)500병상 이상 159 2.98±.86 2.95±.79 3.51±.78

근무부서 병동 20 3.12±1.00

.810

(.521)

3.03±.76

.234

(.919)

3.77±.69

.978

(.421)

응급실 63 2.89±.86 2.87±.75 3.41±.66

중환자실 44 2.87±.80 3.00±.90 3.54±.77

마취/회복실/수술실 54 3.06±.85 2.93±.77 3.44±.83

기타(외래,검사실 등) 17 3.06±.80 3.03±.69 3.38±.88

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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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소속부서 간호부서 159 3.02±.85
1.590

(.114)

2.98±.78
1.556

(.122)

3.53±.73
1.587

(.145)
기타(진료과, 간호부서

에서 파견 등)
10 2.58±81 2.59±.71 2.95±1.14

부서이동 횟수 없음 131 3.06±.85 1.904

(.059)

3.98±.82 .804

(.423)

3.52±.74 .851

(.396)있음 38 2.77±.83 2.87±.64 3.40±.86

근무형태 고정근무 32 2.96±.84 -.291

(.771)

2.88±.80 -.633

(.528)

3.31±.90 -1.514

(.132)교대근무 137 3.00±.86 3.00±.78 3.54±.73

현 직위 일반간호사 157 3.00±.86 -.008

(.993)

2.95±.79 -.516

(.607)

3.48±.78 -.988

(.325)책임간호사 이상 12 3.00±.81 3.07±.75 3.71±.62

부서에서의 명칭 간호사 150 3.03±.86

1.323

(.188)

2.97±.79

.464

(.643)

3.53±.73

1.789

(.075)
기타(PA, SA, NP, 코디

네이터, 전담간호사 등)
19 2.75±.82 2.88±.78 3.20±.99

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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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

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고용형태 정규직 165 2.98±.86 -1.592

(.113)

2.94±.79 -1.589

(.114)

3.49±.77 -.995

(.321)계약직 4 3.67±.45 3.57±.42 3.88±.37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 26 3.35±.90
3.036

(.051)

3.29±.83
3.606

(.029)

3.69±.86 1.018

(.363)

a>c

250~300만원 미만 83 2.98±.81 2.97±.77 3.49±.75

300만원 이상 60 2.87±.87 2.80±.75 3.43±.75

이직경험 유무 있음 33 2.93±.77 -.476

(.634)

2.87±.70 -.721

(.472)

3.48±72 -.101

(.919)없음 136 3.01±.88 2.98±.81 3.50±.78

이직의도 유무 있음 61 2.65±.78 -4.295

(.000)

2.74±.72 -2.819

(.005)

3.29±.82 -2.748

(.007)없음 107 3.20±.83 3.09±.79 3.62±.71

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공정성 하위 영역별 차이 (계속) (N=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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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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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대상자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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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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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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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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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erceived by Male 

Nurses at General Hospitals. 

                                Ji, Yoonj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male 

nurse-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t hospital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pril 3, 2014 to April 30, 2014 targeting male nurses with over three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who were currently working at 10 general hospitals 
including six in Seoul and four in Gyeongi Province using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169 copies among total 17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cept three copies with non-respon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100% male) was 29.10±3.65 years old and 

single was 78.7% by marital status. The average of total period for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was 41.55±37.62 months, the average of clinical career 
for present hospital was 36.41±34.59 months, career in present unit wa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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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31.91±31.79 months, and more than 90% of the total subjects worked 
at general hospitals with over 500 beds. Shift-work pattern of the subjects 
occupied 81.1% and general-duty nurse for their present position showed 
ratio of 92.9%. The subjects who have turnover experience were 19.5% and 
those who have turnover intention showed 36.7%.   

2. The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by the subjects was 3.15±0.67 with 
sub-categories such as interactional justice(3.50±0.77), distributive 
justice(3.00±0.85), and procedural justice(2.96±0.78). The social identity, 
including pride(3.40±0.90), identification(3.33±0.87) and respect(3.25±0.73) by 
sub-categories.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e subjects was 
3.81±0.44. 

3.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rganizational justic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otal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present 
hospital career, present work unit career, work unit, average payment, and 
turnover intention. A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ocial identit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present hospital work career and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ize of work hospital, present work position, and 
turnover intention.     

4. As to the correlation among organization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erceived by the subjects, the 
organizational justic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cial identity, 
including pride(r=.645, p=.000), respect(r=.569, p=.000)and Identification(r=.630, 
p=.000),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r=.472, p=.000), and the social 
ident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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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r=.611, p=.000). 

5.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social 
identity perceived by the subj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oth 
interactional justice as a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ide as a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justic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organizational justice and social 
identity have an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male nurses 
working at hospitals. Thus,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improve 
organizational justice and social identity for promoting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interactional justic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justice, it 
will be needed to create a horizontal and open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establish trust relationship built on mutual respect and free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workers and superior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search for ways to establish the role and position of male nurses 
in nursing as a whole because the change with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pride, an internal factor, reflects the level of recognition for individual's 
occupation and organization in a society. 

Key words : Male Nurse, Organizational Justice, Social Identit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