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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논문이 무사히 완성되었습니다 . 언제나 세
심한 지도와 배려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신 이
태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김인숙 교수님 , 자신감
을 가지고 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추상희 교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

  논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간호 부장님 , 논문이 완성
되기까지 항상 논문의 진행 상황을 물어봐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박
명희 중령님 , 가장 가까이에서 논문의 세심한 부분을 지도해주신 정옥주
소령님 ,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신 김연숙 대위님 , 바쁜 선배로 인하여 더 열
심히 일하면서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준 후배 지연 , 미혜 , 현미 , 

현수 , 순향 , 진오 , 제화 , 미현 , 다희 , 윤경 , 유미 , 함께 일하면서 많이 챙겨
주지 못했지만 항상 웃음과 도움을 준 의무병들 성용 , 관 , 길재 , 재훈 , 재
곤 , 혁범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논문의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준 모든 선
․ 후배 간호장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학원을 함께 시작해서 논문으로 무사히 마칠때까지 바쁘고 힘든 와중
에도 모두 함께 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준 송재현 , 이기숙 , 이영
주 , 이정혜 , 정복의 , 최정희 , 장진영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누구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멀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신 두 부모님과 할머
니 , 미국에서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안타까워하는 자영언니 , 사진으로밖에



얼굴을 보지못한 형부 will,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
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민영언니 ,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우리집 막내 지영이 , 언제나 듬직한 모습으로 가족들
을 챙겨주는 소영언니와 형부 , 너무 잘생긴 성헌이 , 항상 바쁘게 열심히 사
는 소정언니 , 가족의 안부를 먼저 묻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소현이 , 나의 잦
은 짜증과 불평을 묵묵히 들어주고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준 사랑하는 상
현 , 나의 관심을 바라지만 주로 혼자 놀고있는 마리와 소중한 나의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

  논문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제 논문 완성을 앞
두고 더 열심히 잘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듭니다 . 그렇지만 이번
기회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즐겁게 보낸 2

년 반의 시간이 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었고 교수님들 , 부모님과
가족들 , 선 ․ 후배 간호장교와 의무병들 ,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 덕분에 앞
으로의 저의 인생에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2006년 6월
남 숙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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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초초초 록록록

  본 연구는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자는 전국 14개 군 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장교 348명으로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
료 수집 기간은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였다 . 설문지는 업무 스
트레스에 대한 조직 요인 , 업무 요인 , 대인 관계 요인 , 물리적 환경 요인의
4개 요인 61개 문항과 이직의도 4문항 , 일반적 특성 14문항으로 총 500부
를 배부하여 399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34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 version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는 총점 244점에 평균 186.13점(SD=21.18)으
로 대상자들은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 요인별 업무 스트
레스 정도는 4점 척도로 대인 관계 요인에서 평균 평점 3.15점 (SD=0.42)으
로 가장 높고 ,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평균 평점 2.90점 (SD=0.54)으로 가장
낮았다 .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한 문항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느낄때 ”로 97.99%였고 가장 적게 경험하
고 있는 문항은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
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 때 ”로 41.67%였다 .

  연구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총점 20점에 평균 14.11점 (SD=3.48)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문항별 이직의도는 5점 척도로 보다 나은 조건 제공시 타 직
종으로 이직의도가 3.82점 (SD=1.03)으로 가장 높았고 ,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한 이직의도가 3.14점 (SD=1.08)으로 가장 낮았다 .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이직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r=0.306, P=<.0001). 요인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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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요인이 가장 강한 상관 관계 (r=0.327)를 보였고 , 물리적 환경 요인이
가장 약한 상관 관계 (r=0.119)를 보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는 성별 , 결혼 여부 , 자녀 유
무 , 현 병원 근무 경력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 여자가 남자보다 , 기혼이 미혼보다 ,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 현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인 사람
이 , 복무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가 4번 - 5번인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령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 30세이상 35세미만인
사람 , 대위 , 총 근무년수가 5년 - 10년인 사람 , 복무 연장자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다 .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업무 스트레스의 조직 요인 , 업무 요인 , 

대인 관계 요인 , 물리적 환경 요인과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으로 이
직의도에 대해 22.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이직의도는 조직
요인과 대인 관계 요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 단기자일수록 높았다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간호장교의 이직의도를 줄이고 우수
한 군진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요인과 대인 관계 요인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 단기가 결정되지 않은 초급 간호장교와 총 근무년
수가 5년 - 6년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직 예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매력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핵심단어 : 간호장교 , 업무 스트레스 ,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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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1. 1. 1. 1.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계급과 직책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 전투 집단인 군대 조직은
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관료적 조직으로서 위로는 지휘관에서부터
아래로는 사병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계통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체이다 . 특히 특수한 계급사회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전체를 집약
시켜 나감에 있어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하는 투철한 군인 정신의 함양
과 전투력 증강을 위해 분투하게 된다 (김순규 , 1986).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군 병원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복잡
한 조직으로서 환자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 인력과 그
보조인력들이 모여 각기 일정한 행동 규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
으로써 환자를 진료하는 조직으로 장병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 사기 진작과
전투력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장준영 , 1995).

  간호장교는 군 병원 조직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며 24시간 환자를
간호할 뿐만 아니라 , 병원의 물자 , 시설 , 장비등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위
치에 있다 . 군인 각 개인의 건강이 전투력과 직결되고 군이라는 조직의 당
면 과제가 전투력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군 장병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장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혜성 , 1990). 군 간호조
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간호장교는 90%이상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통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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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매년 80 - 100여명의 간호 사관생도를
선발하여 간호학과 군사학을 중심으로 4년간의 엄격하고 규정된 사관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 사관생도는 생도로서 , 미래의 간호장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받으면서 간호장교에 대한 선망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 높은 기대와 만족을 가지고 임관하게 된다 . 그러나 간호장교
로서 임상에서 실무에 임하면서 생도 기간중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군 병
원 현장에서 군인과 간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
등을 경험하게 되고 군 조직에서 간호병과가 타 병과에 비해 약한 조직구
조와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 최청숙 (1991)의 연구에서 연
구 대상자의 11.2%가 간호장교직에 대해서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지 못
한다고 응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또 간호장교들은 2 - 3년마다 전 ․ 후
방 각 지역으로 이동 근무를 하면서 잦은 전 ․ 출입과 근무 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간호장교 생활에 불만족하게 되어 결국에는 전역이라
는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 . 

  간호장교의 이직과 이직률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으나 정옥주 (1996)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75.2%는 전역을 생각해보았고 50.1%는 구직노력을 해
보았으며 35.5%는 구체적으로 이직을 계획중이거나 가능한 빨리 그만두겠
다고 이직 의사를 강하게 답했다 .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대우
와 보상 , 군의관과의 갈등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 , 잦은 근무지
이동 , 육아문제 등으로 이중 잦은 근무지 이동과 이로 인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소홀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고 특히 진급이나 제한적인 자기
발전의 기회가 이직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최청숙 , 1991; 정옥주 , 

1996). 선행 연구에서 간호장교의 이직에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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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레스가 간호장교 이직 연구
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 (3.87점 /5점 척도 )으로 가
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상관과의 불만스러운 대인관계라고 하였다 (오정이 , 

1992). 이 외에도 간호장교의 군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은 계급 사회의
규범 , 상관과의 관계 , 잦은 근무지 이동 , 근무 환경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 양육 , 평가에 대한 강박감 ,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 업무로 인한 스트
레스 , 의료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등이였다 (양승숙 , 1988; 최청숙 , 1991; 

오정이 , 1992; 정옥주 , 1996; 김은숙 , 1997; 나정순 , 2001).

  선행 연구에서 간호장교의 높은 업무 스트레스가 이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간호장교의 역할 스트레스 인
지정도와 이직의사에 대한 한 편 (정옥주 , 1996)에 불과하며 단지 몇 편에서
군에 종사할 예정 기간에 대해 질문하는 정도였다 . 따라서 간호장교가 군
복무를 하면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는 군 간호 인력인 간호장교에 대한 보다 나은 근무 개선책을 세
우는데 도움을 주고 , 전투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인 각 개인의 건강
향상 및 모든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간호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간호장교 확보 및 군진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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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병원급 이상 모든 군 병원에 근무하는 육군 간호장교중 간호
과 (부 )장 , 신임 소위를 제외한 모든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하면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 정도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
여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와 이직의도를 파악한다 .

 둘째 .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셋째 .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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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업무 스트레스
  ․ 이론적 정의 ;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로 인해서 생리적 , 심리적 , 사회적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다 (윤은자 , 1992).

  ․ 조작적 정의 ; 간호장교가 군 복무를 하면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로
    김매자 등 (1984)과 서병민 (1997)의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측정한 스트
    레스 점수를 말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

 2) 이직의도
  ․ 이론적 정의 ; 직무 불만족에 대한 반응으로써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의 전환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Lawler, 1983).

  ․ 조작적 정의 ; 간호장교가 군을 떠나려는 의도 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
    하려는 의도로 Cook과 Hepworth(1981)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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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 1. 1. 1. 군군군 간간간호호호조조조직직직

  군 조직은 군대라는 주개념과 조직이라는 종속개념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개념으로서 군대라는 특수성과 조직이라는 일반성이 복합하여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 조직은 국토방위라는 단일 목표하에 특별
한 권력 관계속에서 위계 지워진 특수한 조직으로서 관료적 통제와 규율 ,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므로 일반 사회에 비해 비교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이와 같은 강력한 위계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하위 직급자는 상급자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의사 결정
을 하는데 있어서도 계급의 특성으로 인해 지휘관 중심의 수직적 단일 구
조를 나타내게 된다 . 이것은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지휘관의 결심과 명령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군 조
직은 모든 조직 자체 내의 업무 수행과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보
다는 직책이 , 개별적인 존경이나 선호보다는 계급이 선행된다고 할 수 있
다 (이규철 , 1996).

  군 조직을 일반사회 조직과 비교해 보면 일반사회 조직이 구성원 중심의
상대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것에 비하여 , 군 조직은 지휘관 중심의 절대
적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 또한 일반사회 조직에 있어서는 직무의 특
성이 자율적이고 개별적 , 개방적이며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
진다면 군 조직은 규율적이고 협동성을 중요시하며 계층적이고 동원에 있



- 7 -

어서 강제적이며 폐쇄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의사결정이 지휘관의 결정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이와같이 군 조직에서는 개인의 자존
욕구나 자기 실현욕구가 일반사회의 다른 조직에서보다는 충족의 정도가
약화될 수 있고 개인적 측면의 동기유발 면에서도 어려운 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군정신전력학교 , 1983).

  군이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포부하에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의무부서도
1948년 5월 1일 군내 최초의 제 1육군병원을 설립하여 군의관과 위생병으
로 편성된 의무요원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병실 관리에서
부터 물품관리에 이르기까지 병원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
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 간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초대
의무감은 민간병원 면허 간호사를 간호장교로 임관시키는 간호장교 후보생
선발제도를 도입하였다 (육군본부 , 1998).

  초대 간호장교는 1948년 8월 26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31명의 제 1기 간
호장교들로서 입대와 동시에 임관되어 제 1육군병원에 배치된 이후 1977년
까지 민간 자원을 선발하였다 . 그러나 1960년대 간호사의 해외취업 , 월남
파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여 간호병과의 존속마저 위태로워지자
군 간호 교육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간호장교
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67년 육군간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현재의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육군본부 , 1998). 현재 간호장교 인력의
90%이상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간호장교는 장교로서의 지덕체와 투철한 국가관 및 사
명감을 구비하고 있어 국외 파병 및 국제 평화 유지군 활동을 통해 국군의
위상 확립 및 군 간호정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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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간호장교란 전 군의 병원 및 병원급 이하 의무시설에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군 장병 환자의 건강 유지 증진과 조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급을 가진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근무 , 2000).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장교의 역할에 따라 군진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 (나정순 , 2001). 간호장교의 업무 목적은 간호 환경과 감염 관리 , 간호
의 질 관리 , 인력 관리 , 군수업무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제대별 , 부서
별 근무를 통하여 전투력을 최대로 보존하는데 있다 . 이를 위해 간호장교
는 간호 근무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전투력 유지와 증진을 위한 간호 근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간호근무 , 2000). 간호장교의 역할은 일반병원 간호
사와 다른 점이 많으며 간호 인력 , 병동의 특수상황 , 체제 및 제반 근무조
건 등으로 수 간호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간호과장이 수행하며 간호과장
1인이 7 - 40명의 일반 간호장교를 관리 , 감독한다 (김순규 , 1986).

  간호장교의 군 생활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통해 매년 80 - 100여명이 졸
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면서 시작하여 6년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 

간호장교로서 5년째 되는 해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장기복무 선발 심사
에 지원하게되고 선발 심사후 임관 동기중 20 - 25%가 장기 복무를 하게
되고 , 약 10%만이 영관 장교로 진급할 수 있으며 , 나머지 인원은 연장 근
무 지원후 일정 인원만이 선발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외 인원은 모두
전역을 하게 된다 . 간호장교는 군 조직내에서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
게 되는데 특히 조직의 특성상 전 ․ 후방 순환 근무로 인한 근무지의 잦은
이동과 임기 만료에 따른 전역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을 전제로 한다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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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 - 3년마다 근무지를 전 ․ 후방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가족과 별거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

  간호장교는 장교의 책무에서 요구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 복종심 , 지도
력에 덧붙여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되어지는 덕목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특히 군진 간호는 장교의 계급을 가진 간호장교가 군인을 대상으로 간호를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전투력의 회복을 목표로 환자를 간호한다는 점이
민간 병원의 간호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나정순 , 2001). 강선주 (1997)는
군 병원과 민간 병원 간호 서비스의 특성을 조직 , 대상자 특성 , 간호업무 , 

제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군 병원 간호 서비스는 조직 특성
면에서 권위지향적이며 간호 업무면에서 직 ․ 간접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민간 병원 간호 서비스와 유사하나 군 간호 조직이 계급에 의한 계층
구조가 뚜렷하고 대상자가 청 ․ 장년층의 남성 군 장병에 국한되며 매 2 - 

3년마다 간호 인력의 교체로 간호 서비스가 장기간 연속성있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

2. 2. 2. 2.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무나 , 타인이나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의료계 종사자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중
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기계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의료계 종사자보다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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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률이 높은 직업인중의 하나이다 (김남
신 , 1992). 이에 따라 간호사가 직무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
레스 즉 ,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 업무 스트레
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스트레스의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와
스트레스 관리 중재를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이명하 , 1996).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의 증가에 원동력이 된다 . 

하지만 ,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반복 또는 지속해서 경험
하게 되면 간호사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소진되고 개인에게나 업
무 및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간호직을 떠나게 됨으로써 간호
사 개인의 손실뿐 아니라 환자 간호의 질이 저하되며 인력자원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홍근표 , 1984). 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 간호사 개인과 환자 간호와 병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 간
호사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 , 환자 간호의 질 , 효율적인
인력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명하 , 1996).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홍근표
(1984)는 병원의 규칙 및 행정 , 지식 및 기술 , 지각된 자율성 , 의사의 업무
위임 , 업무 스케쥴 , 수간호사에 대한 태도 , 봉급문제로 , 김매자 등 (1984)은
간호업무 자체 , 대인관계 , 간호사의 역할 및 대우 ,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 배정이 (1989)는 병원 행정 요인을 , 이명하 (1996)는 간호사의 개인
적 특성에 관한 요인을 추가하였다 .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은 의사와의 대
인관계 , 밤근무 , 업무량 과중 , 지각된 자율성 ,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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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984; 김매자등 , 1984; 장인옥 , 1988; 윤은자 , 1992; 양명석등 , 1993). 스
트레스 요인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으로 안정 상태를 파괴시켜 개인
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장인옥 , 1988).

  홍근표 (1984)는 업무 상황에서 간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얼마
나 심각하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7개 요인 56문항을 개발하였
다 . 이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 봉급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고 , 다음
이 지각된 자율성 , 병원의 규칙 및 행정 , 의사의 업무위임 , 지식 및 기술 , 

수간호원에 대한 태도 , 업무 스케쥴 순으로 나타났다 . 같은 도구를 이용한
장인옥 (1988)의 연구에서는 병원의 규칙 및 행정 , 지각된 자율성이 가장 스
트레스가 높았다 .

  김매자 등 (1984)은 간호사가 근무중에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업무량 과중 ,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 대인 관
계상의 문제 , 의사와의 대인 관계상의 갈등 ,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 부적절한 대우 , 상사와의 불만스런 관계 , 부적절
한 보상 , 부하직원과의 불만스런 관계 ,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 업무
외의 책임 , 익숙하지 않은 상황 , 밤근무의 15개 요인 63개 항목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간호
사는 상당히 높은 업무 스트레스 (4.467점 /6점척도 )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의사와의 대인관계상 갈등 , 밤근무 , 업무량 과중으로
나타났다 . 이는 윤은자 (1992), 양명석 (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배정이 (1989)는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불규칙한 근무 스케쥴 , 불합리한
정책 등의 병원 행정 요인을 , 이명하 (1996)는 간호사의 성격 특성 , 욕구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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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생활 사건 등의 개인적 특성 요인을 추가하였다 .

  간호장교는 군 간호업무의 특성상 전 ․ 후방 이동근무와 순환 근무로 인
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속에서 사회와
폭넓은 인간 관계의 단절 , 엄격한 질서 , 강력한 명령 체제내에서 적응해야
하므로 일반 전문직 간호사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 간호장교는 장교의 계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 간호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서 이중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 

만일 간호장교의 군인다움과 전인 간호의 다소 상이한 특성을 잘 조화시키
지 못해 간호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군인으로
서 , 간호사로서 가지는 이중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이 클 수 있다 (나정
순 , 2001).

  선행 연구에서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는 일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요인은 상관 ․ 동료 ․ 군의관과의 불만스런
관계 ,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 계급 사회의 규범 ,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
한 불안정감 등이였으며 특히 일반 간호조직에서 볼 수 없었던 군 조직이
나 계급사회의 특성 , 근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 등에서 오는 특수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이 , 1992; 정옥주 , 1996; 김
은숙 , 1997; 나정순 , 2001). 직업 군인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도 상급자 ․ 하급자 , 업무와 관련된 조직 차원과 사회와 괴리감 , 근무지
이동과 관련된 개인 차원의 요인으로 분류된바 있다 (서병민 , 1997).

  오정이 (1992)는 김매자 등 (1984)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관급 간호장교들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간호장교는 비교적 높은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요인은 상관과의 불만스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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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 의료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 군의관과의 대인관
계상 갈등 순이였다 . 이 연구에서 간호장교는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 (3.87점
/6점척도 )를 경험하나 일반 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점수 (김매자 등 4.46점 , 

양명석 4.62점 , 윤은자 4.57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간
호장교의 스트레스 적응 능력이 일반 병원 간호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 김은숙 (1997)의 연구에서도 간호장교의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으
로 대상자의 72%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9.6%는 아
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심층 면접 방법으로 분석된 간호장교의 군 생활 경험중 스트레스와 어려
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계급 사회의 규범에 따라 일하는 부담 , 상관의 지도
력에 대한 회의 , 변화와 개방에 소극적인 조직 , 간호병과의 제한된 권한과
권력 ,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 , 공인으로서 긍지를 지키기 위한 짐
스러움 ,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회의 ,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불안정감
의 8가지로 나타났다 (나정순 , 2001). 특히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
은 다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평가에 대한 지나친 인식은 군
조직의 과도한 피라미드 구조로 인하여 진급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식과 관
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

3. 3. 3. 3.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이직의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인 노동 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 노동 이동
이란 노동자가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지역간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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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에서부터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거나 (직업간 이동 ), 어떤 산업형태
에서 다른 산업형태로 이동하는 것 (산업간 이동 )이 포함되며 , 특정조직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유출입을 뜻하기도 한다 (신유근 , 1994). Canavagh(1992)

는 이직을 자발적으로 떠난 것으로 , Mobley(1982)는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

  이직은 흔히 구성원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
직 , 회피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 이직과 회피 불능 이직으로 구분
된다 . 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이직을 뜻하며 보통 사직으로 표현되고 비자발적 이
직은 구성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혹은 조직의 입장에서 강
제되는 이직으로 면직이라고 하며 해고 , 일시해고등을 들 수 있다 . 회피 가
능성의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 이직은 조직 혹은 경영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며 회피 불능 이직은 질병 , 사망 , 임신 등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통제가 불가능한 이직을 말한다 (신유근 , 

1994).

  이직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서내에서 혹은 부서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잠재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직이 직무정체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많은 구성원들이 직무불만족을 느끼고 있을 때 승진 및 이동의 기회를 넓
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그리고 직무 성과가 떨어지는 종업원들이 조직
을 이탈할 경우 새로운 능력있는 인력 자원을 재유입함으로써 전체적인 업
무성과가 오히려 증가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력 자원의 유입
이 가능해짐으로써 조직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기술혁신이 가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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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Staw, 1980; Bame et al, 1998). 이직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 이직은 한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
라 간호 전문직에도 커다란 손실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직은 양질
의 인력 손실로 인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는 노력과 모집후 이들에 대한 막대한 훈련은
병원의 비용측면에서도 매우 소모적이다 . 또 초보 간호사들은 경력 간호사
들에 비해 업무수행이 느리고 사고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매우 높으며 이직은 동료들 간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
어 업무 능률을 더욱 떨어뜨리게 한다 (Cavanagh et al, 1992; Teresa et al, 

2002; 이명선등 , 2003).

  간호사는 역사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에서 병원 간호사의 국가 전체 이직률은 1996년 12%에서 1999년 15 

%, 2000년 26.2%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Larrabee et al, 2003).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2년 16.6%에서 2005년 9.8%

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임상간호사회 , 2005). 이직률은 너무 높으면 조
직의 귀속감과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충당 비용이 증가하며 업무의 질적 저
하를 가져올 수 있다 . 반대로 이직율이 낮으면 승진의 기회가 적고 새로운
인력의 흡수가 적어 활력을 잃어 침체 및 사기 저하의 징조를 보인다 (박동
서 , 1991). 그러므로 이직율은 높아도 낮아도 좋지 않고 적절한 비율로 자
연스럽게 일어나고 이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조직발전을 이룰 수
있다 (신유근 , 1994).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해 조직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한 신규 간호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광고 , 채용 , 모집에 소요되
는 직접 비용과 채용후 오리엔테이션 , 훈련 , 숙련된 간호사에 비해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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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대한 간접 비용의 합으로 적게는 1,280달러에서 많게는 50,000달
러에 이른다 (Jones CB, 1990).

  최근에 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환자의 질적 간
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한편 의료인을 대상으로 소송의 제기가 증가하
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숙련된 간호사의 잦은 이직은 간호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러므로 간호사의 이직은 병원 경영자와 간호 관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간호 요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문석
등 , 1994). 또 김조자 등 (1991)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대
부분은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간호가 필
수적이어야 하나 병원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개인적 , 직업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직종의 인력에 비해 많은 수가
직장을 떠나고 있어 간호 인력 관리의 측면에서 볼때 이직의 중요성을 지
적한 바있다 .

  이직의도는 그 조직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 떠날 것인지에 관한 간
호사의 의도를 말한다 (하나선 등 , 2002). Moshe et al(1995)은 직장을 떠나
려는 의도는 일이나 직장을 향한 감정 반응의 표현이며 간호사의 이직의도
는 실제 이직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하였다 . 이직의
도는 이직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직의도를 가진다고 반드시 이직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능력있는 임상 간호사들에 대한 이직의도를 미리 파악함으
로써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미정 , 2003).

  2003년 미국 버몬트 주의 간호사 4,4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
자의 20.5%는 현재 직장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Betty et al, 200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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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신과 간호사의 경우는 직장을 떠나려는 이직의도가 44.3%로 매우 높
았다 (Hiroto et al, 2001). 간호사들이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이
도전이나 자율성이 없고 , 능력이나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며 낮은 보
수 , 스케쥴 갈등 , 이동과 재배치문제 때문이며 머무르고자 하는 이유는 좋
은 업무환경 , 좋은 팀웍 , 동료나 관리자의 지지 때문으로 나타났다 (Moshe 

et al, 1995; Teresa et al, 2002). Blankertz et al(1997)은 간호사의 21%는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 소진 , 

낮은 봉급 , 낮은 발전 가능성 , 개인적인 가족의 이유를 , 직장에 남아있게
하는 요인으로는 환자를 돌봐주려는 마음 , 일에 대한 관심과 만족 때문이
라고 하였다 . 특히 남자의 경우는 보수문제로 , 여자의 경우는 개인적 상황
을 이유로 직장을 더 떠나려고 하였다 (Betty et al, 2003).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에 대한 임상간호사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6.6%이었으며 2003년 15.1%, 2004년 11.9%, 2005 

년 9.8%였다 . 2005년 간호사의 주요 이직 사유는 ‘기타 ’를 제외하고
‘타 병원으로의 이직 ’이 820명 (2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결혼 , 

출산 및 육아 ’ 740명 (18.3%), ‘진학 및 유학 ’ 511명 (12.6%)순이었다 . 기
타 사유 (20.8%)로는 이사 및 거주지 문제 , 근무지 부적응 , 집안 사정 , 선교 , 

무단 결근등이었다 . 국내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으
로 김문석 (1993)과 이해정 (2000)의 연구 대상자의 87%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 허혜경 (1982)은 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높은 수준이나 결혼을 하여
안정하면 이직하려는 생각이 감소하고 이직의 이유는 승진 기회 , 인정감 , 

직무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 즉 간호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며 , 자신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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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욕구에 불만을 가질때 병원을 떠나려는 의도가 생긴다고 하였다 . 오미
정 (1997)의 연구에서도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계발이
라고 하였다 .

  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일반적 요인과 업무 관련 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적 요인에는 연령 , 임상 경력 , 교육 수준 , 결혼
여부 , 자녀 부양 책임 등을 , 업무 관련 요인에는 간호 업무의 자율성 , 불규
칙한 근무시간 , 보수 , 자기 발전 기회부족 , 과중한 업무 부담 , 직장내 인간
관계 , 승진 기회 불만 , 밤근무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허혜경 , 1982; 김문석
등 , 1993; 김미영 ; 1995; 이해정 , 2000; 박현숙 , 2002; 하나선 등 , 2002; 이은
숙 등 , 2003). 또 이직의도가 전혀없는 군과 이직을 자주 생각하는 군을 구
분하는 중요한 판별 요소는 업무만족 , 의사와 간호사와의 인간관계 , 보수 , 

행정 업무에 대한 만족도로 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이직의도의 중요 예측인
자라고 하였다 (이해정 등 , 2000).

  간호장교가 이직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이동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으로 (최청숙 , 1991) 이 결과는 정옥주
(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일반 간호사의 이직 영향 요인에서는 볼
수 없는 결과로 군 간호 조직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주목
할 만한 사실은 최청숙 (1991)의 연구에서 대상자중 11.2%는 간호장교직에
대해서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 간호장교
의 이직에 대한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중 75.2%가 이직을 생각
해 보았고 50.1%가 구직노력을 해보았으며 , 이직의사가 있는 대상자중
35.5%가 이직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 간호장교는 일반 간호사보다 더 이
직을 구체적이며 ,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간호장교가 일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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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보다 정년기간이 짧고 , 직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 

이직의 사유는 잦은 근무지 이동 , 이로 인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육아의
어려움 , 주거 불안정 , 승진 및 자기 발전에 대한 미확실 , 후생 복지 시설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 현역 장교의 경우 타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
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 규정과 인사법에 의한 의무 복무 연한등과 같은 제
도적인 조건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군 조
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군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장용 , 1995).



- 20 -

ⅢⅢⅢⅢ. . . .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 1. 1. 1.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
고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

2. 2. 2. 2.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 모집단은 전국 병원급 이상 군 병원에 복무중인 모든 간
호장교이며 연구 대상자는 육군 간호장교로서 간호과 (부 )장과 신임 소위를
제외하였다 . 전국 14개 군 병원 간호장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여 399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률은 79.8%였다 . 이 중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51부를 제외한 348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

3. 3. 3. 3. 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설문지는 간호장교의
군 생활 중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4개 요인 61문항과 이직의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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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4문항 , 일반적 특성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김매자 등 (1984)의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와 서병민 (1997)의 직업 군인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군 간호관리자와 지도 교수의 조언을 구하여 간호장교에게 적합하도록 수
정 ․ 보완한 4개 요인 61개 문항이다 .

  1요인은 조직 요인으로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 사회와 괴리감 관련 스트
레스 , 근무지 이동 관련 스트레스 , 군인이라는 신분 관련 스트레스를 , 2요
인은 업무 요인으로 업무량 과중 ,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 전문 지식과 기술
부족 ,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 업무외 책임 , 익숙치 않은 상황 , 

초 ․ 밤번 근무를 포함하였다 . 3요인은 대인 관계 요인으로 대인 관계상의
문제 , 군의관 ․ 상급자 ․ 하급자 ․ 환자 관련 스트레스를 포함하였고 , 4요인
은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병동의 물리적 환경과 간호장교 근무 환경을 포
함하였다 .

  하부 요인별 문항수는 총 61문항으로 1요인 15문항 , 2요인 21문항 , 3요
인 21문항 , 4요인 4문항이다 . 스트레스 점수는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심하게 느낀다 ” 4점 , “약간 느낀다 ” 3점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2

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1점이며 총 스트레스 점수는 61 - 2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99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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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업무 스트레스의 하부 요인별 신뢰도 검정 결과

 2) 이직의도 측정도구
  Cook과 Hepworth(1981)가 개발한 이직의도에 관한 4개 문항이다 . 각 문
항은 Likert scale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 “그렇다 ” 4점 , “보
통이다 ” 3점 , “아니다 ” 2점 , “매우 아니다 ” 1점으로 총 이직의도 점수
는 4점부터 2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4. 4. 4.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4월 19부터 2006년 5월 6일까지 18일간이였다 . 

자료수집 방법은 경기도 소재 일개 병원은 연구자가 직접 각 병동을 방문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직접 회수
하고 , 이외 13개 병원은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

요 인 하부 요인 문항수 cronbach α

전 체 61 .899

요인 1 조직 요인 15 .648

요인 2 업무 요인 21 .840

요인 3 대인 관계 요인 21 .839

요인 4 물리적 환경 요인 4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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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 version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
였으며 ,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t-test    

    와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다 .

 4)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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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 성별 , 계급 , 결혼 상태 , 자녀유무 , 교
육 수준 ,  총 근무년수 , 현 병원 근무경력 , 직책 , 근무 장소 , 초 ․ 밤번 근무
여부 , 복무 구분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이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
다 .

  연구 대상자는 총 348명으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02세로 25세이상
30세미만이 65.8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 30세이상 35세 미만은 19.83 

%, 25세미만은 8.91%, 35세이상 40세미만은 2.87%, 40세이상은 2.59%였다 . 

성별은 여자 간호장교가 94.83%를 차지하였고 남자 간호장교는 5.17%였다 . 

계급별로는 대위가 52.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중위는 33.33%, 소위는
9.77%, 소령은 4.31%였다 . 결혼 여부는 미혼이 60.06%, 기혼이 39.94%를 차
지하였으며 자녀가 없는 사람은 69.54%, 있는 사람은 30.46%였다 . 교육 수
준은 대졸이 89.37%를 차지하여 많았고 , 대학원 재학 ․ 졸업이 10.63%였다 .

  총 근무년수는 평균 5년 3개월이였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이 35.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3년이상 5년 미만이 30.17%, 1년이상 3년 미만이
14.37%, 10년이상이 10.92%, 1년미만이 9.20%였다 . 현 병원에서 근무 경력
은 평균 1년 2개월이였으며 1년이상 3년미만이 50.00%를 차지하여 가장 많
았고 1년미만이 43.68%, 3년이상 5년미만이 6.32%였다 . 직책은 일반 간호
장교가 75.00%, 선임 간호장교가 25.00%를 차지하였다 . 근무 장소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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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58.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 수술실
18.10%, 중환자실 10.06%, 기타 5.75%, 정신과 5.17%, 물리치료실 2.01%였
다 . 초 ․ 밤번 근무를 하는 사람은 57.47%를 차지하였고 , 하지 않는 사람은
42.53%였다 . 

  복무 구분은 단기자가 35.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장기자가 28.74 

%, 복무 연장자가 18.97%, 미결정자가 16.38%였다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
동 횟수는 평균 2.88회였으며 2 - 3번이 37.9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 

1번이하가 33.05%, 6번이상이 14.66%, 4 - 5번이 14.37%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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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48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연령

25세미만
25 - 30세미만
30 - 35세미만
35 - 40세미만

40세이상

39

229

69

10

9

8.91

65.80

19.83

2.87

2.59

성별 남자
여자

18

330

5.17

94.83

계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

34

116

183

15

9.77

33.33

52.59

4.31

결혼 여부 미혼
기혼

209

139

60.06

39.94

자녀 유무 있다
없다

106

242

30.46

69.54

교육 수준 대졸
대학원 재학 ․ 졸업

311

37

89.37

10.63

총 근무년수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32

50

105

123

38

9.20

14.37

30.17

35.34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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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병원 근무
경력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152

174

22

43.68

50.00

6.32

직책 일반 간호장교
선임 간호장교

261

87

75.00

25.00

근무 장소

내 ․ 외과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정신과
기타

205

35

63

7

18

20

58.91

10.06

18.10

2.01

5.17

5.75

초 ․ 밤번
근무여부

한다
안한다

200

148

57.47

42.53

복무 구분

장기
단기

복무 연장
미결정

100

125

66

57

28.74

35.92

18.97

16.38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

1번이하
2번 - 3번
4번 - 5번

6번이상

115

132

50

51

33.05

37.93

14.37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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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정정정도도도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표 3과 같다 .

  업무 스트레스는 4점 척도로 61문항에 대한 총점은 61점부터 244점까지
이며 평균 점수는 186.13점(SD=21.18), 평균 평점은 3.05점(SD=0.35)으로 대
상자는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부 요인
별 평균 점수는 조직 요인은 15문항으로 15점부터 60점까지이며 44.60점
(SD=6.53), 업무 요인은 21문항으로 21점부터 84점까지로 63.74점(SD=8.30), 

대인 관계 요인은 21문항으로 21점부터 84점까지이며 66.20점(SD=8.73), 물
리적 환경 요인은 4문항으로 4점부터 16점까지로 11.60점(SD=2.15)이다 . 평
균 평점은 조직 요인 3.12점(SD=0.43), 업무 요인 3.04점(SD=0.40), 대인 관
계 요인 3.15점(SD=0.42), 물리적 환경 요인 2.90점(SD=0.54)으로 대상자들은
대인 관계 요인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낮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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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
                                                         N=348

  

  문항별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부록 2와 같다 . 부록 2에서 대상자들이 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문항에 따른 응답중 “심하게 느낀다 ”와
“약간 느낀다 ”의 비율을 합한 것이고 적게 경험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와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의 비율을 합한 것이다 . 업무 스트레스
를 측정하는 61문항중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
한 문항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느낄때 ”로
97.99%였다 .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 93.66%, “간호업무 이외의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 91.94%, “상관
으로부터 타인앞에서 비평을 받을 때 ” 89.66%순이였다 . 반면 업무 스트레

요 인 문항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평점±표준편차

총 점 61 244 186.13 21.18 75.00 231.00 3.05±0.35

조직요인 15 60 44.60 6.53 14.00 60.00 3.12±0.43

업무요인 21 84 63.64 8.11 21.00 83.00 3.03±0.39

대인관계
요인 21 84 66.20 8.73 36.00 84.00 3.15±0.42

물리적
환경요인 4 16 11.60 2.15 4.00 16.00 2.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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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가장 적게 경험하는 문항은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
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 때 ”로 41.67%였고 , “입 ․ 퇴
원이 많을때 ” 35.35%, “PRN 근무를 하거나 타병동으로 임시 근무를 하
러갈 때 ” 33.91%였다 .

  하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조직 요인에서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느낄때 ” 97.99%, “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때 ” 93.66%,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를 해야할때 ” 

88.50%, “진급의 기회가 적을때 ” 87.36%순으로 나타나 간호장교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와 가족과 별거로 어려움을 느낄때 , 부적절한
대우와 진급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문항은 “무연고 배치에 대해 불안감
을 느낄때 ” 33.62%, “근무지 이동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때 ” 29.31%였
다 . 업무 요인에서는 “간호업무 이외의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가
91.94%로 가장 많이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휴일없이 오랜기간 동
안 근무할 때 ” 87.66%, “간호장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
할때 ” 86.21%순이였고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 문항은 “입 ․ 퇴원이 많을
때 ” 35.35%, “PRN 근무를 하거나 타병동으로 임시 근무를 하러갈 때 ” 

33.91%였다 . 대인 관계 요인에서는 “상관으로부터 타인앞에서 비평을 받
을 때 ”가 89.66%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다음으로는 “상급
자의 부당하고 일관성없는 지시를 받았을때 ” 88.80%였다 . 스트레스를 가
장 적게 경험한 문항은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에 대한 경
험과 느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 때 ” 41.67%,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
을때 ” 33.04%였다 .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는 “병동에 냉 ․ 난방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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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때 ”가 77.88%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병동에 소음
이 심할때 ”에는 32.48%로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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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대상자의 이직의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 이직의도는 5점 척도
로 4문항에 대한 총점은 4점부터 20점까지 가능하며 평균 점수는 14.11점
(SD=3.48), 평균 평점은 3.53점(SD=0.87)으로 대상자들의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이였다 .

  이직의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보다나은 조건의 타 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가 3.82점 (SD=1.03)으로 가장 높았고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 3.60점 (SD=1.01),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3.56점 (SD=1.00), 

“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 3.14점 (SD=1.08)순이였다 . 연구 대상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
의 타 직종에 대한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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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이직의도
                                                          N=348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평점±표준편

차

 이직의도 14.11 3.48 4.00 20.00 3.53±0.87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3.56 1.00 1.00 5.00 3.56±1.00

  만약 나에게 선
  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

3.60 1.00 1.00 5.00 3.60±1.00

  타 직종으로 이
  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

3.14 1.08 1.00 5.00 3.14±1.08

  보다 나은 조건
  의 타 직종이 주
  어진다면 언제든
  지 이직할 의사
  가 있다 .

3.82 1.03 1.00 5.00 3.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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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는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0.306, p=<.0001).

  하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조직 요인 , 업무 요인 , 대인 관계 요인 , 물리적
환경 요인이 모두 이직의도와 순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즉 , 각 요인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졌으며 모든 요인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이중 조직 요인이 가장 강한 순상관 관계를 , 물리적
환경 요인이 가장 약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
요인은 이직의도와 가장 강한 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r=0.327, p=<.0001). 조직 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졌다 . 업무 요인은 이직의도와 순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r=0.199, p=0.0002). 즉 업무 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높았다 . 대인 관계 요인은 이직의도와 순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인 관계 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0.280, p=<0.0001). 물리적 환경 요인도 마찬
가지로 이직의도와 순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크기는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작았다 (r=0.119, p=0.026). 즉 물리적 환경 요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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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N=348

이직의도
r p

업무 스트레스 총점 0.306 <.0001

조직 요인 0.327 <.0001

업무 요인 0.199 0.0002

대인관계 요인 0.280 <.0001

물리적 환경 요인 0.1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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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를 본 결과 성별 , 결혼 여부 , 자녀 유
무 , 현 병원 근무 경력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 여자가 남자보다 , 기혼인 간호장교가 미혼보다 ,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 현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 , 복무 기간중 4 - 5번 근무지를 이동한 사람이 업무 스트레
스는 높았다 .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성별에서는 여자가 189.43점으로 남자 167.32점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
았고(t=-3.95, p=<.0001)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 191.24점 , 미혼 182.73

점으로 기혼이 미혼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t=-3.74, p=0.0002). 기혼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의 업무 스트레스는
192.74점으로 없는 사람의 183.24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t=3.93, p=0.0001).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근무 경력별로는 1년미만 185.04점 , 1년이상
3년미만 185.33점 , 3년이상 5년미만 200.05점으로 3년이상 5년미만인 사람
이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아 현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늘어날수록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5.20, 

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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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에 따라서는 1번이하 183.58점 , 2번 - 3번
184.44점 , 4번 - 5번 191.50점 , 6번이상 191.00점으로 4번 - 5번 이동한 사
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1번 이하로 이동한 사람이 가장
낮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85, p=0.038).

  일반적 특성중 군 간호조직 특성상 연령과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동 횟수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30세이
상 35세미만인 간호장교는 모두 대위이며 , 총 근무년수가 5년이상 10년미
만인 사람으로 복무 기간중 4번 - 5번 이동한 사람이 많았다 . 이들 집단은
모두 각 특성중에서 가장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보였으나 복무 기간중 근
무횟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연령에서는 25세미만 184.77점 , 25세이상 30세미만 184.65점 , 30세이상
35세미만 191.30점 , 35세이상 40세미만 187.00점 , 40세이상 187.89점으로 30

세이상 35세미만이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 25세이상 30세미
만이 가장 낮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1.37, 

p=0.245). 계급에 따라서는 소위 183.88점 , 중위 183.15점 , 대위 188.74점 , 소
령 182.53점으로 대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소령이 가장
낮게 경험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98, p= 0.117). 총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1년미만 183.16점 , 1년이상 3년미만 182. 16점 , 3년이
상 5년미만 183.98점 , 5년이상 10년미만 189.97점 , 10년이상 187.39점으로 5

년이상 10년미만인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 1년이상
3년미만인 사람이 가장 낮게 경험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F=1.93, p=0.105).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자가 186.31점으로 대학원 재학 ․ 졸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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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8점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44, p=0.659). 직책에 따라서는 선임 간호장교가 188.15 

점으로 일반 간호장교 185.46점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03, p=0.306).

  근무 장소별로는 내 ․ 외과 병동 185.00점 , 중환자실 186.37점 , 수술실
184.24점 , 물리치료실 195.14점 , 정신과 185.94점 , 기타 200.25점으로 중앙
공급실 , 간호 행정실 , 교육 장교실 , 외래 간호장교실등의 기타 부서에 근무
하는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수술실에 근무하는 사람
이 가장 낮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29, 

p=0.146). 초 ․ 밤번 근무여부에 따라서는 초 ․ 밤번 근무를 하는 사람이
188.53점으로 하지 않는 사람 184.36점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
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83, p=0.069).

  복무 구분에 있어서는 장기 187.89점 , 단기 183.69점 , 복무연장 190.15점 , 

미결정 183.75점으로 복무 연장자가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단기자가 가장 낮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83, p=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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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N=348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5세미만
25 - 30세미만
30 - 35세미만
35 - 40세미만

40세이상

184.77

184.65

191.30

187.00

187.89

17.86

21.37

21.56

20.55

22.75

1.37 0.245

성별 남자
여자

167.32

189.43

16.06

20.96
-3.95 <.0001

계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

183.88

183.15

188.74

182.53

16.83

20.49

22.10

21.40

1.98 0.117

결혼 여부 미혼
기혼

182.73

191.24

21.06

20.39
-3.74 0.0002

자녀 유무 있다
없다

192.74

183.24

20.69

20.78
3.93 0.0001

교육 수준 대졸
대학원 재학 ․ 졸업

186.31

184.68

20.81

24.36
0.44 0.659

총 근무년수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183.16

182.16

183.98

189.97

187.39

16.89

23.06

18.63

23.27

20.25

1.9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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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병원
근무경력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185.04

185.33

200.05

18.55

23.06

18.51

5.20 0.006

직책 일반 간호장교
선임 간호장교

185.46

188.15

21.36

20.62
-1.03 0.306

근무 장소

내 ․ 외과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정신과
기타

185.00

186.37

184.24

195.14

185.94

200.25

20.69

29.08

19.46

21.85

14.77

15.37

2.29 0.146

초 ․ 밤번
근무여부

한다
안한다

188.53

184.36

22.19

19.55
1.83 0.069

복무 구분

장기
단기

복무 연장
미결정

187.89

183.69

190.15

183.75

20.91

21.51

23.88

16.62

1.83 0.142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

1번이하
2번 - 3번
4번 - 5번

6번이상

183.58

184.44

191.50

191.00

20.45

21.38

22.21

20.06

2.8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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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표 7과 같다 .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 연령 , 계급 , 총 근무
년수 , 복무 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 30세이상 35

세미만의 연령 , 대위 계급 , 5년이상 10년미만의 총 근무년수를 가진 , 복무
연장자의 이직의도가 높았다 .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다음과 같다 .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는 25세미만이 13.90점 , 25세이상 30세미만 14.15점
, 30세이상 35세미만 14.94점 , 35세이상 40세미만 12.20점 , 40세이상 9.56 

점으로 30세이상 35세미만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9.56점으
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3, p=0.0001). 계급별로
는 소위 13.62점 , 중위 13.64점 , 대위 14.79점 , 소령 10.53점으로 대위의 이
직의도가 가장 높고 소령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9.15, p=<.0001). 

  총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1년미만 13.66점 , 1년이상 3년미만 12.84점 , 3년
이상 5년미만 14.16점 , 5년이상 10년미만 15.08점 , 10년이상 12.87점으로 5

년이상 10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장교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69, p=0.0002). 복무 구분에 따라서는 장기 13.12

점 , 단기 14.69점 , 복무 연장 15.21점 , 미결정 13.30점으로 복무 연장자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장기자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F=7.47, p=<.0001).

  대상자의 이직의도도 업무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군 특성상 서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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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연령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 즉 , 연령은 30세이상 35세미만으로 , 대위 계급의 , 5년이
상 10년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 복무 기간중 4번 - 5번 이동한 사람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연령 , 계급 , 총 근무년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에 따라서는
1번이하 13.71점 , 2번 - 3번 14.47점 , 4번 - 5번 14.72점 , 5번이상 13.47 점
으로 4번 - 5번 이동한 사람이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6번이상 이동한 사람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07, p= 

0.104).

  성별에서는 남자가 14.33점으로 여자 14.10점보다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28, p=0.780).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14.28점으로 미혼자 13.99점보다 이직의도가 높고 (t=-0.75, p= 

0.455), 기혼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14.30점으로 없는 사람 14.03점
보다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0.68, p=0.496).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자가 14.20점으로 대학원 재학 ․ 졸업자 13.32점
보다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1, p=0.233).

  현 병원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1년미만 14.03점 , 1년이상 3년미만 14.09점
, 3년이상 5년미만 14.81점으로 현 병원 근무경력이 늘어날수록 이직의도
는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0.50, p=0.607). 직책별로는
선임 간호장교가 14.49점 , 일반 간호장교 13.98점으로 선임 간호장교의 이
직의도가 일반 간호장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19 

, p=0.23). 근무장소에 따라서는 내 ․ 외과 병동 14.09점 , 중환자실 13.26점 , 

수술실 14.51점 , 물리치료실 13.71점 , 정신과 13.94점 , 기타 14.85점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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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이직의도가 높고 중환자실 근무자가 이
직의도가 가장 낮았다 (F=0.79, p=0.558). 초 ․ 밤번 근무여부에 따라서는 초
․ 밤번 근무를 하는 사람이 14.37점 , 하지 않는 사람이 13.92점으로 초 ․ 밤
번 근무자의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18, p=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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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N=348

특 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5세미만
25 - 30세미만
30 - 35세미만
35 - 40세미만

40세이상

13.90

14.15

14.94

12.20

9.56

3.34

3.42

3.22

3.79

3.50

5.93 0.0001

성별 남자
여자

14.33

14.10

2.47

3.25
0.28 0.780

계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

13.62

13.64

14.79

10.53

3.42

3.49

3.23

3.83

9.15 <.0001

결혼 여부 미혼
기혼

13.99

14.28

3.59

3.33
-0.75 0.455

자녀 유무 있다
없다

14.30

14.03

3.53

3.47
0.68 0.496

교육 수준 대졸
대학원 재학 ․ 졸업

14.20

13.32

3.38

4.26
1.21 0.233

총 근무년수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13.66

12.84

14.16

15.08

12.87

3.49

3.56

3.36

3.13

3.95

5.69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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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병원
근무경력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14.03

14.09

14.81

3.51

3.56

2.63

0.50 0.607

직책 일반 간호장교
선임 간호장교

13.98

14.49

3.42

3.67
-1.19 0.230

근무 장소

내 ․ 외과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정신과
기타

14.09

13.26

14.51

13.71

13.94

14.85

3.45

3.78

3.40

3.82

3.51

3.53

0.79 0.558

초 ․ 밤번
근무여부

한다
안한다

14.37

13.92

3.39

3.60
1.18 0.240

복무 구분

장기
단기

복무 연장
미결정

13.12

14.69

15.21

13.30

3.78

3.22

3.10

3.36

7.47 <.0001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

1번이하
2번 - 3번
4번 - 5번

6번이상

13.71

14.47

14.72

13.47

3.53

3.15

3.81

3.74

2.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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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연구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특성은 계급 , 총 근무년
수 , 복무 구분과 업무 스트레스의 네 가지 요인으로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
는 표 8과 같다 .

  이직의도는 조직 요인 , 업무 요인 , 대인 관계 요인 , 물리적 환경 요인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에 의해서 22.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F=8.9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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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

변수 /범주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업무 스트레스
   조직 요인
   업무 요인
   대인 관계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0.139

-0.049

0.088

0.004

0.033

0.033

0.028

0.096

4.27

-1.53

3.14

0.04

<.001

0.128

0.002

0.969

 계급
   소위 (기준집단 )

   중위
   대위
   소령

-0.262

0.330

-2.724

0.649

0.841

1.795

-0.40

0.39

-1.52

0.686

0.695

0.130

 총 근무년수 -0.001 0.008 -0.06 0.954

 복무 구분
   미결정 (기준집단 )

   장기
   단기
   복무 연장

-0.534

1.279

1.044

0.612

0.518

0.639

-0.88

2.47

1.63

0.382

0.014

0.104

R
2
=0.228 F=8.99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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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고고고 찰찰찰

1. 1. 1. 1. 간간간호호호장장장교교교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이 연구는 간호장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로 선행 연구에서 업무와 관
련된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
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으로 대상자들은 대인 관계 요인
에서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낮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와의 대인 관계상의 갈등에서 가장 스트
레스를 느낀다는 김매자 등 (1984)과 윤은자 (1992)의 연구와 일치하며 상관
과의 불만스런 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오정이 (199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 그러나 홍근표 (1984)와 양명석(1993)의 연구에서는 봉 급 , 

보상문제가 장인옥 (1988)의 연구에서는 병원의 규칙 및 행정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 

  세부 문항별로 보았을때 간호장교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와
가족과 별거로 인해 가장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이지 않은 결과로 근무시
가장 큰 어려움이 빈번한 근무지 이동이라는 최청숙 (1991)의 연구 결과와
군 생활 경험중 어려움의 하나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불안정감이라
는 나정순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 이러한 결과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간
호장교 근무 특성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 간호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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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나 보직 관리 및 2 - 3년마다 전 ․ 후방 순환 근무를 해야 하기 때
문에 가족과 별거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출산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잦은
전학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나정순 , 2001). 특히 기혼자의 경우 간호장
교 자신과 남편 , 자녀가 모두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 직업 군인의 경우에도 근무지 이동 관련 스
트레스는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남자 군인보다 여자 군인이 근무지를 이동하
면서 군인과 가정주부로서 여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서병민 , 1997). 그러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낄때와 무연고 배치를 받을때에
는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대 별로 독신자 숙소
및 아파트가 있으며 결혼 여부와 이동하는 근무지간 거리에 비례하여 이사
비용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대상자들이 무연고 배치에 대해서는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할 때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대상자들이 무연고 배치보다는 근무지 이
동으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 근무지 이동으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간호장교에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만큼 2 - 3년마다 반드시 이동해야 하는 근무
지 이동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간호장교가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오
정이 (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일반 간호사의 연구에서도 병원내에서
간호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못할 때 스트레스가 높았다 (김매자등 , 

1984). 계급을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간호장교가 엄연히 계급을 가지고 임
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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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군 조직과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 스스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
직내에서 간호병과의 위상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 군 간호조직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에서의 간호병과와
간호장교의 위상을 높여 간호장교가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간호 업무외의 일까지 책임져야 할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양
명석 (1993)의 업무외의 책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이는 간호장교가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업무 , 환자 식
이 감독 , 세탁물 관리 , 시설물 관리 , 장비 관리 , 안전 관리등 업무외의 여
러 가지 일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간호장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간호사와 간호장교의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매자등 , 

1984; 윤은자 , 1992; 양명석 , 1993; 김은숙 , 1997).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외의 많은 일을 수행해야하는 간호장교에게 신
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일개 군 병원의 경
우 입원 환자는 1,000 - 1,100여명이나 간호장교는 100여명에 불과하기 때
문에 업무량이 과중할 수 밖에 없고 휴일없이 1 - 2주를 연속적으로 일하
게 되는 경우도 많다 . 또 2 - 3개의 군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낮
근무에서는 선임 간호장교가 병동내 모든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 초 ․ 밤번
근무에서는 간호장교 한 명이 여러 개의 병동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업
무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그러므로 간호장교 인력 수요 파악을 통하
여 간호 인력의 추가 확보 및 적정 간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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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관으로부터 타인 앞에서 비평을 받을때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
은 오정이(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박장용(1995)과 서병민(1997)의 연
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 박장용 (1995)은 현역 군인들이 보수와 상사와의 관
계로 인해 군 조직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서병민
(1997)은 직업 군인은 하급자 관련 스트레스보다는 상급자의 권위와 강압 ,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지시 , 구태의연한 지휘 방침 , 지휘관 중심의 부대 운
영등의 상급자 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 간호장교의
경우에도 군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계급사회의
규범에 따라 일하는 부담과 상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정순 , 2001). 그러므로 간호장교들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 ․ 하 관
계 , 선 ․ 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동
료의식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
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

  이외에도 계급 사회에 있는 간호장교에게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
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진급의 문제이다 . 나정순 (2001)의 연구에서 간호
장교들은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특히 대위이상 진급할 때부터는 제한된 진급 공석을 두고 병과내에서
동기 , 선 ․ 후배와 함께 진급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 . 간호장교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의식은 군 조직의 과도한 피라미드
구조로 인하여 진급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식과 관련되며 간호장교 조직이
진급의 기회가 적어 경쟁 의식을 더 가질수 있다 . 장기자들의 경우에도 동
기나 선 ․ 후배에 대한 배려와 애정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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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사관학교에서 동료애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생활했던 것이 영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정순 , 2001). 진급의 문제에 있어서 제한된 진
급 공석으로 인한 평가에 대한 강박감과 경쟁 의식외에도 선발 규정이 공
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과정과 결과는 많은 의구심과 논쟁을 일으
키고 있다 . 군인에게 있어서 진급이 중요한 문제인만큼 선발 과정과 결과
를 공개하거나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업무 스트레스는 성별 , 결혼 여부 , 자녀 유무 , 현 병원 근무경력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횟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정이(1988)의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와 학력이 , 윤은자(1992)의 연구에서는
총 근무년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

  성별에 따라 여자 간호장교는 남자 간호장교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 군인에서 여자 군인이 남자 군인보다 업무 관
련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다는 서병민 (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 김매자 등 (1984)

과 배정이(1988), 윤은자(1992)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나 장인옥(1992), 오
정이(1992), 양명석(1993), 김은숙(1997)의 연구에서는 미혼자가 더 높게 나
타나 상반된 결과로 선행 연구마다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기혼자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 및 자녀 양육과 가사 관리등 여성
직업인으로서 갈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윤은자 , 1992). 기혼자
중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의 업무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
나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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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병원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업무 스트레스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 병원내에서 3년이상 근무할 경우 익숙
한 병원 환경속에서 업무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 각종 업무를 해야하
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복무 기간중 이동 횟수에 따라서는 4번이상 이동한 사람의 업무 스트레
스가 높았으며 이동 횟수가 많아질수록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높아졌다 .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근무지 이동이 2 - 

3년마다 자주 일어나면서 낯선 병원 환경과 주변 환경 , 새로운 사람과의
인간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2. 2. 2. 간간간호호호장장장교교교의의의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본 연구에서 간호장교의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 (평균 14.11점 )으로 서울 , 

경기소재 종합 병원 간호사 256명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현숙
(2002)의 연구 결과 (평균 14.52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이직의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 대상자의 84.5%는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7.0%

는 매우 강하게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한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는 75.2%보다 많았고 일반 간호사
의 87%(이해정 등 , 1987; 김문석 등 , 1994)와 비슷한 수준이였다 . 정옥주
(1997)는 간호장교는 일반 간호사보다 이직을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슷하였다 . 그러나 간호장교중 이직의도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더 많아졌으며 이직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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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구체적인 문항별 이직의도에서는 보다나은 조건의 타 직종에 대한 이직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타 직종에 대한 의직의도가 가장 높았
던 박현숙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 간호
장교들은 병원이 아닌 다른 직장을 원하고 있었으며 박현숙 (2002)은 간호
사들은 환자를 돌보는 업무로부터 이탈하려는 이직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 

그러나 김문석 (1994)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이직 후에도 간호와 관련 된
업무나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 박장용 (1995)은 현
역 육군 군인들은 군에 대해 낮은 수준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이 주는
이미지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유리한 조건의 타 직종으
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인사 규정과 인사법에 의한 의무
복무 기간등과 같은 제도적인 조건과 이에 따른 사회적 대안이 충분히 마
련되지 않아서 군 조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 간호장교들도 간
호장교직이 아닌 다른 직장을 원하고 있으나 의무 복무 기간과 더 좋은 조
건의 타 직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장교직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령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연령에 따른 이직의도는 35세미만까지는 점
차 높아졌으나 35세이상부터 낮아졌다 . 이는 김문석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 김문석 (1994)은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일정 연령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고 하였다 . 그러
나 이해정 등 (1987)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진다
고 하여 차이가 있었다 . 연령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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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에 보다 안정적이며
좋은 조건의 직업을 희망하고 탐색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 나이가 많을수록
조직을 떠나기 어려워하고 오래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 연령이 낮을수
록 이직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Laura et al, 1997; 김미영 , 2000;  Hiroto 

et al, 2001; 정우영 , 2001; Teresa et al, 2002; 하나선 , 2003). 간호장교의
경우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전역을 준비하거나 의무 복무 6년후 전
역을 하는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간호장교의 이직을 예방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단기가 결정되지 않은 초급 간호장교들을 대
상으로 군에 대한 매력을 심어주고 의무 복무 5 - 6년차인 사람을 대상으
로 유도 정책을 펴야 한다 . 계급에 따라서는 소위에서 대위로 계급이 올라
갈수록 이직의도는 점점 높아져 대위가 가장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소령은
제일 낮았다 . 이는 대위에서 이직의도가 가장 높고 소령에서 낮은 정옥주
(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총 근무년수에 따라서는 5년이상 10년미만의 사람이 이직의도가 가장 높
았으며 5년이상 10년미만에서 가장 높았던 정우영 (2001)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하나 허혜경 (1984)과 김미영(2000)은 2년미만에서 , 김문석 등 (1994) 은 3

년이상 5년미만에서 가장 높다고 하여 차이가 있었다 . 또 Laura et al 

(1997), Hiroto et al(2001), Teresa et al (2002)은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이직
의도는 높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 정우영 (2001)은 5년이상 10년
미만의 근무자들은 가장 간호업무에 숙련되고 열심히 할 시기이므로 이 계
층의 간호사들의 이직은 간호 인력 관리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 간호장교의 경우에도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일할 시기
의 이직은 군진 간호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간호 장교의 수급 계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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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간호장교의 업무 특성상 결국에는 전역
에 이르게 되므로 간호 인력의 손실과 더불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곤 , 1992).

  복무 구분에 따른 이직의도는 복무 연장자가 가장 높았으며 장기자가 가
장 낮았다 . 복무 연장자의 경우 미래의 이직자로 경제적인 이유 , 전역후 진
로 준비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연장된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3. 3. 3.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난 허혜경 (1982), 정옥
주 (1997)의 연구와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한
이상미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허혜경 (1982)은 업무 스트레스 경
험이 병원을 떠나려는 생각에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정옥주
(1997)의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업무 스트레스
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미 (1994)는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 

즉 ,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이직 원인에는 직업 자체의 원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과 개인적인 문제 (남편의 전근 , 거주지 이동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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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 출산 , 남편의 권유등 )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이렇듯 업
무 스트레스의 경험과 축적은 정서적 고갈 , 비인격화 , 개인적 성취감의 감
소 형태로 나타나는 소진을 초래하며 질적 간호를 저해하고 결근율을 증가
시켜 결국에는 이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Stordeur et al, 2001).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으로는 업무 스트레스의 네 가지 요인과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으로 이직의도에 대해 22.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혜경 (1982)은 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할 갈등 , 

직무만족 , 최종 학력 , 결혼 여부가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이직을 32.45% 

설명 가능하다고 하였다 . 김문석 (1993)과 하나선 등(2002)은 조직몰입을 , 이
해정 등 (1987)은 업무만족을 , 박현숙 (2002)은 근무경력을 이직의 중요 예측
요인으로 들었다 . 선행 연구에서 이직을 결정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조자등 , 1988; 이상미 , 

1994; 박현숙 , 2002).

  본 연구 결과 간호장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을 명확하
게 결론 지을수는 없었으나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간호장교
의 이직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
여 이직의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 요인과 대인 관계 요인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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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 1. 1. 1.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은 전국 14개 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348명으로 자료 수
집 기간은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간이었다 . 설문지는 조직
요인 15문항 , 업무 요인 21문항 , 대인 관계 요인 21문항 , 물리적 환경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된 업무 스트레스 61개 문항과 이직의도 4문항 , 일반적 특
성 14문항으로 총 500부를 배부하여 399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 은 79.8%

였다 . 회수된 399부중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설문 답변에
해당하는 51부를 제외한 34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AS 

window version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02세였으며 여자가 94.83%, 남자가
    5.17%이고 미혼이 60.06%, 기혼이 39.94%였다 . 교육 수준은 대졸이 89.  

    37%였고 , 계급은 대위가 52.59%로 가장 많았다 . 총 근무년수는 평균 5  

    년 3개월이였으며 현 병원 근무 경력은 평균 1년 2개월이였다 . 일반
    간호장교는 75.00%로 이중 내 ․ 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58.  

    91%로 많았고 초 ․ 밤번 근무를 하는 간호장교가 57.47%였다 . 복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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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단기자가 35.92%로 가장 많았고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횟수는
    평균 2.88회였다 .

  2) 연구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는 총점 244점에 186.13점으로 대상자
    들은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 요인별 평균평점은 조직
    요인 3.12점 , 업무 요인 3.04점 , 대인 관계 요인 3.15점 , 물리적 환경
    요인 2.90점으로 대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는 대인 관계 요인에
    서 가장 높고 물리적 환경 요인에서 가장 낮았다 . 

  3)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항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느낄때 ”로 97.99%,“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적절
    한 대우를 받지 못할때 ” 93.66%였고 가장 적게 경험한 문항은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 때 ” 41.67%, “입 ․ 퇴원이 많을때 ” 35.35%였다 .

  4) 연구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총점 14.11점 , 평균 평점 3.53점으로 대상
    자의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 문항별 평균 평점에서는 보다 나은
    조건 제공시 타 직종으로 이직하겠다는 이직의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황과 조건이 맞지않아 실행하지 못한 이직의도가 3.14점으
    로 가장 낮았다 .

  5)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순상관 관계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r=0.306, P=<.0001). 요인 별로는 조직 요인(r=0.327), 업무 요인(r=    

    0.199), 대인 관계 요인(r=0.280), 물리적 환경 요인(r=0.119)이 모두 이
    직의도와 순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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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여부 , 자녀 유무 , 현 병원 근무 경력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가 업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 여자가
    남자보다 , 기혼이 미혼보다 ,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 현 병
    원에서 근무 경력이 3년이상 5년미만인 사람이 ,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 횟수가 4번 - 5번인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였다 .

  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연령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
    다 . 즉 , 30세이상 35세미만인 사람 , 대위 , 총 근무년수가 5년 - 10년
    인 사람 , 복무 연장자의 이직의도가  높았다 .

  8)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업무 스트레스 , 계급 , 총 근무년수 ,   

    복무 구분으로 이직의도에 대해 22.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    

    업무 스트레스 요인중 조직 요인과 대인 관계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 단기자일수록 이직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높은 수준으로 간호장교의 이직의도에는 업무 스트레스 , 계급 , 총 근무년
수 , 복무 구분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므
로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대책을 세울
때에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 요인과 대인 관계 요인의 업무 스트
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때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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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호사와 군인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간호장교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

  2) 군 간호조직은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단기가 결정되
    지 않은 초급 간호장교와 총 근무년수가 5년 - 6년인 사람을 대상으
    로 군에 대한 매력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관심을 군으로 끌여들이는 이
    직 정책을 개발하기를 제언한다 .

  3)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간호장교에게 적용가능한 개발된 업무 스트레
    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전 군병원 육 ․ 해 ․ 공군 간호장교들을 대상
    으로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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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국군 수도
  병원 남숙영 대위입니다 .

   저는 군 병원에 복무중인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진 간호의 중심에서 군 장병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선 ․후배 , 동료
  간호장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군 간호 현장에서 군인과 간호
  사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이직에 관련
  된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

   본 설문지는 크게 요인별 업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 귀하의 소중한
  자료는 오직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으로만 통계처리되어 사용되며 익명
  으로 처리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 한 문항도 빠짐
  없이 답변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6년 4월

연구자 :  남 숙 영 대위
지도교수 :  이 태 화 교수님
연 락 처 :  016 - 291 - 6079

E-mail  :  n2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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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본본 설설설문문문지지지는는는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문문문항항항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를를를
묻묻묻는는는 문문문항항항으으으로로로 구구구성성성되되되어어어 있있있으으으며며며 문문문항항항별별별로로로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느느느끼끼끼는는는
정정정도도도를를를 √√√√표표표 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요요요 ....

A. A. A. A.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조조조직직직 요요요인인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1. 동기간에 진급의 순서가 다를때
2. 진급의 기회가 적을때
3. 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때
4. 보수가 타 직종보다 적을때
5.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낄때
6. 단조로운 생활로 무기력감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때
7.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를 해
  야할때
8.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려
  움을 느낄때
9. 근무지 이동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때
10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11. 무연고 배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때
12. 근무지 이동으로 새로운 지역의 환경이
  나 사람에게 적응할때
13. 병원마다 다른 각종 시스템에 적응할때
14. 계급이 주는 중압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15. 예상치 않은 잦은 훈련 , 비상 , 파견을 겪
  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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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업업업무무무 요요요인인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1. 입 ․ 퇴원이 많을때
2.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때
3. 휴일없이 오랜 기간동안 근무할때
4. 군의관이 자주 처방을 바꾸거나 수시로
  낼때
5. 근무중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있을때
6. 간호장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할때
7. 환자가 간호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때
8. 이론과 실제에서 간호 업무의 차이를 느
  낄때
9. 타부서와의 관계가 비협조적일때
10. 간호업무 이외의 일까지 책임져야 할때
11.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때
12. 간호 수행시 이용되는 기구조작을 잘 모
  를때
13. 환자 개개인의 상태 파악이 부족할때
14. 간호업무 (투약 , 처치등 ) 수행시 실수나
  누락을 발견했을때
15. 군의관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대
  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때
16.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때
17.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 상
  태가 나빠지거나 호전되지 않을때
18. PRN 근무를 하거나 타병동으로 임시 근
  무를 하러갈때
19. 복잡한 행정처리를 해야할때
20.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를 할때
21. 초 ․ 밤번 근무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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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대대대인인인 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1.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때
2. 동료 간호장교와 관계가 좋지 않을때
3.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때
4. 군의관과 관계가 좋지 않을때
5. 군의관이 간호장교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
  하지 않을때
6. 군의관이 간호장교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때
7. 군의관이 자신의 업무나 책임을 전가할때
8.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군의
  관의 처방을 수행할때
9. 상관으로부터 타인앞에서 비평을 받을때
10. 병동 선임간호장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1. 근무 스케쥴이 불공평할때
12. 간호과 ․ 부장과 관계가 좋지 않을때
13. 의무병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때
14. 의무병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때
15. 상급자의 부당하고 일관성없는 지시를
  받았을때
16. 상급자의 구태의연한 지휘방침을 따라야
  할때
17. 상급자와 견해차이시 의견 전달이 어려
  울때
18. 지휘관 중심의 부대 운영을 볼때
19. 상급자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대할때
20. 하급자의 통제가 어려울때
21. 하급자가 지시를 실행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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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다다다음음음은은은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측측측정정정하하하는는는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의의의견견견입입입니니니다다다 ....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1. 병동내 소음이 심할때
2. 병동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드나들때
3. 병동에 냉 ․ 난방이 적절하지 않을때
4. 휴식하거나 개인위생을 점검할 휴식 공간
  이 없을때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는 생각을 한다
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
  장에서 일하고 싶다
3. 타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상
  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4. 보다나은 조건의 타직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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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특특특성성성입입입니니니다다다 ....

 1. 성별 ① 남 (   )       ② 여 (   )

 2. 연령 만 (    )세
 3. 계급 ① 소위 (   )  ② 중위 (   )  ③ 대위 (   )  ④ 소령 (   ) 

 4. 결혼상태 ① 미혼 (   )     ② 기혼 (   )

 5. 자녀 유무 ① 있다 (   )     ② 없다 (   )

 6. 교육수준 ① 전문대졸 (  ) ② 대졸 (  ) ③ 대학원 재학 ․ 졸업 (  )   

 7. 종교 ① 기독교 (  ) ② 천주교 (  ) ③ 불교 (  ) ④ 기타 (  )

 8. 총 근무년수 (   )년 (   )개월
 9. 현 병원 근무경력 (   )년 (   )개월
 10. 직책 ① 간호장교 (   )    ② 선임간호장교 (   )

 11. 근무장소 ① 내 ․ 외과병동 (   )      ② 중환자실 (   ) 

                ③ 수술실 (   )      ④ 물리치료실 (   )

                ⑤ 정신과 (   )      ⑥ 기타 (   )

 12. 초 ․ 밤번 근무 여부 ① 한다 (   )   ② 안한다 (   )

 13. 복무구분 ① 장기 (  ) ② 단기 (  ) ③ 복무연장 (  ) ④ 미해당 (  )

 14. 복무 기간중 근무지 이동횟수 (   ) 번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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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문항별 업무 스트레스 정도>

    1) 1) 1) 1) 조조조직직직 요요요인인인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N(%) N(%) N(%) N(%)

1. 동기간에 진급의 순서가 다를때 28(8.38) 40(11.98) 67(20.06) 199(59.58)

2. 진급의 기회가 적을때 10(2.87) 34(9.77) 136(39.08) 168(48.28)

3. 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적절한 대우를 받
  지 못할때 1(0.29) 21(6.05) 127(36.60) 198(57.06)

4. 보수가 타 직종보다 적을때 4(1.5) 78(22.41) 166(47.70) 100(28.74)

5.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낄때 8(2.30) 71(20.40) 149(42.82) 120(34.48)

6. 단조로운 생활로 무기력감과 사회로부
  터 소외감을 느낄때 16(4.60) 84(24.14) 160(45.98) 88(25.29)

7.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를
  해야할때 11(3.17) 29(8.33) 146(41.95) 162(46.55)

8.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육아 문제에 어
  려움을 느낄때 1(0.29) 6(1.72) 98(28.16) 243(69.83)

9. 근무지 이동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때 16(4.60) 86(24.71) 174(50.00) 72(20.69)

10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19(5.46) 60(17.24) 136(39.08) 133(38.22)

11. 무연고 배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23(6.61) 94(27.01) 135(38.79) 96(27.59)

12. 이동으로 새로운 지역의 환경이나 사
  람에게 적응할때 18(5.17) 83(23.85) 159(45.69) 88(25.29)

13. 병원마다 다른 각종 시스템에 적응
  할때 10(2.87) 74(21.26) 184(52.87) 80(22.99)

14. 계급이 주는 중압감으로 어려움을 겪
  을때 8(2.30) 85(24.43) 183(52.59) 72(20.69)

15. 예상치 않은 잦은 훈련 , 비상 , 파견을
  겪을때 11(3.16) 85(24.43) 169(48.56) 83(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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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업업업무무무 요요요인인인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N(%) N(%) N(%) N(%)

1. 입 ․ 퇴원이 많을때 8(2.30) 115(33.05) 187(53.74) 38(10.92)

2.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낄때 7(2.02) 76(21.90) 213(61.38) 51(14.70)

3. 휴일없이 오랜 기간동안 근무할때 3(0.86) 33(9.48) 130(37.36) 182(52.30)

4. 군의관이 자주 처방을 바꾸거나 수시로 낼
  때 8(2.30) 102(29.31) 177(50.86) 61(17.53)

5. 근무중 중환자나 응급환자가 있을때 9(2.59) 59(16.95) 213(61.21) 67(19.25)

6. 간호장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할때 23(6.61) 25(7.18) 136(39.08) 164(47.13)

7. 환자가 간호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때 6(1.72) 65(18.68) 208(59.77) 69(19.83)

8. 이론과 실제에서 간호 업무의 차이를 느
  낄때 4(1.15) 84(24.14) 228(65.52) 32(9.20)

9. 타부서와의 관계가 비협조적일때 3(0.86) 61(17.53) 209(60.06) 75(21.55)

10. 간호업무 이외의 일까지 책임져야 할때 2(0.58) 26(7.49) 118(34.01) 201(57.93)

11.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때 6(1.72) 46(13.22) 215(61.78) 81(23.28)

12. 간호 수행시 이용되는 기구조작을 잘 모
  를때 6(1.72) 61(17.53) 215(61.78) 66(18.97)

13. 환자 개개인의 상태 파악이 부족할때 5(1.44) 87(25.00) 210(60.34) 46(13.22)

14. 간호업무(투약 , 처치등) 수행시 실수나 누
  락을 발견했을때 3(0.86) 47(13.51) 186(53.45) 112(32.18)

15. 군의관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대
  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때 4(1.15) 55(15.80) 186(53.45) 103(29.60)

16.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때 5(1.44) 52(14.94) 222(63.79) 69(19.83)

17.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 상태
  가 나빠지거나 호전되지 않을때 6(1.72) 49(4.08) 195(56.03) 98(28.16)

18. PRN 근무를 하거나 타병동으로 임시 근무
  를 하러갈때 19(5.46) 99(28.45) 145(41.66) 85(24.43)

19. 복잡한 행정처리를 해야할때 3(0.86) 76(21.84) 170(48.85) 99(8.45)

20.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업무를 할때 6(1.72) 49(14.08) 190(54.60) 103(29.60)

21. 초 ․ 밤번 근무를 할때 12(3.45) 77(22.13) 179(51.44) 8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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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대대대인인인 관관관계계계 요요요인인인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N(%) N(%) N(%) N(%)

1.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때 7(2.01) 108(31.03) 188(54.02) 45(12.93)

2. 동료 간호장교와 관계가 좋지 않을때 2(0.57) 46(13.22) 159(45.69) 141(40.52)

3. 다른 간호장교와 환자 간호 , 병동 생활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나눌 기회가 부족할때 8(2.30) 137(39.37) 180(52.30) 23(6.61)

4. 군의관과 관계가 좋지 않을때 3(0.86) 72(20.69) 182(52.30) 91(26.15)

5. 군의관이 간호장교의 역할과 능력을 인정
  하지 않을때 0(0.00) 46(13.22) 150(43.10) 152(43.68)

6. 군의관이 간호장교의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때 6(1.72) 43(12.36) 182(52.30) 117(33.62)

7. 군의관이 자신의 업무나 책임을 전가할 때 13(3.74) 33(9.49) 140(40.22) 162(46.55)

8. 환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군의
  관의 처방을 수행할때 4(1.15) 46(3.22) 207(59.48) 91(26.15)

9. 상관으로부터 타인앞에서 비평을 받을때 9(2.59) 27(7.76) 148(42.53) 164(47.13)

10. 병동 선임간호장교와 관계가 좋지 않을때 4(1.15) 38(10.92) 155(44.54) 151(43.39)

11. 근무 스케쥴이 불공평할때 7(2.01) 49(14.08) 168(48.28) 124(35.63)

12. 간호과 ․ 부장과 관계가 좋지 않을때 2(0.57) 54(15.52) 156(44.83) 136(39.08)

13. 의무병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때 7(2.01) 65(18.68) 215(61.78) 61(17.53)

14. 의무병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때 8(2.30) 85(24.43) 205(58.91) 50(14.37)

15. 상급자의 부당하고 일관성없는 지시를 받
  았을때 15(4.31) 24(9.77) 153(43.97) 156(44.83)

16. 상급자의 구태의연한 지휘방침을 따라야
  할때 1(0.29) 45(12.93) 172(49.53) 130(37.36)

17. 상급자와 견해차이시 의견 전달이 어려울
  때 20(5.48) 31(8.91) 187(53.89) 110(31.61)

18. 지휘관 중심의 부대 운영을 볼때 2(0.57) 60(17.24) 183(52.59) 103(29.60)

19. 상급자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대
  할때 21(6.03) 34(9.77) 150(43.10) 143(41.09)

20. 하급자의 통제가 어려울때 7(2.01) 69(19.83) 198(56.90) 74(21.26)

21. 하급자가 지시를 실행하지 않을때 7(2.01) 64(18.39) 191(54.89) 86(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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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약간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N(%) N(%) N(%) N(%)

1. 병동내 소음이 심할때 9(2.59) 104(29.89) 190(54.60) 45(12.93)

2. 병동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드나들때 10(2.87) 91(26.15) 193(55.46) 54(15.52)

3. 병동에 냉 ․ 난방이 적절하지 않을때 6(1.72) 71(20.40) 186(53.45) 85(24.43)

4. 휴식하거나 개인위생을 점검할 휴식 공
  간이 없을때 5(1.44) 73(20.98) 195(56.03) 7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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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문항별 이직의도>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N(%) N(%) N(%) N(%)

1.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
  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9(2.59) 45(12.93) 95(27.30) 140(40.23) 59(16.95)

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7(2.01) 45(12.93) 98(28.16) 129(37.07) 69(19.83)

3. 타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
  으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13(3.74) 102(29.31) 97(27.87) 96(27.59) 40(11.49)

6(1.73) 39(11.24) 66(19.02) 135(38.90) 101(29.11)

4. 보다나은 조건의 타직종이 주어
  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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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 - - -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Nurse Nurse Nurse Nurse officers' officers' officers' officers' work work work work stressstressstressstress

and and and and turnover turnover turnover turnover intentionintentionintentionintention

                                                                                                                                            Nam, Nam, Nam, Nam, sook sook sook sook youngyoungyoungyoung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Department of of of of public public public public healthhealthhealthhealth

                                                                                                                                            The The The The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schoolschoolschool

                                                                                                                                            Yonsei Yonsei Yonsei Yonsei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Nurse officers work at the military health care facility and have 

multiple responsibilities. They supervise materials,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military hospitals as well as take care of soldiers' health. 

More than 90% of nurse officers are educated at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where they spend four years on systematic training both 

as an army officer and as a nurse. Nurse officers start their career with 

pride and self confidence. They often, however, confront difficulties and 

conflicts at the practice settings. They are frequently relocated among 

military hospitals, which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y are 

expected to adapt themselves to new working environments. Work 

stresses are accumulated so they become less satisfied with thei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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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eventually want to leave their job.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work stresses affect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 officers in the army. Three hundred eighty four nurse 

officers working at 14 military heath care facilit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April 19, 2006 to 

May 6.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showed they were under a high level of work       

  stress in general. They felt highest pressure from communication and   

  least pressure from physical environment. Turnover intention of        

  changing other jobs with better work conditions was quite high.

 2. The higher they feel work stress, the more likely they intend to      

  change jobs (r=0.0306, P=<0.0001)

 3. Factors related to works stress of nurse officers were gender, marital  

  status, the number of children, years of experience at the current      

  hospital, and the number of relocations during their service. Higher     

  stress level were shown in women than men, married people than      

  single, and people with children than without. 

 4. The turnover intention was related with age, class, tenure and        

  military service classification. A total of seven variab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factor, work     

  factor, personal-relation factor, physical environment factor, class,      

  tenure, and military service classification. Those variable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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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of the variance of nurse officer'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make systematic efforts to reduce 

work stress on communication in nurse officer's society. It is also 

suggestive to develope new policies to help senior lieutenants who have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on nursing for five to six years to 

expand their services further to the army society as well as to the 

public.

Key words : nurse officer, work stress,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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