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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

신규간호사의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성공 인 역할 이행은 간호의 질

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요하다. 그러나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간호사로의 역

할 이행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직 는 직을 결정하는 등 이행과

정에서 도하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고, 요인 간 경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

하는 재 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구축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경력

몰입을 이행의 결과변수로, 역할정체성을 과정변수로 하여 이들 간호사 역할 이

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직 자아개념,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개인 , 조직 ,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

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커뮤니티 스 입에 가입한 2012～2013년 수도권내 4년

제 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경력 1～2년차 신규간호사 체 1,802명을 상

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4월 4일까지 HTML에

기반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에 응답해 상자는 총 271명

이었으며, 이 20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수 인 경력몰입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

인은 문직 자아개념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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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직, 간 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문직 자아개념을 매개요인으

로 하여,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근무환경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신규간호

사의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기 한 로그

램 개발 시, 무엇보다 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한 략을 우선 으로 포

함하고, 이를 한 방안으로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제고를 한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 차원에서는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에 앞서

동료 상 자를 통한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

를 마련하는데 힘쓸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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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보건의료 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상자와 가

장 이 많은 핵심인력으로, 속하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안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상자에게 안 하고 수 높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Dyess &

Parker, 2012). 이에 간호 학에서는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 필요한 이론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 간호실무 장에 빠르게

응하여 간호 문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선경, 박선

남, 정석희, 2012). 그러나 신규간호사는 보건의료 환경 안에서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며, 직장의 이동 는 직업

의 환을 결정하며 간호사로의 이행과정에서 도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Beecroft, Santner, Lacy, Kunzman, & Dorey, 2006). 이에 신규간호사의 간호

학생에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은 수 십 년 동안 간호계의 주된 심사이자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행에 해 Kramer (1974)는 간호학생들이 기 했던 간호사 역

할과 ‘ 실세계’에서의 냉혹한 실의 불일치를 ‘ 실충격(reality shock)’으로,

Duchscher (2009)는 ‘이행충격(transition shock)’으로 표 하 다. 실충격은 수

십 년간 신규간호사의 이행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오늘날 환자들의 증도가 심

해지고 의료장비가 복잡해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Dyess & Sherman, 2009).

신규간호사는 간호 학생이 간호사로 이행하는 통과의례로, 새로운 도 으로

인한 흥분과 함께 스스로 지각하는 간호사로서의 역량과 조직의 기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간호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스트 스를 경험하는 등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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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다(Newton & Mckenna, 2007; Duchscher, 2009). 특히, 입사 후 1년은

학습, 태도, 이직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요한 기간으로 직무스트 스가 가

장 높다(Duchscher, 2009; Nash, Lemcke, & Sacre, 2009). 이로 인해 자신의 경

력 리에 있어 가장 요한 ‘간호사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한 한

기로에 서게 되며(Australian University Teaching Committee, 2002), 실제로

세계 으로 많은 수의 간호사가 이시기에 이직을 하거나 완 히 간호 문직을 떠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ecroft et al., 2006).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규간호사

의 이직률은 국외는 28～47%(Bowels & Candela, 2005; Nelson, Godfrey, &

Purdy, 2004; Canadian Nurse Association, 2007), 국내는 2012년 33.6%, 2013년

29%이었으며(병원간호사회, 2013, 2014), 이직 의도는 미국 20～60%, 우리나라

70%로 매우 높았다(Krugman et al., 2006; Rush, Adamck, Gordon, Lilly, &

Janke, 2013; 윤혜미, 2009).

Benner (2004)에 따르면 간호의 문성 개발을 한 기본 요건은 경험으로,

무엇보다 경력개발이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 학에서 졸업생을 배출

하는 것도 요하지만 졸업 후 간호사로서 경력을 개발하는, 즉 간호사로 성

공 으로 이행하는 것이 간호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신규간

호사가 실무교육과 경험을 통해 문직 간호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간호사의 성공 인 이행은 간

호사 보유율 증가, 비용 감소는 물론, 안 하고 수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나

아가 간호 문직의 발 을 해 필요하다(Scott, Engelke, & Swanson, 2008;

Goode, Lynn, KresK, & Bednash, 2009).

지 까지 수행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 연

구들은 부분 스트 스, 지식 기술 부족 등 부정 인 측면에 을 맞춘 반

면, 최근에는 국외에서 역할 이행을 돕기 한 로그램에 한 연구가 발표되는

등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Rush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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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Hawker, & Carrier, 2011). 반면, 국내연구들은 부분 신규간호사의

‘ 응’이나 ‘경험’을 탐색한 질 연구 는 조직사회화 이론에 근거하여 병원이라

는 조직에 응하는 과정에 을 맞추었다(유정숙 등, 2012; 지은옥, 2009; 최정

실 & 양남 , 2012; 손인순 등 2008; 최순옥, 2004).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는 조직사회화에 련된 요인으로는 국외연구에

서는 지지 인 업무 환경, 정 인 리셉터십 경험, 통합 오리엔테이션과

정, 직무만족도 등 업무환경과 련된 것들이 부분이었으며 자신감, 의사소

통능력, 임상지식 실무경험, 비 사고능력 등 개인 소양과 역량이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insmeister & Schafer, 2009; Casey, Fink,

Krugman, & Popst, 2004; Pfaff, Baxter, Ploeg, & Jack, 2014; Phillips,

Kenny, Esterman, & Smith, 2014). 국내연구에서는 개인 성장, 경제 ‧환경

만족도, 자부심, 동료 간호사의 지지, 조직의 지원체계, 간호 상자의 정

피드백, 인 계,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조직 규모, 상호신뢰성 등이 신규

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실 & 양남 , 2012; 손

인순 등 2008; 최순옥, 2004).

이와 같이 지 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과 련된 요

인들을 부분 개별 조직 차원에서 단편 , 탐색 으로 확인한 수 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신규간호사의 문직 역할 이행에 을 맞춘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로서 역할 이행을 Meleis

의 이행이론을 토 로 지 까지 이 진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여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

행을 진하는 재 로그램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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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효과를 확인하고,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는 재 로그램 개

발을 한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수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계를 확인한다.

둘째,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측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한다.

셋째, 가설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합도를 검증하고,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간 효과 총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검증을 통해 확인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을 제시한다.

C. 용어의 정의

1. 간호사 역할 이행 변수

1) 역할정체성

역할정체성이란 특정 사회 지 의 유자로서 스스로를 해 고안한 역할과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McCall & Simmons, 1978). 본 연구에서는 Mackenzi

(1998)가 개발하고 박문상(2012)이 번안한 역할모호성 도구로 측정한 수로,

수가 높을수록 역할모호성 정도가 낮고 역할정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5 -

2) 경력몰입

경력몰입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 심리 애착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심리상태이다(Aryee & Tan, 1992). 본 연구에서는 Blau

(1985)가 개발하고 문인오(2010)가 번안한 경력몰입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

하며, 수가 높을수록 경력몰입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2. 간호사 역할 이행 련 변수

1) 문직 자아개념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해 스스로 지각하는 느낌과 견해로

(Arthur, 1990), 본 연구에서는 Angel (2012)이 개발한 문직 자아개념 도구로 측정

한 수를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문직 자아개념이 정 인 것을 의미한다.

2) 인 계능력

인 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dner, Kornhabern, & Wake, 1995). 본 연구에

서는 Guerney (1977)가 개발하고 문선모(1980)가 번안한 인 계능력 측정도구

를 기 로 장혜숙(2006)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인 계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3) 임상수행능력 역량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

를 총체 으로 의미한다(이윤하, 2011). 본 연구에서는 Blanzola 등(2004)이 간호

사 인턴십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수를 의미

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역량이 높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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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간호사가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 환경과

개인간 상호작용 등 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Friese, Lake, Aiken,

Silber, & Sochalsk, 2007). 본 연구에서는 장세진(2005)이 Karasek 등(1988)의

고용특성에 한 연구(US Quality of Employment Survey)에서 사용한 직무

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에 맞게 번역

한 내용을 토 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단축형으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근무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5)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개인이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으로,

스트 스 반응에 한 개인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정의된다(Cohen &

Wills, 1985). 본 연구에서는 Caplan 등(1980)의 사회 지지 도구 문항 최가

(2000)이 사용한 직장에서의 상 자 동료의 지지와 련된 12문항을 통해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사람들이 간호사에 해 인식하는 이미지로, 간

호사에 한 신념, 생각, 느낌 등의 총합으로 정의된다(Kalisch & Kalisch, 1982).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나 직업에 한 지역사회의 평가와 지지에 한 인식으로

사회 지지를 평가하기 해 개발된 척도(Koeske & Koeske, 1989) 박승규

(2001)가 번안한 가족, 친구, 이웃이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에 해 평가한 수를

의미한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정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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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A.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1. 이행

이행은 상하거나 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events) 는 그와 련된 일련의

사건(series)으로, 한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나 조건으로 변화하는 과정 혹은

결과이다(Schmacher & Meleis, 1994).

상담학자인 Schlossberg (1995)는 이행이란 “어떤 변화 안에서의 사건 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결과(event or nonevent resulting in change)” 라고 정의

하 으며,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 기(crisis)’ 신 립 이고 정 인 ‘이행

(transition)’으로 표 하 다. 이행의 단계는 이행에 한 근과 잠재 자원의

활용으로 구분하 다. 이행에 한 근은 유형, 향, 맥락을 고려하여 이 져

야 하며 잠재 자원을 통해 행동, 역할, 학습, 지각 등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

하 다. 잠재 자원은 상황(situation), 자신(self), 지지(support), 략(strategy)

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성인은 잠재 자원의 활용에 해 한 상담이나 도

움을 받으면 이행을 보다 잘 비하고 장애요인을 쉽게 극복할 수 있어 정 인

심리사회 발달을 가져온다 하 다.

Nicholson과 West (1988)는 이행의 단계를 심리 비(preparation), 실 충

격과의 맞닥뜨림(encounter), 조정(adjustment), 안정(stabilisation) 등 네 단계로

제시하 다. 심리 비는 기술과 역량을 비하는 기간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경력을 변경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짧은 심리 비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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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닥뜨림은 역할에 한 심리 비를 마치고, 채용면 을 시작으로 첫

출근 후 1주일로 변할 수 있으며, 사회 요인들이 보다 많은 향을 미친

다. 맞닥뜨림과 조정단계는 Van Maanen과 Schein (1979)의 조직사회화 이

론에 따르면 신입직원이 조직에 응하는 시기로, 다양한 략이 필요하다.

즉, 조정단계는 개인의 기술과 지식 등 역량이 조직문화로 옮겨가는 시기로,

의사소통능력이나 인 계능력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정단계는 새

로운 조직문화를 수용하고, 역할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이 감소되는 시기로

상 자의 향을 많이 받는다. 이행주기는 2개 이상의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

기도 하며, 각 단계의 상 인 성공은 이 단계의 성공의 향을 받는 것

으로 설명하 다. 그러나 이행주기를 통한 개인의 발 은 발달과업에 의한

것보다는 상된 역할 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간호사

에게 있어 성공 인 간호사 역할 이행은 경력과 련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간호학생이 간호 학에서 간호사로의 교육

비를 마치고, 여러 다학제 문가로 구성된 건강 리 의 일원으로서 간호

문직 문화, 새로운 근무환경에 응, 사회화되는 과정이다(Phlillps et al., 2014;

Nash et al., 2009). 이 과정은 모든 신규간호사들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성

공 인 이행을 해서는 열정과 격려가 필요하다(Schoessler & Waldo, 2006). 간

호학생들은 간호 학과 임상 장을 분리된 세계(worlds)로 표 하며, 간호 학에

서 배운 간호지식과 임상실무의 비일 성으로 인해 고군분투한다(Grealish &

Trevitt, 2005). 이와 같은 상황은 이론과 실의 간격(theory-practice gap)이라고

불리며 오랜 기간 간호계의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Marion, Pauline, Kathryn,

& Juli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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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mer (1974)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은 실충격이며, 이행 단계를

월(honeymoon), 충격(shock), 회복(recovery), 해결(resolution)로 제시하 다.

Meleis (1991)에 따르면 이행 인 사람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행 변화가 요

구되며, 이를 통해 사회 맥락 속에서 자아개념을 정비해 나간다. 특히 신규간호

사에게 있어 이행은 간호사로서 문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강조하 다.

Duchscher (2009)는 간호학생이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 신체, 정서

불안감 등을 ‘이행충격’이라고 정의하고, 간호사 역할을 통해 얻는 경험과 역

량, 자신감과 같은 간호사 됨(being), 간호업무수행(doing), 앎(knowing)의 세 단

계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다른 지원 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기 간호

사 됨의 단계에서는 임상업무를 포함한 처방 지도가 필요하며, 간호업무수행

단계에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나 에 한 검증이, 마지막 앎의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임상 질문에 해 답변할 수 있고 동료를 지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 다.

Benner (2004)는 간호에서의 기술 획득 단계를 보자(novice)로부터 진보된

보자(advanced beginner), 임자(competent), 숙련자(proficiency), 문가

(expert)로 구분하고 간호사의 경력개발모델을 제시하 다. Benner에 따르면 신

규간호사가 문직 간호사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경력 단계에 따른 지원, 코

칭, 건설 인 피드백 등이 필요하다. Santucci (2004)는 간호사들이 경험에 따라

직면하는 성장에 해 역할 통합(role integration), 임상 술기 인 계능력,

가치의 재편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성장은 지지, 멘토십, 인턴십, 합숙훈련, 리

셉터십 등 조직화된 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 다.

이와 같은 고찰에 따르면 신규간호사가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성공 으로 이

행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략이 필요하다. 이에 재까지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은 이행 경험과 인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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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량, 보유,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조직 인 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

었으며(Rush et al., 2013), 특정 로그램에 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되

었다. 그러나 각 문헌에서 제시한 간호사 역할 이행을 한 로그램들은 부분

오리엔테이션을 확장한 개념으로 펠로우십, 인턴십, 학외연수(externship), 신규

졸업간호사 로그램, 합숙훈련 등 다양하게 명명하 으며 그 기간도 10주에서 1

년으로 범 하 다.

미국의 ‘US National Council of Nursing’s Regulatory Model for

Transitioning New Nurses to Practice’와 스코틀랜드의 ‘Flying Start Program’

등 국가 차원에서 신규간호사의 이행을 진하기 한 로그램을 운 하는 나라

도 있었다. 특히, 미국은 버몬트(Vermont) 간호사 인턴십 로그램, 터키간호국

(Kentucky Board of Nursing)에서 운 하는 이행 로그램 등 주정부와 간호

회의 력 하에 이 지는 로그램도 있었으며(Spector & Li, 2007), NCSBN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에서는 간호사 역할 이행 로그램

을 개발하는 등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기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Starr와 Conley (2006)는 졸업 에 간호교육 로그램의 학외 연수 등이 간호

역할 성장을 진한다고 제시하 으며, 리셉터십이나 성찰(reflection), 건설 인

피드백, 한 자원 지원체계, 안 하고 신뢰할만한 근무환경 등이 신규간호

사의 이행을 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antucci, 2004). 특히, 체계 이고 조직

화된 이행 로그램은 교육 성과는 물론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춰 보유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장에서 권장하고 있다(Krugma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Meleis의 이행이론에 근거하여

이행 반응양상으로 직 이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력변경의도와 이직의도

를 고려하 으나, 이들 부정 지표를 신해 선행연구(Blau, 1985, 1988, 1989;

Aryee & Tan, 1992; Carson & Bedeian, 1994; 박상례, 2005)에서 이들 요인과

련 있는 표 인 변수로 제시한 경력몰입과 역할정체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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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할정체성

역할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발 된

개념으로 정의 한 다양하다. Rizzo 등(1970)은 “하나의 사회구조 속에서 어떤

직 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일련의 기 ”로, Roos & Starke (1981)는 “어떤

직 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가 부여한 태도, 가치, 행동으로 특정 직 를

유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기 ”라고 정의하 다

역할정체성은 특정 사회 지 의 유자로서 자신을 해 고안한 역할과 성격

으로 정의되며(McCall & Simmons, 1978), 유사한 개념으로는 역할사회화(role

socialization)가 있다. 간호에서 역할사회화는 간호사 역할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응하는 동안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행동양식 가치 을 내

면화함으로써 문직 간호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한윤복, 1984).

Eckhardt (2002)는 간호사의 역할사회화를 간호 문직의 정체성, 즉 간호 문직

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간호직 정체성

의 향요인은 직업만족도, 인 계, 조직몰입 등이다(강 숙 등, 2002; 황선미,

2012).

역할정체성의 해요인으로 꼽히는 역할스트 스는 간호사가 스스로에게 기

되는 역할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 즉, 역할

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 과소시 경험하는데, 특히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이 리 알려진 스트 스 요인이다(박성애, 1996). 역할스트 스는 신규간호사의

이행 기간 나타나는 이행 충격의 한 요소로, 스스로가 인지한 역할과 실제 역할

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단 로 자신감 결핍,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 등과 련

있다(Charnely, 1999; Chang & Hancock, 2003). 결국 이러한 역할스트 스는 역

할정체성을 하시켜 직무불만족 소진, 경력몰입 하, 이직의도 증가 등 부정

인 향을 주며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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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모호성은 역할명확성과 반 되는 개념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

하여 나타나는 직무수행의 불확실성이다(Rizzo, 1970). 즉, 역할에 한 부 한

정의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역할이 요구하는 임무와 책임, 권한을 명확하

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직과 불만족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박미경, 2000).

특히 간호사는 자신의 역할이 애매할 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때, 역할 수행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때 역할모호성을 경험하며,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하,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과정지표인 역할정체성을 역할모호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경력몰입

경력(careers)은 개인의 직장생활 가운데 업무와 련된 행 와 경험의 연속으

로 정의되며(Arthur, Hall, & Lawrence, 1989),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 심리 애착을 가지고, 련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Aryee & Tan, 1992). 경력몰입에 한 개념

은 1950년 에 등장했으며, 문직을 상으로 확산, 발 하 다(Gardner, 1992).

Gardner (1992)는 간호에서 경력몰입은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하는 요한 부분

으로서 경력을 키우기 해 몰두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경력몰입 측정도구를 개발한 Blau (1985)는 경력몰입을 자신이 선택한 문직

는 직업에 한 일반 인 태도로 정의하 다.

경력몰입은 조직사회화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직무몰입 조직몰입과 구별

되는 개념이다(Hall, 1971). 직무몰입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한 몰입으로

단기 인 성격이 강한 반면, 경력몰입은 여러 련 직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

기 이고 오랜 기간 축 된 직업에 한 주 인식과 련 있다. 조직몰입이

자신이 몸담은 특정 조직에 한 몰입을 의미한다면, 경력몰입은 자신의 경력분

야에 한 내 인 목표와 련 있다(Colarelli & Bishop,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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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1971)에 따르면 이 세 개념은 서로 상 성은 있으나, 인과 계에 놓여 있

지는 않다. 즉,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은 낮지만 경력몰입이 높을 수 있고, 경력몰

입은 낮지만 직무 는 조직몰입은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있어 경

력몰입은 이직 직무성과와 연 되어 경력몰입이 낮은 간호사는 직의도가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ardner, 1992). 즉, 경력몰입은 이직보다는 직과, 조직몰

입은 직보다는 이직과 련 있음을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에게 있어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은 간호 학을 졸업하고 간

호사가 된 후, 다른 직종으로 직하지 않고 간호 문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는 심리상태가 확고한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ardner (1992)

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있어 경력몰입은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력

몰입이 높은 간호사가 이직 혹은 직을 하지 않고 지속 으로 간호 문직에 몸

담으로써 환자간호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간호 문직의 발 을 가져올 수 있다.

경력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학

특성, 개인 특성, 조직 특성, 역할 특성, 사회 특성, 직무 경력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 임숙빈, 2012). 인구

학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정도, 성별, 결혼여부 등이 향을 미쳤으며(Wright

& Bonett, 2002; Sikorska-Simmons, 2005; Karrasch, 2003), 개인 특성은 자기

효능감, 성장욕구 등이, 역할특성으로는 역할모호성이, 경력 직무 특성으로는

경력기간, 근무부서, 직무 합성 등이, 사회 특성으로는 배우자 가족의 지지

체계 등이, 조직 특성으로는 조직의 지지, 조직의 경력 리 등이 향을 미쳤다

(김명숙, 2008; 이미 & 임숙빈, 2012). 이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성장욕구강도가 높을수록,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낮을수록 경력몰입이 유의하

게 높았으며, 조직의 후원인식이 경력몰입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계능력 의사소통 등도 간호사의 경력몰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Mrayyan & AI-Faour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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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몰입을 결과변수로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경력변경의도가 감소하 으며, 간호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은, 2000; 변정임, 2001; Mrayyan & AI-Faouri, 2008). 특히 이직의

도의 30%, 경력변경의도의 39.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Lu, Lin, Wu,

Hsieh, & Chang, 2002). 최근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임상간호사의 경력

변경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경력몰입

이었다(최 주, 2014).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경력몰입은 개인 요인을 비롯해, 조

직 요인, 사회 요인의 향을 받으며, 직과 이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력

변경의도 이직의도의 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기 한 목 이 신규간호사의 이직과 직을 감소시키는데 있

는 만큼 경력몰입은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측정하는 결과변수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 15 -

B. 간호사 역할 이행 련 요인

Meleis의 이행이론에 따르면 이행을 진, 해하는 조건은 개인 (personal),

지역사회 (community), 사회 (social)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행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요인을 공동체, 즉 조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인 요인으로는 신규간호사가 겪는 삶의 경험에 한 질 연구를 통해

공통 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로 업무 경험하는 인 계문제가 제시되었으며

(서연옥 & 이경우, 2013), 개인 성장, 경제 , 환경 측면에서 직무만족도와 자

부심, 학생시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직 선택동기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유정숙 등, 2012; 지은옥, 2009). 국외연구에서는 자신감, 의사소통능력, 임

상지식과 실무경험, 비 사고능력 등이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sey

et al., 2004; Pfaff et al., 2014; Phillips et al., 2014).

조직 요인으로는 동료 간호사의 지지(공감해주기, 격려해주기, 심 가져주

기, 동기간의 지지), 시스템 지원, 간호 상자의 정 피드백 등이 진요인

으로 드러났다(유정숙 등, 2012). 한 체계 이고 실제 인 교육 로그램, 개인의

의견과 성을 고려한 부서배치 등이 신규간호사들의 간호 장 응에 있어 복합

으로 작용하 다(지은옥, 2009). 국외연구에서는 직장 내 지지, 동료와 리셉터

와의 계, 근무환경, 소속감, 직무만족도 등이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이행에 향

을 주는 요인들로 밝 졌다(Casey et al., 2004; Pfaff et al., 2014; Phillips et al.,

2014).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 요인은 자신감, 의사소통능력

인 계능력, 임상지식 실무경험, 비 사고능력 등 개인 요인과 동료

조직의 지원, 근무환경 등 조직 요인, 간호 상자의 정 피드백 등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등 사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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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요인

1) 문직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신의 모든 것, 즉 개인을 표하는 것으로 ‘나는 구인가?’에

한 답변이며(James, 1963), 개인이 스스로에 해 가지는 지각, 신념 태도의

체계이다(Felker, 1974). 건강한 자아개념은 다양한 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직무만족도, 인력 보유 등과 같은 요한 심리학 , 행 결과

들에 향을 주는 매개요인으로서 가치 있다(Cowin, 2002).

간호에서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스스로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와

련되며(Arthur, 1990), 간호 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간호정체성 발달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kase, Kershaw, & Burt, 2002). 건강한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사들은 환자 간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 빈약한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사는 부정 인 방식으로 향을 다(Arthur, 2007). 한 간호사의 빈

약한 자아개념은 높은 스트 스, 소진, 이직 등과 계된다(Cowin, 2001).

이에 여러 문직들과 업이 필요한 간호사에게 있어 문직 자아개념의 발달

은 효율 인 업무 수행과 수 높은 간호 제공은 물론, 스스로의 만족과 함께

문직으로써 간호사의 치를 확립하기 해서 필수 이다(박상연, 2004). 이러한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 학에서 간호학생으로서 교육받는 기간에는 물

론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발달한다(김춘길 & 노춘희, 1999). 특히

자아개념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향을 주는 개념 틀로, 신규간호사에

게 있어 계속해서 간호 문직을 유지할 것인지를 측하는 요 요인으로 작용한

다(Arnold & Boggs, 1999; 유지수, 김조자, 이원희, & 박지원, 1987).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은 인

계능력, 직무만족, 역할 수행, 조직몰입과 순상 계를 보 다(김원경 & 정경희,

2008; 최진 & 박 숙 2009; 서동희 & 오상은, 2005). 반면 이직의도와는 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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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여,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이 무 지면 역할정체성이 하되어 결국 이

직의도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김주선, 2001). 한 문직 자아개념이 낮을 경우

역할정체성이 하됨에 따라 역할스트 스가 증가하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문직 자아개념과 역할 갈등 간에 유의한 상 계가 보고되었다(이숙자, 2004).

결국, 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아존 감 자신감이 함께 높아져

간호 문직의 발 을 이끄는 데 반해 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경우에는 간호의

생산성을 낮춰 간호 발 의 해요인으로 작용한다(Arthur, 1990). 따라서 문직

자아개념은 신규간호사에게 있어 성공 인 역할 이행을 측할 수 있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2) 인 계능력

인 계는 조직사회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 하는 계를 말하며,

인 계능력은 조직사회 내에서 타인의 마음과 감정, 느낌 등을 이해함으로써 조

화를 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dner et al., 1995). 간호사는 간호

장에서 다양한 상자에게 안 하고 수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보호자, 의사,

동료 간호사, 타 부서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과도 원만한 력 계를 맺고 유지

해야 하므로, 간호사에게 있어 효과 인 인 계능력은 매우 요한 구성요소이

다(임숙빈 & 김은경, 2008; Dearing & Steadman, 2011).

그러나 임상 장에서 간호사들은 인 계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인

계갈등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올라가는 등 간호생산성에도 부정 인 결과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 순 & 김미 , 2009). 특히 인 계는 간호사에게

이직 결정을 보류하는데 있어서도 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Tourangeau et al., 2009). 간호학생들도 상자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에

해 스트 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인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Duchsch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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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인 계능력과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문직 자아개념

자아존 감,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이직의도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숙 & 김종경, 2010; 염은이 & 해옥, 2013; 이

수진, 2013). 이상의 고찰에 따르면 인 계능력은 간호사에게 있어 꼭 필요한

덕목으로, 개인 측면에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측하기 한 요

인으로 의미가 있다.

3) 임상수행능력 역량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

를 총체 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이윤하, 2011), 윤리 이며 인 간호를 수행하

기 해서는 꼭 필요하다(Nilsson et al., 2014). 간호사는 간호 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본 인 간호역량을 배양하고, 임상 장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맞춤형 교육 로그램이 용되어야 한다(Nilsson et al., 2014).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포 이고 추상 , 인 개념으로, 간호교육자나 임

상실무자가 기 하는 효율 인 간호수행능력을 의미하며(이원희 등, 1990), 신규간

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 응하여 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신연화, 이해정, & 임연정, 2010). 특히 신규간

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상자를 한 안 하고 수 높은 간호는 물론, 효율 인

병원 업무와도 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ott, Engelke, & Swanson, 2008).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과 련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간호 학 4학년

생들을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임상실습수행 불안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의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질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이 이행을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월숙, 엄주연, & 이태화, 2014;

Phillips et al., 2014).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역할 이행의

개인 차원에서 이행을 측하는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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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요인

1)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의 으로는 단순한 물리 환경에서부터 의 으로는 직무 수행

과 련된 각종 리 요소, 인간 계, 물리 여건 등을 총체 으로 일컫는다

(박경효, 2002). 간호에서는 간호사가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 환경과 개인 간 상호작용 등 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Friese et al., 2007).

신규간호사의 부분은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종사하기 때문에 병원의 근무환

경은 매우 요하다. 한 병원의 근무환경은 간호사를 채용하고 보유하는 데 있

어 요한 향 요인이다(Aiken et al., 2008). Takase, Kershaw와 Burt (2001)는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는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강기

노(2012)는 근무환경과 간호 문직 이 정 인 상 계를 가진다고 하 다. 한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소진 등에 향을 미치며, 근무환경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one et al., 2003; Baernholdt & Mark, 2009). 신규간호사의 경우, 개인 역량

에 상 없이 근무환경에 응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은

문직 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직무불만족과 소진을 가져오고 결국 이

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Baernholdt & Mark, 2009). 반면,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업무수행 자신감 간호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임상수행능력의

유의한 측인자로 나타났다(Chang et al., 2006; 신연화 등, 2010).

근무환경을 간 으로 반 할 수 있는 지표로는 직무스트 스가 꼽힌다. 직무스

트 스는 직무와 련해 외부 에 한 신체의 반응, 환경 요구와 유기체의

반응능력 간의 불균형, 자원의 이나 손실 등을 발생할 수 있는 험인자로(장

세진 등, 2005) 경력 간호사에 비해 신규간호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오명옥, 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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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 김양원, 2011; Wu, Fox, Stroke, & Adam, 2012). 직무 스트 스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Wu et al., 2012). 이와 같은 고찰을 토 로 근무환경을 신규간

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있어 조직 차원의 측 인자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개인이 인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 인 자원으로,

스트 스 반응에 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한 요인이다(Cohen & Wills,

1985). 박지원(1985)은 사회 지지의 지각경로를 간 , 혹은 직 인지로 구

분하고, 간 지지는 사회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것으로 기 되는 정서 지

지, 정보 지지, 물질 지지, 평가 지지로, 직 지지는 유 감, 자신감, 신

뢰감에 한 지각정도라고 설명하 다.

박경희(1995)에 따르면 사회 지지는 간 으로 지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

인지하는 주 측면, 즉 직 지지가 더 요하다고 하 다. 이는 주변에

지지체계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각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조직의 정책, 상 자, 동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으

로,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응과 이직, 직무성과에 향을 미친

다(Park, Wilson, & Lee, 2004; Allen, Shore, & Griffeth, 2003). 신규간호사에게

는 이행 단계에서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요구되며, 동료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신감과 역량, 자존감, 극복력(resilience), 직무만족도 북돋움(empowerment)

을 높이고, 자신감 결핍으로 인한 업무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성공 인 이행을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hillips et al., 2014; Walker, Earl,

Costa, & Cuddihy, 2013; Wangensteen, Johansson, & Nordstrom, 2008;

Tastan, Unver, & Hatipogl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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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근무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가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

직 차원의 이행 조건에 이 두 변수를 용하여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을 측하고자 한다.

3. 사회 요인

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간호 문직은 일 자체를 떠나서 공공의 발 과 유익을 꾀한다는 에서 사회에

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신연순, 1995). 이를 반 하듯 간호사는 미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문직 가장 정직하고 윤리 인 문직 1 로 수 년 동안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이 신뢰하는 직업 2

로 선정되었다(간호신문, 2009).

국내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한 연구는 고등학생을 비롯해 간호 학생, 일반

인, 의료인 등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간호사에 한 이미지는 사

람들이 간호사에 해 갖는 신념과 념을 비롯한 인상의 총합으로(Kalish &

Kalish, 1982), Kelly (1980)는 간호사에 한 이미지는 간호계 내부의 요소보

다 사회 인식 등 외부에 의해 조 된다고 하 다. 이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간호사의 역할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향을 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간호사 이미지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 학생들은 간호사에

한 이미지가 문직 자아개념과 정 인 상 계를 보 으며, 문직 사회화과정

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9; 이정애, 2004; Takase,

Kershaw, & Burt, 2002).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에 한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가 지각한

지역사회에서의 지지를 통해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간 으로 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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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지역사회 지지란 직장이나 직업에 한 지역사회의 평가와 지지에 해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이 많

고 향을 미칠 것 같은 가족, 친구, 이웃이 자신의 직장이나 직업에 해 평가하

는 것이다(박승규, 2001). 박승규(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지지는 사회사업 문직 정체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향을 것으로

상되며, 이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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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 기틀

A. 이론 기틀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구축하 다. Meleis 등

(2000)에 따르면 이행이론의 간호학 이론 구성과 명제는 역할이론에서 유래

되었으며, 역할이론의 역할보완(role supplementation)이 간호 재과정의 개념

기틀로 작용하 다. 한 임상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이행에 한 다양한 사례

들을 분석함으로써 이행이론을 발달시켰다. 이행이론의 개념은 이행의 본질

(nature of transition)인 유형(types), 양상(patterns), 속성(properties), 이행의 조건

(transition conditions: facilitators and inhibitors),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 간호치료(nursing therapeutics)이다(그림 1).

각 개념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행의 유형은 사춘기, 폐경기와 같은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이행, 직업이나 역할의 변화로 인한 상황 이행, 건강과 질

병, 정치사회 변화에 따른 조직 이행으로 구분된다. 신규간호사의 간호학생에

서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은 상황 이행에 속한다. 이행의 양상은 단일(single),

다차원(multiple), 순차 (sequential), 동시 (simultaneous), 련된(related), 련

없는(unrelated)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행의 속성은 인식(awareness), 개입

(engagement), 변화와 차이(change and difference), 시간주기(time span), 결정

순간과 사건들(critical points and events)을 포함하며, 이들 속성은 서로 연 되

어 있다. 즉 인식은 이행 경험에 한 지각과 지식, 깨달음을 포함하며, 이행 경

험은 이행에 있는 개인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Chick & Meleis,

1986). 개입은 정보수집, 역할모델 사용, 실무와 자질 등 개인이 이행을 해 능

동 으로 비하는 것으로 인식 정도에 따라 향을 받는다. 변화와 차이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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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이행이 변화의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변화를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한다는 것이며, 차이는 개인마다 이행에 해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행은 이행과정의 입구가 있고, 과정을 통과하면 명확한 종료 시 이

있다는 시간 특성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행 과정 가운데 결정 사건이 존

재한다.

이행의 조건은 원활한 이행과정을 통해 성공 인 이행을 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개인 , 지역사회 , 사회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차원으로는 의미(meaning), 문화 신념과 태도(cultural beliefs and attitudes),

사회경제 수 (socioeconomic status), 비정도 지식(preparation and

knowledge)이 포함된다. 간호치료는 이행이론에서의 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행에 한 비도 사정, 이행에 한 실제 비(교육과 환경변화 진), 성공

이행을 한 역할보충 등을 통해 건강한 이행을 목표로 제공된다. 이행이 성

공 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건강한 반응양상인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로 설명

된다. 과정지표는 연결감(feeling connected), 상호작용(interacting), 치감

(location and being situated), 자신감 개발(developing confidence and coping)로

결과지표는 숙련된 기술(mastery), 유동 으로 통합된 정체성(fluid integrative

identities)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의 경험은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결과

로 나타나는데, 정체성은 유동 이고 역동 으로 재구성된다. 이를 종합하면, 성

공 인 이행을 해서는 이행을 경험하는 개인의 유형과 양상의 다양한 속성을

악하고, 이행의 조건을 진시킬 수 있는 이행 재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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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행이론(출처: Meleis, Sawyer, Im, & Schumacher,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이행이론에 기반 하여 경로와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행의 조건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간호사 역할 이행 련 요인들을

이행이론에서 제시한 개인(personal), 지역사회(community), 사회 (social) 차원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사회는 신규간호사에게 있어 가장 큰

향을 끼치는 직장 공동체, 즉 조직 차원으로 재정의 하 다. 개인 차원으로

는 간호사에 한 문화 신념과 태도( 문직 자아개념), 지식 실무 비(임

상수행능력 역량, 인 계능력) 등을 포함하 으며, 조직 차원으로는 근무

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를, 사회 차원으로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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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포함하 다. 이들 이행 련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련이 있다고 밝 진

요인들끼리 화살표로 경로를 설정하 다. 과정 지표로는 역할정체성을, 결과지표

로는 경력몰입을 용하 다(그림 2).

한편, 이행의 본질에 해서는 상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난 역으로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간호치료의 경우는

재 국내에 이행 로그램으로 명명하여 운 하는 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

외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의 확장된 개념으로 리 쓰이고 있는 만큼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과 리셉터십, 보수교육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유

수, 2010; 지은옥, 2009)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은 모두 정규, 비정규 형태의 오

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며, 79.4～99%가 정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

타났다. 리셉터십은 선행연구(김태숙, 2002; 김창희 등, 2001)를 통해 확인한

결과, 1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서 41.3～55% 수 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보수교육은 신규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면제 상이며, 이후부터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에게

제공되는 간호치료는 어느 정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는 가정 아래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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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의 개념 기틀

B. 분석 가설 모형

1. 가설 모형의 개발

개념 기틀을 토 로 구성된 가설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가설 모형에서

는 이행조건을 개인 요인, 조직 요인,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에

포함되는 세부요인들을 제시하 다. 이행의 반응양상은 과정지표에 역할정체성을,

결과지표에 경력몰입을 용하고 양방향이었던 화살표를 선행연구에서 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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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 진 개별 변수들끼리 경로를 설정하 다. 즉, 개인 요인에서는 문직 자

아개념이 인 계능력으로, 인 계능력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으로 경로를

설정하 으며, 사회 요인으로는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에서 근무환경으로 경

로가 설정되었다. 한 사회 요인인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개인 요인

인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 다. 신규간호사의 역

할 이행 변수인 역할정체성과 경력몰입은 모든 요인들이 직 향을 주는 경로

를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의 개념 기틀에 따른 분석

가설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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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역할정체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6개)

가설1: 문직 자아개념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인 계능력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근무환경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 경력몰입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7개)

가설7: 문직 자아개념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인 계능력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근무환경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역할정체성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임상수행능력 역량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2개)

가설 14: 인 계능력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근무환경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문직 자아개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1개)

가설 1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문직 자아개념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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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 계능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1개)

가설 17: 문직 자아개념은 인 계능력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6) 근무환경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1개)

가설 18: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근무환경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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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로서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과 경로를

규명하고자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요인들을 토 로 간호사 역할

측 모델을 구축한 후 횡단 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는 서술

상 계연구이다.

B. 연구 상

1. 표본의 선정 상자 모집

본 연구는 간호분야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표 모집단으로

하고, 근 모집단은 스 입에 가입한 2012～2013년 수도권내 4년제 학 간호

학과를 졸업한 간호사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을 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스

입(www.nurscape.net)은 본 연구의 상자 선정기 에 부합하는 2012～2013년

수도권 내 4년제 학 간호학과 졸업생 1,800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표본집단으로

선정하 다. 수도권 내 4년제 학 간호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것은 문 학과

학교의 학제와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상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함이다.

표본크기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추정될 모수에 5～10배(Bentler & Chou,

1987), 연구변수 당 최소 20배의 표본크기를 만족해야 한다는 Kline (2005)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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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 변수 8개를 기 으로 할 때 최소 필요인원은 160명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유 인터넷 패 을 상으로 한 이메일 서베이에

한 선행연구의 응답률이 8.5～76%이었으며(김종훈 & 류진화, 2002), 본 연구에

서 활용한 HTML 기반의 인터넷 설문조사인 서베이몽키를 이용한 경우 23.6%

(안 주, 김정은, 2013)인 을 고려할 때 스 입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연구

상자 원을 표본크기로 선정하고, 1,802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 다. 스 입

에서 확인한 이메일 개 률은 5.2%이었으며, 설문조사 기간 동안 총 271명이 설

문조사 사이트에 속하 다. 최종 으로 8개 측정도구에 해 응답한 203명과

설문조사 체 문항에 응답한 195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상자 선정기

본 연구의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 2012～2013년 수도권내 4년제 학 간호학과 졸업자로 간호사 경력 1년 이

상 2년 미만의 간호사

신규간호사는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장 성(2000)의 연구에서는 입사 1년까

지를 신규간호사로, 2년차부터 3년까지를 상 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 학 졸업 후 간호사로 채용된 지 2년 동안을 신규간호사의 이행

으로 정의하 다(Hoffart, Waddel, & Young,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

호사로서 교육 훈련을 마치고 간호사로의 역할 이행이 이 지는 상 보자

단계에 들어서는 입사 1년에서 2년 미만을 상자로 선정하 다.



- 33 -

C.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것으로, 국내에서 번역, 활용되

지 않은 것은 원 자에게 도구 사용에 한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여 허락을

구한 후 연구자가 간호학 교수 임상 문가의 검토를 받아 번역하 다. 한

본 조사에 앞서 일 의료기 에 근무 인 신규간호사 10명을 상으로 번역 등으

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모호한 내용을 비롯해 설문지 구성 순서

소요시간 등에 해 피드백을 받아 최종 설문 문항을 완성하 다.

1. 간호사 역할 이행

1) 역할정체성

역할정체성 측정은 Mackenzi (1998)가 개발하고 박문상(2012)이 번안한 역할모

호성 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

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역할모호성이 낮

아 역할정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문상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26이었다.

2) 경력몰입

경력몰입 측정은 Blau (1985)가 개발하고 문인오(2010)가 번안한 경력몰입 측

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경력몰입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문인오의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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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역할 이행 련 요인

1) 개인 요인

(1) 문직 자아개념

문직 자아개념 측정은 Angel (2012)이 개발한 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 연구자가 번안하 다. 간호, 지식,

계, 리더십 등 4개 하 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별 문항 수는

간호 3문항, 지식 4문항, 계 3문항, 리더십 4문항이다. 각 항목은 강한 부정(1

)에서부터 강한 정(8 )까지 총 8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직 자아개

념이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값은 .7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951이었다.

(2) 인 계능력

인 계능력 측정은 Guerney (1977)가 개발한 인 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1980)가 번안한 것을 기 로 장혜숙(2006)이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한 인 계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

성, 개방성, 이해성 등 6개 하 역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별

문항 수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

항, 이해성 3문항이다. 각 문항은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인 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값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938이었다.

(3) 임상수행능력 역량

임상수행능력 역량 측정은 Blanzola 등 (2004)이 간호사 인턴십 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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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인하기 해 개발한 간호사의 지식 술기 측정도구로 연구자가 번안

하 다. 간호진단, 일상간호, 핵심술기, 공정성, 워크, 주도성, 의사소통 등 7개

하 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별 문항 수는 간호진단 2문항, 일

상간호 10문항, 핵심술기 5문항, 공정성 2문항, 워크 2문항, 주도성 1문항, 의사

소통 4문항이다. 각 문항은 ‘더 많은 노력 필요’(1 )에서 ‘매우 잘함’(5 )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역량이 잘 갖춰진 것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값은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962이었다.

(4) 일반 특성

일반 특성은 거주형태, 인턴십 경험, 간호 학 재학시 임상실습에 한 만족

도, 간호학 선택 동기 등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2) 조직 요인

(1) 근무환경

근무환경 측정은 장세진 등(2005)이 Karasek 등(1988)의 고용특성에 한 연

구에서 사용한 직무내용 설문지를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에 맞게 번역한 내용을

토 로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 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사용하 다. 직무요구,

직무자율, 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문화 등 7개 하

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 역별 문항 수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 3문항, 직

장문화 4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로, 4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구조모형방정식의 방향성을 고려해 역코딩 과정을 거쳐 수가 높을수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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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경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당시 하부 역별 Cronbach’s a값

은 .49～.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16이었다.

(2)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측정은 Caplan 등(1980)의 사회 지지 도구 문항

최가 (2000)이 사용한 상 자와 동료에 한 사회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상 자와 동료 각 6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의 사회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최가 (2000)의 연구에

서 Cronbach’s a값은 각 .89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942

이었다.

(3) 근무특성

근무특성은 총 경력과 채용형태, 오리엔테이션 리셉터십 기간, 근무형태,

희망한 부서의 배치 여부와 만족도, 월 여 수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 다.

3) 사회 요인

(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측정은 박승규(2001)가 Koeske (1989)의 연구를 바

탕으로 개발한 지역사회 내 가족, 친구, 이웃의 직장이나 직업에 한 평가도구

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 (5 )로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승규의 연구에서 Chronbach’s a 값은 0.755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값은 .8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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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방법 차

1.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4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상자의 윤리 고려를 해 연세 학교 간호 학의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

(IRB)로부터 심사와 승인(연세 간호 학 IRB 2014-0059-2)을 받았다(부록 1).

연구 상은 스 입에 가입한 수도권내 4년제 학 간호학과 2012～2013년 졸

업생 패 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이메일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연구자가 직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스 입 운 진에게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 등에

해 사 설명을 통해 승인을 구한 후, 연구 상자 모집공고와 설문지가 탑재된

웹사이트 URL(https://ko.surveymonkey.com/s/nurse_transition)을 달하여 이메

일을 발송하도록 하 다. 설문조사 안내 이메일이 스팸처리되지 않도록 이메일

발송안내와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함께 송하 다. 휴 폰 문자서비

스는 스 입 가입 시 문자서비스에 동의한 상자에 한해서만 제공하 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HTML에 기반한 인터넷 설문조

사방법을 활용하 다. HTML에 기반한 설문조사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

사 가운데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HTML로 작성된 설문지가 탑재된 서버

의 URL을 설문요청 이메일에 링크하여 발송하면 상자가 응답할 경우 서버에

그 결과가 기록되는 것이다(안문석, 박성진, & 맹보학, 2002). HTML에 기반한

설문조사방법에는 설문지가 단일 페이지로 나오는 Plain HTML과 여러 개의 설

문페이지로 구성가능하며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모든 응답 통제가 가능한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

항목별로 설문페이지를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고 건 뛰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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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통제가 가능한 CAWI를 용할 수 있는 서베이몽키를 이용하 다. 서베이

몽키는 세계 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설문조사 문업체로, 온라인상에서

설문문항을 직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엑셀, PDF, SPSS 등으로 다운받아볼 수

있어 코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 응답속도, 응답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다음과 같은

략을 세워 진행하 다. 우선, 상자 모집 공고문에 스 입 회원으로 명시함

으로써 이메일 정보 등의 출처를 명확히 하 으며, 사 알림 메일을 발송하면서

스팸메일로 간주되지 않도록 휴 폰 문자메시지를 함께 송하 다. 응답자에

한 보상은 5,000원권 음료쿠폰을 문자메시지 는 이메일로 발송하 다.

설문지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스크린 형식이 주는 응답에 한 부정 인

향을 고려해(김 용 & 김기수, 2004) 그림 등 멀티미디어 사용을 지양했으며, 항

목별로 한 화면에 구 될 수 있도록 하여 스크롤의 사용을 최소화하 다. 사 알

림은 응답자에게 편안함을 조성할 뿐 아니라 스팸메일로 간주하여 삭제할 가능성

을 여주므로(Metha & Sivadas, 1995), 이메일 발송에 한 문자메시지 등을 함

께 송하 다. 한 연구목 과 참여방법, 유의사항 등을 간결하면서 구체 으로

기술하 으며, 설문조사 URL 링크를 통해 클릭 한번으로 설문조사 사이트에

속이 가능하게 하 다.

상자는 이메일에 링크된 URL을 클릭하면 상자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

를 읽고, 연구에 동의한 후에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설정하 다. 연구참여 동의

서에는 연구내용, 연구목 , 자료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 등과 연구과정 에 원

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 다. 동의하지 않음을 클릭한

경우에는 설문조사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설문참여자가 선정기 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간호 분야 경력 근무여부를 검하는 문항을 추가하 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설문에 임하지 않도록 설문참여가 처음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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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자의 선정기 에 포함되지 않거나 2회 이상 참여시 자동으로 설문이 종

료되도록 하 으며, 하나의 컴퓨터에서 1회만 설문이 가능하도록 설정하 다. 특

히, 후속편지를 신해 설문종료 페이지에는 감사의 을 담은 페이지를 삽입하

으며, 이메일 설문의 낮은 응답률을 고려하여 reminder 이메일을 10일 간격으

로 총 3회 발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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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에 따라 IBM SPSS Statistics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2)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 a를 산출하 다.

3) 간호사 역할 이행 련 변수 역할정체성, 경력몰입 변수들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4)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5) 간호사 역할 이행 련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악하기 해서는 구조방

정식모형을 용하 다.

6)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에 한 합도 평가는 χ² 통계량, GFI(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 다. 가설검증은 최 우도법(Maximum Liklihood)

을 이용하 다.

7) 구조모형의 경로에 한 유의성 검증은 회귀계수, 표 오차, 임계치, p값으

로 확인하 다.

8) 연구모형의 총효과와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Bootstrapping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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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상자의 일반 특성

1.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203명이었으나, 최종 문항까지 응답한 상자는

195명으로,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91.3%(178명)는 여성이었으며,

96.9%(189명)가 미혼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25.23±2.09세이었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53.8%(105명)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개신교 22.1%(43명), 천주교

16.4%(32명), 불교 6.7%(1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53.8%(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사는 경우 34.9%(68명), 기숙사 등 동료와

사는 경우가 7.2%(14명)이었다.

간호 학 재학 시 인턴십을 경험한 경우는 22.1%(43명)이었으며, 53.3%(104명)

가 근무처에서의 임상실습경험이 있었다. 스스로 지각한 자신의 건강상태는 보통

이 40%(78명), 좋음이 35.9%(70명), 허약함이 15.9%(31명), 매우 좋음이 6.2%(12

명), 매우 허약함이 2.1%(4명)이었다.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직이 잘 되기 때

문’이 45.1%(88명), ‘사명감 소명의식으로’가 20%(39명), ‘주 사람이 원해서’가

16.4%(32명), ‘성 에 맞춰서’가 15.4%(30명)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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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실수(백분율)/Mean±SD

연령 25.23±2.09

성별 남성 17(8.7)

여성 178(91.3)

결혼상태 미혼 189(96.9)

기혼 6(3.1)

종교 개신교 43(22.1)

천주교 32(16.4)

불교 13(6.7)

기타 2(1.0)

무교 105(53.8)

동거형태 가족 105(53.8)

친척 2(1.0)

친구 6(3.1)

동료 14(7.2)

혼자 68(34.9)

간호 학 재학 시 인턴십 여부 43(22.1)

아니오 152(77.9)

근무처에서 임상실습경험 여부 104(53.3)

아니오 91(46.7)

스스로 지각한 건강상태 매우 허약 4(2.1)

허약 31(15.9)

보통 78(40.0)

건강 70(35.9)

매우 건강 12(6.2)

간호학 선택동기 취직이 잘 되기 때문 88(45.1)

사명감 소명의식으로 39(20.0)

주 사람이 원해서 32(16.4)

성 에 맞춰서 30(15.4)

기타 6(3.1)

표 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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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특성

연구 상자의 근무특성은 표 2와 같다. 상자의 간호사 총 경력은 평균 14.69

개월(±4.67개월)이었으며, 12개월 이하가 31.5%(64명)이었다. 병원 근무자의 오

리엔테이션 기간은 병원 체는 평균 15.28±13.42일, 병동 평균은 23.82±22.72일

이었다. 리셉터십 기간은 평균 5.6±4.40주이었다. 채용형태는 정규직이

92.5%(184명)이었으며, 근무기 은 병원이 97.5%(194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보건실 등 지역사회 기타가 2.5%(5명)이었다.

병원 근무자의 근무부서는 입원병동이 53.7%(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실 20%(38명), 수술실 14.2%(27명)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3교 가 84.2%(160명),

고정근무가 11.6%(22명)이었다. 희망했던 부서로 배치된 경우가 59%(115명)이었

으며, 재 배치된 부서에 만족하는 경우가 53.7%(109명)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여수 은 200～250만원 39.5%(77명), 251～300만원 25.1%(49명), 200만원 미만

이 20.5%(40명), 301～350만원이 13.3%(26명)이었다. 응답자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16.9%(33명)이었으며, 이직 평균 경력은 3.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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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실수(백분율)/Mean±SD

오리엔테이션 기간(일) 병원 15.28±13.42

병동 23.82±22.72

리셉터십 기간(주) 5.5±4.40

채용형태 정규직 184(92.5)

비정규직(계약직) 15(7.5)

근무부서 입원병동 102(53.7)

수술실 27(14.2)

환자실 38(20.0)

외래 9(4.7)

기타 14(7.4)

근무형태 3 교 160(84.2)

2 교 8(4.2)

고정근무 22(11.6)

희망한 부서의 배치여부 115(59.0)

아니오 80(39.4)

109(53.7)

배치부서 만족 여부 아니오 86(42.4)

월 여 200 만원 미만 40(20.5)

200～250 만원 77(39.5)

251～300 만원 49(25.1)

301～350 만원 26(13.3)

350만원 과 3(1.5)

이직 경험 있음 33(16.9)

없음 162(83.1)

표 2. 상자의 근무특성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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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Cronbach’s a 항목 수

문직 자아개념 .951 14

인 계능력 .938 18

임상수행능력 역량 .962 26

근무환경 .816 24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942 12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840 3

역할정체성 .826 6

경력몰입 .860 8

B. 측정변수의 특성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에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각 변수의 신뢰도(Cronbach’s a)값을 산출하 다. 각 변수의 신뢰도 값은 문직

자아개념 .951, 인 계능력 .938, 임상수행능력 역량 .962, 근무환경 .816, 직

장에서의 사회 지지 .942,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840, 역할정체성 .826, 경

력몰입 .860으로, 모든 요인이 0.8 이상의 신뢰도 값을 보여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표 3).

표 3.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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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범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문직 자아개념 1-8 5.15 1.2 .10 -.21

인 계능력 1-5 3.53 0.57 .25 .17

임상수행능력 역량 1-5 3.48 0.64 .35 -.13

근무환경 1-4 2.46 0.33 -.09 1.30

직장에서 사회 지지 1-5 3.43 0.66 -.05 .6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1-5 3.79 0.80 -.65 .54

역할정체성 1-5 3.54 0.56 -.20 .81

경력몰입 1-5 2.66 0.71 .24 .22

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한 기 자료로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

를 산출하 다(표 4).

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5.15±1.2 으로 간보다 높았으며, 인 계능력은 평

균 3.53±0.57 ,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평균 3.48±0.64 으로 ‘보통’ 보다 높았

다. 근무환경은 4 만 에 평균 2.46±0.33 이었으며,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평균 3.43±0.66 으로 ‘보통’ 보다 높은 편이었다.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평균 3.79±0.80 , 역할정체성은 평균 3.54±0.56 으로 ‘보통’ 보다 높은 반면, 경

력몰입은 평균 2.66±0.71 으로 ‘보통’ 보다 낮은 수 이었다.

한편 주요 변수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다. 일반 으로 왜도는 값 3 미만, 첨도는 10 미만이면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는데(Kline, 2005),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작게 나타나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4.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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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의 상 계

변수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몰입,

역할정체성, 인 계능력, 문직 자아개념, 임상수행능력 역량,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변수 모두가 상호 유의

한 정(+) 상 계를 보 다(p<.01). 특히 문직 자아개념과 인 계능력

(r=.750, p<.001), 인 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역량(r=.678, p<.001), 문

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역량(r=.645, p<.001), 근무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598, p<.001)는 높은 상 계를 보 다.

변수 간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경력몰입은 문직 자아개념(r=.566,

p<.001), 근무환경(r=.362, p<.001), 인 계능력(r=.338, p<.001), 역할정체성

(r=.335, p<.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318,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r=.266, p<.001), 임상수행능력 역량(r=.237, p=.001) 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역할정체성은 인 계능력(r=.576, p<.001), 문직 자아

개념(r=.554, p<.001), 임상수행능력 역량(r=.485, p<.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432, p<.001), 근무환경(r=.377,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r=.273, p<.001) 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인 계능력은 문직 자아개념(r=.750, p<.001), 임상수행능력 역량

(r=.678, p<.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469,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r=.370, p<.001), 근무환경(r=.317, p<.001) 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수행능력 역량(r=.645, p<.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494, p<.001), 근무환경(r=.394,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r=.347, p<.001) 순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r=.447,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r=.316, p<.001), 근무환경

(r=.270, p<.001) 순으로 높은 상 계를 보 다. 근무환경은 직장에서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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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r=.598,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r=.140, p=.047) 순으로,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r=.31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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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몰입
(p)

역할정체성
(p)

인 계
능력

(p)

문직
자아개념

(p)

임상수행
능력
역량(p)

근무환경

(p)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p)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p)

경력몰입 1

역할정체성 .335**

인 계능력 .338** .576**

문직 자아개념 .566** .554** .750**

임상수행능력 역량 .237(.001) .485** .678** .645**

근무환경 .362** .377** .317** .394** .270**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318** .432** .469** .494** .447** .598**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266** .273** .370** .347** .316** .140(.047) .317** 1

표 5. 측정변수의 상 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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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설 모형 구축

1. 확인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가설 모형 분석에 앞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타당도를 검증

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림 4). 확인 요인분석에서는 각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 하는지 악하기 해, 요인부하량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측정모

형에 과도한 비 이 실리는 것을 막기 해 측정도구의 하 역을 묶음지표

(item parcel)로 활용하 다. 묶음지표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일차원 인

측정변수들을 묶어서 총 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Kishton &

Widaman, 1994), 각 잠재변수를 측정해주는 지표변수의 수를 일 수 있어

추정오차를 이는 효과가 있다(Sass & Smith, 2006).

확인 요인분석 결과, 근무환경에서 직무불안정을 제외한 모든 잠재변수에

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해당 잠재변수

들을 잘 반 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의 유의성 외에 표

화된 요인부하량(standarized factor loading)이 최소 0.5 이상이어야 하며, 0.7

이상이면 일반 으로 개념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 해당 측변수를 제거한 후 모형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Anderson & Gerbing,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요인부하량이 유의하지 않은 직무불안정과 함께 요인부

하량이 0.6 미만인 경력몰입 1번과 3번 문항, 역할정체성 1번 문항, 임상수행

능력 역량에서 핵심술기, 근무환경에서 직무요구, 직무자율, 계갈등, 직장

문화 등을 제거한 후 모형분석을 진행하 다. 따라서 확인 요인분석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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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된 각 잠재변수별 측변수는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 지식,

계, 리더십, 인 계능력은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임상수행능력 역량에서는 간호진단, 일상간호, 공정성, 워크, 주도성, 의

사소통, 근무환경은 조직체계, 보상부 ,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상 자,

동료,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3문항, 그리고 역할정체성 5문항, 경력몰입

4문항이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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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설 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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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확인 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측정변수 하부요인 B S.E. β C.R. p

문직 자아개념

리더십 1.000 .775

계 .815 .069 .785 11.819 ***

지식 .873 .074 .787 11.849 ***

간호 .809 .065 .821 12.474 ***

인 계능력

이해성 1.000 .850

개방성 .971 .062 .860 15.670 ***

민감성 .946 .075 .754 12.394 ***

친근감 .911 .065 .801 13.923 ***

신뢰감 .652 .059 .681 10.975 ***

의사소통 .899 .064 .809 14.139 ***

임상수행능력 역량

의사소통 1.000 .890

주도성 1.177 .083 .776 14.120 ***

워크 1.010 .054 .895 18.587 ***

공정성 .933 .061 .811 15.280 ***

일상간호 .729 .058 .723 12.552 ***

간호진단 .701 .070 .620 10.020 ***

근무환경
보상부 1.000 .907

조직체계 .727 .082 .709 8.909 ***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동료 1.000 .679

상 자 1.117 .135 .716 8.266 ***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사회 인식3 1.000 .822
사회 인식2 .866 .083 .716 10.418 ***
사회 인식1 .935 .078 .862 11.999 ***

역할정체성

역할정체성6 1.000 .717

역할정체성5 1.150 .113 .753 10.156 ***

역할정체성4 1.185 .103 .861 11.517 ***

역할정체성3 1.038 .095 .810 10.893 ***

역할정체성2 1.011 .099 .759 10.230 ***

경력몰입

경력몰입2 1.000 .804

경력몰입4 1.135 .094 .786 12.072 ***

경력몰입5 1.194 .087 .878 13.714 ***

경력몰입6 1.079 .101 .713 10.698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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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타당성 검증

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값 사이에 높은 상 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우종필,

2012). 이러한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각 변수에 한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를 측정하 다.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집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하는데 모든 항목에

서 0.9 이상의 높은 개념신뢰도를 보여 집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었

다(표 7).

표 7. 개념신뢰도

측정변수 개념신뢰도

문직 자아개념 .965

인 계능력 .994

임상수행능력 역량 .992

근무환경 .982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960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977

역할정체성 .992

경력몰입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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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설 모형의 합도 검증

1.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성

본 연구는 Meleis의 이행이론를 토 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경로와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분석 가설모형을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구조방정식 모델에 맞게 구체화한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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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 모델의 합도

모델의 합도는 연구모델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기 으로, 크

게 합지수, 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로 분류된다. 합지수는 연구

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델의 공분산행렬

이 얼마나 합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χ2(CMIN), Normed χ2(CMIN/DF),

RMR, GFI, RMSEA 등이 있다(우종필, 2012). χ2(CMIN)는 가장 표 으로 사

용되는 합지수로서 통계량이 클수록 좋지 않으며, 통계량의 최 모형에

한 기 은 .05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Normed χ2는 일반 으로 3 이하면 수용

할 만하며, 2 이하면 좋다(우종필, 2012). 그러나 χ2 통계량의 확률값은 표본 크기

에 민감하여 모형을 일 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χ2 통계량만을

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Hu & Bentler, 1999).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χ2 통계량은

1027.181(df=445, p<.001)로 합도 기 을 만족하지 않았으나, Normed χ2은 2.308

로 수용할 만한 수 이었다. RMR(Root Mean-square Residual)은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과 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간 차이인 오차들을 제곱한 값의 평균에

한 제곱근의 수치로, 두 행렬이 정확히 일치하면 0이 되므로 작을수록 좋은

합도를 나타내며 0.05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0.1 이하면 수용할 만한 수 으로

단한다(우종필, 2012). 본 가설 모형에서는 0.083으로 수용할 만한 수 이었다.

GFI(Goodness of Fit Index)는 표본데이터의 공분산행렬내에 분산과 공분산이

추정 공분산행렬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으로, 0(무 합)에서 1(완벽한 합) 사이

의 값을 가진다. 보통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모형은

0.757로 양호한 수 은 아니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표본이나 다수의 측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χ2 통계량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지수로 0.05 이하면 매우 좋고, 0.08 이하면 양호,

0.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단하는데 본 가설모형은 0.08로 양호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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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 합지수는 연구모델이 모델(null model)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NFI, IFI, TLI, CFI 등이 있다. NFI(Normed Fit Index)는 모

델의 χ2와 제안모델의 χ2 차이를 모델의 χ2로 다시 나 수치로 0～1이며,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가설모형의 NFI는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0.792로 합기 을 만족시키지 못하 으며,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도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나, 각각 0.870, 0.854, 0.869로 양호한 수 에 미치지 못하 다.

표 8. 가설 모형의 합도

χ2 p χ2/df GFI CFI TLI IFI RMSEA RMR

1027.181
(df=445)

<.001 2.308 .757 .869 .854 .870 .080 .083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 모형은 합지수 증분 합지수를 고려했

을 때 일부 요 지수들이 양호한 수 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 모형을 제시하기

하여 모형의 수정을 진행하 다.

2. 모형의 수정 검증

1) 모형의 수정 과정 수정모형의 합도 검증

가설 모형의 합도 분석 결과, 합지수에서 Normed χ2(CMIN/DF)

와 RMR, RMSEA는 수용할 만한 수 이었으나 양호한 수 에 미치지 못하

다. 분 합지수 한 양호한 수 에 이르지 못하여 가설 모형을 일부 수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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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수정은 잠재변수의 측정지표의 오차항을 공분산 계로 연결하는 ‘요

인내 측정오차 상 (within-factor correlated measurement)’ 기법을 이용하

다(배병렬, 2012). AMOS 로그램이 제공하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해 측정오차들 간 공변량(covariance)에 한 수정지수가 10 이상인 측정

오차들 논리 타당성을 해하지 않는 범주인 동일 잠재변수 내에서만 경

로를 추가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역할정체성,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변수의 오차항을 연결시킴으로써 모형의 합도를 개선하 다(표 9).

그 결과, RMR은 수정 과 동일하고, GFI는 수정 후 합지수가 0.792로

양호한 수 인 0.9에 미치지 못하 으나 Normed χ2는 1.952로 양호한 수 으로,

RMSEA도 0.69로 양호한 수 으로, CFI와 IFI도 각각 0.906과 0.907로 양호한 수

으로 개선되었으며, TLI도 0.894로 양호한 수 인 0.9에 근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모형은 주요 합지수가 양호한 수 으로 개선되어 신규

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측하는 모형으로 인정된다.

표 9. 수정모형의 합도

χ2 p χ2/df GFI CFI TLI IFI RMSEA RMR

855.072
(df=438)

<.001 1.952 .792 .906 .894 .907 .069 .083

2)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

수정모형의 각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총 18개의 경로 10

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10).

우선 역할정체성으로 가는 경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은 인 계능력뿐

이었다. 인 계능력에서 역할정체성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게



- 59 -

나타나(β=.477, p=.022), 인 계능력이 높아질수록 역할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은 문직 자아개념, 인

계능력, 근무환경,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등 4개 요인이었다. 문직

자아개념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β=.972,

p<.001), 문직 자아개념이 정 일수록 경력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근무환경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β=.433, p=.001), 근무환경이 좋아질수록 경력몰입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β=.159, p=.04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정 일수록 경

력몰입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 계능력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는 부(-)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β=-.529, p=.016), 인 계능력이 높아질

수록 경력몰입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에서 문직 자아개념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여(β=.466, p<.00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정 일수록

문직 자아개념이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직 자아개념에서 인 계능

력으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β=.869, p<.001) 건강한

문직 자아개념을 가질수록 인 계능력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 계

능력에서 임상수행능력 역량으로 가는 경로도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β=.736, p<.001), 인 계능력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역량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에서 임상수행능력 역량으로 가는 경로도 정

(+) 으로 유의하여(β=.254, p<.001)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역

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에서 근무환경으로

가는 경로도 정(+) 으로 유의하여(β=.723, p<.001), 직장에서의 상 자와 동

료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근무환경을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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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내생변수 외생변수 β C.R. p SMC*

역할정체성 문직 자아개념 .153 .859 .390 .417

인 계능력 .477 2.294 .022

임상수행능력 역량 -.030 -.241 .810

근무환경 .044 .362 .718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092 .771 .441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049 .604 .546

경력몰입 역할정체성 .012 .125 .901 .570

문직 자아개념 .972 4.789 <.001

인 계능력 -.529 -2.404 .016

임상수행능력 역량 -.010 -.086 .932

근무환경 .433 3.246 .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187 -1.524 .128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159 1.991 .046

문직 자아개념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466 5.763 <.001 .217

인 계능력 문직 자아개념 .869 11.198 <.001 .755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723 6.625 <.001 .523

임상수행능력 역량 인 계능력 .736 11.620 <.001 .642

근무환경 .254 4.425 <.001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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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3)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검증

각 변수들 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모형의 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간 효과란 두 변수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우종필, 2012), Bootstrap을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우선 으로 검증하 다. Bootstrap을 통해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역할정체성에 한 경로에서는 문직 자아개념,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었으며, 경력몰입에 한 경로에서는 문직 자아개념,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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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한 결과지표인 경력몰입에 해 직

효과를 나타낸 요인은 인 계능력(β=-.529, p=.004)과 문직 자아개념(β

=.972, p=.004), 근무환경(β=.433, p=.004)이었으며, 과정지표인 역할정체성에

해 직 효과를 보인 요인은 인 계능력(β=.477, p=.025)이었다. 이들 역

할 이행 변수에 해 유의한 간 효과를 보인 요인으로는 역할정체성은

문직 자아개념(β=.395, p=.041)과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β=.256, p=.004)

이었으며, 경력몰입은 문직 자아개념(β=-.460, p=.006)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β=.313, p=.00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β=.239, p=.004)으로 확

인되었다.

문직 자아개념은 역할정체성에 한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

계능력에 의한 간 효과(β=.395, p=.041)에 의해 총효과가 유의하 다(β

=.548, p=.004). 반면, 경력몰입에 있어서는 직 효과가 매우 높았으며(β=.972,

p=.004), 간 효과는 부 으로 향(β=–460, p=.006)을 주어 총효과(β=.512,

p=.004)를 낮추었다.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역할정체성 경력몰입에 있어

직, 간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요인에서는 역할정체성에

해 문직 자아개념은 간 으로, 인 계능력은 직 으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요인에서는 근무환경이 경력몰입에 직 으로

향을 주었으며(β=.433, p=.004),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근무환경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3, p=.006). 사회 요인인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역할정체성과 경력몰입에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56, p=.004; β=.239,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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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정모형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 효과(p) 간 효과(p) 총효과(p)

문직 자아개념 역할정체성 .153(.521) .395(.041) .548(.004)

인 계능력 .477(.025) -.022(.824) .550(.008)

임상수행능력
역량

-.030(.824) - -.030(.824)

근무환경 .044(.772) -.008(.824) .037(.762)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092(.584) .026(.762) .118(.788)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049(.734) .256(.004) .305(.004)

역할정체성 경력몰입 .012(.964) - .012(.964)

문직 자아개념 .972
.
(.004) -.460(.006) .512(.004)

인 계능력 -.529(.004) -.002(.990) -.531(.007)

임상수행능력
역량

-.010(.904) <.001(.732) -.011(.963)

근무환경 .433(.004) -.002(.784) .431(.004)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187(.356) .313(.006) .125(.25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159(.064) .239(.004) .398(.004)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문직 자아개념 .466(.004) - .466(.004)

문직 자아개념 인 계능력 .869(.004) - .869(.004)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근무환경 .723(.004) - .723(.004)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736(.004) - .736(.004)

근무환경 .254(.004) - .2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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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경로 Z p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 문직 자아개념 → 경력몰입 3.686 .00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 근무환경 → 경력몰입 2.918 .004

4) 매개경로에 한 검증

모형검증을 통해 경력몰입에 한 정 인 유의성이 확인된 경로 문직 자

아개념과 근무환경은 각각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서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에 문직 자아개념과 근무환경에 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soble test를

수행하 다. Sobel test는 a, b 경로의 간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a, b값과 a경로

의 표 오차에 해당하는 sa2, b경로의 표 오차 값인 sb2을 기반으로 구성된

공식을 통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식을 이용해 자동으로 값을 산출

해 주는 무료 웹사이트(http://www.danielsoper.com/statcalc3/calc.aspx?id=31)

를 이용하 다. 그 결과,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에서 문직 자아개념으

로, 문직 자아개념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에서 근무환경으로, 근무환경에서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2).

따라서 경력몰입은 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의 향을

받아 향상되는 한편,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의 향을 받아 근무환경을 정

으로 인식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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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검증

1) 역할정체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문직 자아개념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

은 문직 자아개념이 역할정체성에 정의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효

과(β=.395, p=.041)와 총효과(β=.548, p=.004)가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어 지지되었다.

가설 2. 인 계능력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인 계능력이 역할정체성에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 효과(β=.477,

p=.025)와 총효과(β=.550, p=.008)가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

다.

가설 3.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이 역할정체성에 간 효과가 없고, 직 효과 총

효과도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β=-.030, p=.824).

가설 4. 근무환경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근무

환경이 역할정체성에 직 효과(β=.044, p=.772), 간 효과(β=-.008, p=.824), 총효

과(β=.037, p=.762)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5.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역할정체성에 직 효과(β=.092, p=.584)

간 효과(β=.026, p=.762), 총효과(β=.118, p=.788)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역할정체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이 가설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역할정체성에 정 인 직 효과(β

=.049, p=.734)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효과(β=.256, p=.004)와 총효과(β

=.305, p=.004)가 정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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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몰입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문직 자아개념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문직 자아개념이 경력몰입에 한 직 효과(β=.972, p=.004)와 총효과(β=.512,

p=.004)는 정 으로 유의하 으나 간 효과(β=-.460, p=.006)는 부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8. 인 계능력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인 계능력이 경력몰입에 한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직 효과(β=-.529,

p=.004) 총효과(β=-.531, p=.007)가 부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 9.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이 경력몰입에 직 효과(β=-.010, p=.904) 간

효과(β<.001, p=.732), 총효과(β=-.011, p=.963)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10. 근무환경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근무

환경이 경력몰입에 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 효과(β=.433, p=.004)와

총효과(β=.449, p=.003)가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가설 11.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경력몰입에 직 효과(β=-.187, p=.356)

총효과(β=.125, p=.256)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효과(β=.313, p=.006)가

정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2.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경력몰입에 정 인

직 효과(β=.159, p=.064)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효과(β=.239, p=.004)

총효과(β=.398, p=.004)가 정 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역할정체성은 경력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역할정체성이 경력몰입에 한 간 효과는 없고, 직 효과 총효과(β=.012,

p=.964)도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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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수행능력 역량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인 계능력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

다. 이 가설은 인 계능력이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 으로 유의한 직

효과가 확인되어 지지되었다(β=.736, p=.004).

가설 15. 근무환경은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근무환경이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정 으로 유의한 직 효과가 확인

되어 지지되었다(β=.254, p=.004).

4) 문직 자아개념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6.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문직 자아개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문직 자아개념에 정 으

로 유의한 직 효과가 확인되어 지지되었다(β=.466, p=.004).

5) 인 계능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7. 문직 자아개념은 인 계능력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문직 자아개념이 인 계능력에 정 으로 유의한 직 효과가 확인

되어 지지되었다(β=.869, p=.004).

6) 근무환경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8.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근무환경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근무환경에 정 인 직 효과가 확인되어

지지되었다(β=.723,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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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

본 연구에서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구축한 가설 모형을 통해 검증

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은 그림 7과 같다. 본 연구의 개

념 기틀(그림 2)에 따르면 간호사의 역할 이행 련 요인 사회 요인과

조직 요인은 개인 요인에 향을 미치고 이들 각 요인들은 간호사 역할

이행의 과정지표인 역할정체성과 결과지표인 경력몰입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에 따르면 사회

요인과 조직 요인이 개인 요인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이

들 각 요인들이 간호사 역할 이행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개인 , 조직 , 사회 요인의 하부 요인들의 경로와 간호사 역할

이행의 과정지표와 결과지표에 한 경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 요인

인 임상수행능력 역량과 조직 요인인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경력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 계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역할정체성에는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이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수립한 본 연구의 개념 기틀에 크게 배되지 않음을 보여 다. 특

히, Meleis가 제시한 이행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 조직 , 사회 요인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이행을 진한다는 가정이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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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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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주요변수로서 문직

자아개념과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등 개인 요인과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등 조직 요인,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등 사회

요인을 살펴보고,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궁극 으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장에

서는 연구 상자 주요 변수의 특성,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

형에 한 고찰과 연구의 제한 의의를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A. 상자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간호 분야 1년 이상 2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로, 표본은

무작 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스 입에 가입한 수도권내 4년제 학교 간호

학과 졸업자를 상으로 편의표집되었다. 수도권내 4년제 학교로 제한한 것

은 학제별 수 과 학교별 수 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상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표성을 확보하기 해 선택기 을 만족하는 스

입 가입자 수를 상으로 인터넷 패 을 이용한 HTML 기반의 이메일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표성 문제(coverage error)는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

조사에서 지속 으로 지 되는 취약 이나( 병우, 주 욱, & 임병훈, 2011),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경력 1～2년차의 신규간호사로 평균 연령이 25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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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용률이 99% 이상으로 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단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그러나 연구의 참여자 측면에서

는 표 모집단 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에 심이 있는 상만이 선택 , 자

발 으로 참여했다는 에서는 표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선행연구( 병

우 등, 2011; 하명회 & 조성겸, 2010)에 따르면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자는

인면 조사 참여자들에 비해 다소 개방 이며 극 인 성향을 지녔을 뿐 아

니라, 교육수 과 소비수 이 높고 비 인 사회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갖는 성향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

구에 앞서 스 입을 통해 선정기 에 부합하는 상자에 한 이메일 보유

황을 확인하 으며, 설문조사 참여 청메일 발송 시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

류될 가능성을 고려해 문자메시지를 송하 다. 총 1,802통의 이메일을 발송

해 271명이 설문에 응함으로써 응답률은 15%로 국내에 보고된 서베이몽키를

이용한 선행연구(안 주 & 김정은, 2013) 23.6%보다 낮았다. 스 입에서 확

인한 이메일 개 률은 5.2%에 그친 것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인 것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된 URL을 스마트폰의 모바일로 속했을 가

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3회의 reminder mail을 발송하고, 인

센티 제공시 을 설문조사 완료 후 3일 이내로 한 것과 인센티 제공 시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달한 것이 응답률에 정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측된다.

한, 설문기간이 2015년 2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6주로 다소 길기 때문

에 복참여로 인한 표본추출의 문제 (sampling error)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 PC당 1회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으며, 설문조사 참

여횟수 등에 한 사 검토 장치를 마련해 용하 다. 설문길이도 응답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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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품질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지 & 김진교, 2006), 본

연구의 경우 설문길이가 길다보니 도 탈락되는 비율이 20% 수 으로 상당

히 높았다. 특히, 반부까지 설문을 진행한 후 발생한 탈락자들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조사가 오 라인 조사에 비해 설문문항의 반부는 품질이 우수한

반면, 오 라인은 품질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 결과(이지 & 김진교, 2006)

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5.23±2.09세 으며,

평균 경력은 14.69±4.67개월, 리셉터 기간은 5.5±4.4주, 희망했던 부서 배치

는 59%, 근무처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53.3%이었다. 이를 수도권

내 8개 학병원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이직의도와 이직에 한

구조모형을 구축한 조 경(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연령은 1.9세

높았고, 평균 근무기간은 8.89개월, 리셉터 기간은 1.25주 길었다. 희망했던

부서 배치는 조 경(2013)의 연구에서도 58.5%로 유사하 으며, 근무지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본 연구 상자에게서 16.7% 높게 나타났다. 평

균 연령이 높고 근무기간이 긴 것은 조 경(2013)의 연구 상자가 경력 3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일 뿐 아니라 3년제 학 졸업생을 42%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지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은 본 연구 상자들이 수도

권내 4년제 간호 학 졸업자로 학 부설 의료기 등을 통해 실습경험의 기

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역할 이행의 결과지표인 경력몰입은 간호사를 상으로

경력몰입 도구를 개발한 Blau (1985)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수로 5

만 에 평균 2.66 으로 보통 이하로 낮은 수 이었다. 국내에서 간호사를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이미 과 임숙빈

(2012)의 연구에서는 2.77 , 김미란(2007)의 연구에서는 2.89 , 소병원 간호

사를 상으로 한 강기노(2012)의 연구에서는 2.78 , 수술실 간호사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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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정주 (2015)의 연구에서는 2.75 으로, 본 연구에서의 경력몰입 평균

수는 비교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들이 선행연구의 상자

들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경력은 짧은 반면, 교육수 은 높은 편인 상자 특

성이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

성에 따른 경력몰입정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학력별로는 4

년제 학 졸업보다는 학원 이상 졸업과 문 학 졸업이 높게 조사된 을

고려할 때 측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간호사가 아닌 연구직을

상으로 한 연구(장재윤, 1995)에서는 평균 3.10 으로 간호사의 경력몰입 수

보다 상 으로 높아 직종 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겠다.

역할정체성은 평균 3.54 (5 만 )으로 박 숙(2002)이 경력 3년 이하 간호

사를 상으로 역할명확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평균 3.53 으로 나타난 것과 유

사한 결과이다. 박 숙(2002)의 연구에서는 역할명확성 도구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할모호성 도구의 경우, 수가 높을수록 모호성이 낮

고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문직 자아개념은 8

만 에 평균 5.15 으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해 호주 간호사를 상으로 한

Angel (2012)의 연구보다 평균 2 정도 낮았다. 반면 4 척도인 Arthur

(1990)의 도구를 사용해 국내 신규간호사 경력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상 수 을 나타낸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곽명희, 2014;

이숙자, 2004; 김원경 & 정경희, 2008; 김 진, 송 경, & 이미애, 2011; 유미

& 김미옥, 2012).

인 계능력은 5 만 에 평균 3.53 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임은주

(2014) 연구의 수술실 간호사 3.30 , 병동간호사 3.50 보다, 문은경(2012) 연

구의 평균 3.49 보다 본 연구에서의 인 계능력 수가 높았다. 임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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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실 간호사보다 입원병동 간호사가,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인 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상자의

53.7%가 입원병동에 근무 이며 수가 4년제 학 졸업자로 고학력인

이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상자가

인 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신규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각한 인

계능력이 상 수 을 보인 것은 사회 기 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응답

하려는 사회 바람직성 편 (social desirable bias)이 작용했을 것도 배제할

수 없겠다.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5 만 에 평균 3.48 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 으

로, 측정도구는 상이하나 동일한 척도의 도구를 사용해 1년 미만 신규간호사

를 상으로 한 김 순과 박경연(2013)의 연구 2.85 보다 높았으나, 경력 36

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선욱(2015)의 연구보다는 낮았다. 강

선욱(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1년 이상 2년 미만이 지각한 임상

수행능력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본 연구의 상자가 이에 해당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무환경은 4 만 에 평균 2.46 으로, Aiken이 개발하고 조은희 등(2011)이

번역한 간호근무환경도구를 사용해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신연화

등(2010)의 2.73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연화 등(2010)은 경상권의 의료기

근무자를 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결과의 차이가 실제 근무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평균 3.43 으로 동일한 도구로 재미간호사를 상

으로 한 강창희(2012)의 연구결과에서 상 자 3.87 , 동료 4.13 보다 낮았다. 이

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간호조직문화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는 연구 상자의 차

이를 반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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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평균 3.79 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보다 높았다. 이정애(2004)는 문 학과 4년제 학생을 모두 포함한 결과

3.63 , 문 학생만을 상으로 한 최정과 하나선(2009)의 연구에서는 3.74 이

었다. 선행연구들은 간호 학생이 직 인식한 간호사에 한 이미지를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에 한 평가로 간호학 선택 동기가 주

사람이 원해서가 16.4%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볼 때 상자의 가족, 친구, 이웃

등의 간호사에 한 정 인 이미지가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 간 상 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다. 문직 자아개념과 인 계능력, 인 계능력과 임상수행능

력 역량, 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행능력 역량 등 개인 요인들 간의 상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등 조직

차원의 변수 간 상 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 합성

본 연구에서는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문

직 자아개념,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개인 , 조직 , 사회 요인으로 구분

하여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합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Meleis의 이행이론은 국내에서는 주로 환자들을 상으로 간호 재 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활용되었으며(홍세훈, 2013; 윤선희, 2012; 채선미, 2001),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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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상으로 용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홍은 (2014)이

년여성을 상으로 건강한 폐경이행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그 합도를 검증

하 다. 홍은 (2014)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이행의 본질은 변수화하지 않고,

이행조건과 이행반응양상으로 과정지표와 결과지표 간의 계를 확인하 다.

이행의 조건은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으로만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가설 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합지수인 χ2,

RMR, GFI, RMSEA와 증분 합지수인 TLI, CFI 등이 만족도 기 에 부합하

지 않았다. 이에 수정 지수를 이용한 수정과정을 통해 수정모형을 구축하 으

며, 수정모형의 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 으로 향상되어 최종 모형으로 확정

하 다. 최종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에서 이행 련 요인들

의 역할 이행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형의 합도와 설명력

은 선행연구가 없어 직 비교는 어려우나,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으로 수용할만한 수 으로 단된다.

모형을 통해 확인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결과지표인 경력몰입을

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문직 자아개념과 근무환경, 인 계능력, 직장에서

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었다. 이 인 계능력만 부정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모두 정 으로 유의하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직 자아개념은 경력몰입에 가장

강력하게 향(β=.972)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기노(2012)의 연구

에서 간호 문직 이 잘 확립될수록 경력몰입이 높아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한 Arthur (1990)가 문직 자아개념은 자아존 감과 자신감을 향

상시켜 간호발 의 진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 것과 이미 과 임숙빈

(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개인내 특성이 경력

몰입에 정 으로 향을 미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인 계능력이

경력몰입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몰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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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명요인으로 나타난 Mrayyan과 AI-Faouri (2008)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인 계능력 수가 5 만 에 평균

3.53 으로 보통 이상으로, 선행연구(임은주, 2014; 문은경, 2012)보다 다소 높

았으나 경력몰입은 선행연구들(정주 , 2015; 이미 & 임숙빈, 2012; 김명숙,

2008; 김미란, 2007; 양남 & 한성숙, 2004)보다 낮았던 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 장에서 신규간호사들이 인 계능

력이 부족하여 인 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이직 의도 등이 높아진

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상자가 지각한 인 계능력

이 과 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설문조사의 참

여자가 개방 이고 극 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병우 등,

2011)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인 계능력이 좋은 신규간호사들이 간호 문직에만

몰입하기보다 다양한 경력 개발이나 직업군에 심을 가짐으로써 경력몰입 정

도가 상 으로 낮을 수 있음도 측해 볼 수 있겠다.

임상수행능력 역량도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 신규간호사들은 스스로의 임상수행능력 정

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 으나, 간호 리자들은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

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Hickey,

2009). 따라서 인 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역량 이들 두 요인은 주

평가인 자기기입식 설문 신 동료 리셉터 등을 통해 객 으로 측정하

여 실제로 이들 요인들이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부정 으로 향을 주는

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조직 요인인 근무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는 정 으로 유의한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 인 조직풍토가 경력몰입에 향을 다는

Cherniss (1991)와 조직체계가 개방 이고 수용 일수록, 동료와의 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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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일수록 경력몰입정도가 높게 나타난 장재윤(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한 조직후원인식이 경력몰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김명숙(2008)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 근무환경과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신규간호사의 간호

사 역할 이행에 정 으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된 질

연구들에서도 이들 조직 요인들이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있어 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정숙 등, 2012; Casey et al., 2004; Pfaff

et al., 2014; Phillips et al., 2014).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의료기 등

조직에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을 진하기 한 방안으로 조직문

화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근무환경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무환경 개선에

앞서 지지 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인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경력몰입에 직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문직 자아개념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간 으로

경력몰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신규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에 정 으로 향을 미쳐 경력

몰입을 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문직 자아개념을 구축하는데 향을 주고 궁극 으로는 경력몰입을 향상시

키는 것으로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서은희, 2009; 이정애,

2004; Takase, Kershaw, & Burt, 2002).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기 해서는 직 으로 신규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한

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한 정책이

간호계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신규간호사의 간호

사 역할 이행 측모형은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 조직 요인이 상호작

용을 통해 역할 이행을 진한다는 이행이론에 의해 지지되는 모형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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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행이론의 이행 조건, 즉 이행의 진과 해요

인에 한 부분과 이행 반응에 해당하는 요인들만 변수화하여 측정하 을 뿐,

이행의 유형, 양상, 속성 등 이행의 본질에 해서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기

에 이행의 본질에 따른 맞춤형 이행 로그램 개발을 해서는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이행의 본질을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질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 인터넷 패 조사방법

으로 진행하 기에 표본추출에 따른 편 , 낮은 응답률, 복참여 가능성, 불

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자료의 신뢰도에 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의 상자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신규간호사라는 에서 표 모집단

의 표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 참여자에 해서는 연구 상

자 일부가 자발 , 선택 으로 참여한 만큼 개방 이고 극 인 성향을

지닌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연구의 충실성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인 Meleis의 이행이론

구성요소 이행의 본질(유형, 양상, 속성)을 연구범 에 포함하지 않아 이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차이는 분석하지 못하 다. 다른 구성요소인

간호치료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는 가정 아래, 신규간호사의 역할이행을 한

재 로그램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됨에 따른 제한 이 있

는 만큼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측정도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밝힌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해 이론 기틀을 토 로 통합 으로 근하

고자 하 으나, 설문소요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론에서 제시한 이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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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개념을 변수화하지 못하 다. 한 측정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 단축

형 도구를 우선 고려함에 따라 역할정체성을 역할모호성 도구로 측정한 것과

같이 해당 변수를 구성하는 개념을 모두 포 하지 못함으로 인한 측정의 오류

가 발생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과 같은 요인은 주 평가인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인해 과 평가될 우

려가 있는 만큼 동료 리셉터 등이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C.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간호학 이론을 토 로 지 까지 시도되지 않았

던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이행 향요인들의 경로와 효과를 체계 으로

밝히고, 그 결과를 토 로 역할이행 측모형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 비록 연구 참여자의 97.5%가 병원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 으나 연구

의 상자를 병원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간호 분야로

확 함으로써 간호 문직에 한 역할이행을 설명하고자 한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최근 통 조사연구방법의 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간호학에서 인터넷 패 을 활용한 설

문조사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측모형을 토 로 향후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을 진하는 재 로그



- 81 -

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간호정책 측면에서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간호

사 배출을 늘리기 한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간호사의 역할이행 측모형을 활용

한 다양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이행과정에서 도하차하는

간호사 비율을 여 유능한 경력 간호사를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은 물론 간호 문직 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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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A. 결론

본 연구에서는 Meleis의 이행이론을 토 로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측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 조

직 ,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고 문직 자아개념,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

력 역량,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

등 하부요인들의 인과 계를 추정하기 한 구조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합도 직, 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가설 모형을 통해 수립된 가설 18개 역할정체성에 한 임상수행능력

역량, 근무환경,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와 경력몰입에 한 인 계능력,

임상수행능력 역량, 역할정체성 등 가설 6개를 제외한 12개가 지지되었으

며, 구조모형의 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 이었다.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 결과지표인 경력몰입은 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가 좋을수

록,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이 정 일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문직 자아개념은 경력몰입에 가장 강력한 직 효과를 보여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진을 해 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 것이 필수 임을 확인하

다. 한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의 향을 받고, 근무

환경은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의 향을 받아 역할 이행을 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요인들에 한 단편 재를 시도하기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

된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향상시켜 문직 자아개념을 높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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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에 앞서 직장에서의 사회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 이행

진 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B.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이행의 본질에 해당

하는 신규간호사의 이행양상과 이행속성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질 연구가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 이행 련 요인으로 포함하지 못한 사회경제 수 등

련 요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교육 측면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 교육과정에 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비롯해 간호사 역할 이행을 진하는 요인

들을 극 반 할 뿐 아니라 동아리 등 교과과정 외 활동에도 해당 요인들이 반

될 수 있도록 하여 간호학생 시 부터 간호사로서 역할 이행을 비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연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

기 해 인터넷 설문조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우편조사 면 면 조사

와 같은 통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양 연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질

연구의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완이 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에 있어 유의한 정 인 향력

을 확인하지 못한 인 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해서는 자기기

입식 설문이 아닌 동료나 리셉터 등의 객 평가를 포함한 연구를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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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측모형을 토 로 한

재 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특히 실무 장에서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

할 이행에 가장 강력하게 향을 주는 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을 개발, 도입할 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에 앞서 상 자와 동료의 지

지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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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diction Model of Role Transition for Graduated

Nurses

Lee, Worl Suk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 successful role transition for graduated nurses is critical for quality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However, it is discovered that a lot of

graduated nurs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role transition period as a

nurse and quit midway through and change jobs during this period.

Thus, this paper identifi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ole transition of

graduated nurses, examines the paths and effects of those factors, and

pursues to establish a prediction model of nurses' role transition which can

be utilized for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 for stimulating such

transition. Based on the transition theory of Meleis, the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uses career commitment as result indicator and role identification

as process indicator, identifies the factors having influences on nurses' role

transition in reference of precedent researches including,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linical competence, working

condition, social support in work place and social awareness of nurses, and

classifies those factors into personal, community and social factors.



Key words : graduated nurses, role transition, career commitment,

structu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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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internet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HTML from Feb. 23, 2015 and Apr. 4, 2015 by sending e-mails

to total 1,802 graduated nurses in their first and 2nd year nurses as

survey target who graduated from nursing college of 4 year university

around the metropolitan area between 2012～2013. A total of 271 answered

the survey and 203 of them were finally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discovered that the strongest factor

explaining career commitment as level of role transition i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factors of working conditions, social support in workplace,

and social awareness of nurses are significant, directly or indirectly, in

such career commitment. In addition, a role transition path of graduated

nurses is also discovered that professional self-concept is a mediated effect

for social awareness of nurses and work conditions is a mediated effect for

social support in work place.

According to thes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strategy

to enhance graduated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must be included

first in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their role transition and policies

for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on nurses have to be established as a

plan for that strategy. In particular, an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prepared for promotion of social support in their work places through

colleagues and supervisors prior to improvement of work conditions in

those work places in the level of org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