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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간호인적 

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소재의 200병상 이상 300병

상 미만의 중소병원(J, C, M)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

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

까지였고, 자기기입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61문항으

로 간호업무성과 17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직무배태성 19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이었다. 총 13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2

부를 제외한 총 128부를 자료분석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분석,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총점 85점 만점에 전체평균 59.5점(문항평균 3.50점)이

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간호업무 수행태도 14.2점(문항평균 3.56점), 간호업

무 수행능력 24.6점(문항평균 3.51점), 간호과정적용 10.4점(문항평균 3.48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10.4점(문항평균 3.45점)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2.0점(문항평균 3.48점)이었다. 직무배태성은 총점 95점 만점에 전

체평균 54.9점(문항평균 2.91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합성 23.5점(문

항평균 3.35점), 연계 13.0점(문항평균 2.68점), 희생 18.4점(문항평균 2.63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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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3.32, 

p=.022), 배우자 유무(t=4.45, p=.022), 임상경력(F=4.06, p=.009), 월 급여 

(F=5.18,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35세 이

상의 간호사가 24세 이하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간호사보다 배우자가 있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총 근무경력 10년 이

상의 간호사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고, 월 급여

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간호사가 월급여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간호사 

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3.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와 의사소통능력(r=.590, p<.001), 직무배태성(r=.389, 

p<0.0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β=.527, p<.001), 

직무배태성(β=.222, p<.003)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4.6%(F=18.071, p<.001)이었다. 간호업무성과에 가

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이었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이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며,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한 조

직적 차원서의 간호업무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중재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중소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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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은 소비자들의 질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과 상급종합

병원에 대한 두드러진 선호현상, 건강관리 비용의 상승 및 의료수가 문제 등에 처해 

있으며,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효과적인 대처와 기관의 생존을 위한 경영 

효율화에 고심하고 있다(이지원, 어용숙, 하영수, 2014; 하나선, 최정, 2010). 

  특히 국내 의료기간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떨어지며 근무시간 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이는 업무 효율성의 감소, 작업시간의 손실, 이직비용 증가 등

으로 조직의 성과를 낮추게 된다(Coms, Liu, Hall & Ketchen, 2006; 강기노, 

2010; 유성자, 최연희, 2009; 이현숙, 김종경, 2013). 

  또한 병원의 효율성은 간호업무성과와 접한 관계를 가지며, 효과적인 간호업무성

과의 달성은 간호조직 성과에 도움을 주어 병원 전체의 업무 효율화와 병원조직의 성

과로 이어질 수 있다(하나선, 최정, 2010). 최근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질 향상과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오은

희, 정복례, 2011; 임미영, 2016).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

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환자간호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유경, 이태화, 임지영, 2007). 이에 병원경영의 효율성

과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이며, 병원 현장은 

환자치료와 간호가 최우선의 과업으로, 간호사의 업무성과는 질적 향상을 위한 간호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손연정, 이연아, 심경란, 공성숙, 박영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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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배태성, 의사소통

능력, 셀프리더십, 간호사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직무스트

레스와 임파워먼트, 간호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코칭행동, 간호업무환경, 간호등급 

등이 보고되었다(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 김영미, 이여진, 2012; 박숙희, 

2014; 배경옥, 2007; 배주영, 2008; 이은주, 2013; 이향숙, 2015; 임순임, 2011).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들의 간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간호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간호전문직 능력의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해 필요하다(안양희, 권은경, 최은성, 구은진, 2011).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

통은 환자와 긍정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며 질병으로 인한 문

제를 경감시켜 간호서비스 만족과 병원 재이용 의도를 높인다(김윤지, 2016). 또한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환자 및 의사, 타 부서 직원과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성과 및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임순임, 

김혜숙, 박종, 2012; 임은주, 이여진, 2014). 이러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병원 

구성원들과의 갈등 해결 및 협력을 통해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며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윤지, 2016; 임미영

2016). 이에 환자와 보호자, 병원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업

무수행능력을 높여 업무성과로 이어지므로 간호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한편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직무배태성은 최근에 조직체류 요인을 규명하는 새로

운 개념으로 개인 자신이 속한 조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직무배태성은 조직 내 뿐만 아니라 조직 외적 요소를 포함한다. 즉 개인이 조직과 얼

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 사람들과 조직과의 연결 관계인 연계, 그리고 조직이

나 지역사회를 떠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상실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 희생이 있다(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이러한 직무배태성은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고,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작용하여 유능한 인재의 자발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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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감소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직원들의 조직 잔류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친

다(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Sekiguchi, Burton & Sablynski, 

2008; 송은란, 2016).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은 간호업무환경인 간호만족, 병원의 지원

적 환경, 환자간호 관련 환경, 관리자의 리더십 등을 좋게 지각할수록 증가하고, 직무

배태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Halbesleben & Wheeler, 2008; 

Holtom & O' Neill, 2004; 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 김종경, 김명자, 

김세영, 유미, 이경아, 2014). 이는 직무배태성이 간호사의 업무성과 향상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소병원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조직의 성과가 낮고, 조직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과 간호사의 기본 역량인 의

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

(김수진, 2017; 김윤지, 2016),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유형(배주영, 2009), 의사

소통능력과 소진(손연정, 이연아, 심경란, 공성숙, 박영수, 2013), 직무배태성과 간호

업무성과(이현숙, 염영희, 2015)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중소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의사소통능력과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임미영, 2016), 감성지능과 

직무배태성(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업

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였

고, 특히 중소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업무성과와 의사소통

능력, 직무배태성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향상시키고 간호 인적 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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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조사한다.

 2) 중소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조사한다.

 3)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간호업무성과

 1) 이론적 정의 :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이다(고유경, 이태화, 임지영, 2007).

 2) 조작적 정의 : 이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Van de Ven과 Ferry(1980)의 개

                인성과(individual performanc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고유경 

                등(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1.3.2.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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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론적 정의 :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  

                용을 잘 하는가를 의미하며 조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말한다(Papa, 1989). 

 2) 조작적 정의 : 이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991)이 제시한 8가지 구성

                개념에 허경호(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개발한 15개 문항의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1.3.3. 직무배태성

1) 이론적 정의 : 직무배태성은 개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요소와 관련된 개념으로 연계(links), 적합성(fit), 희생

                (sacrifice)의 3가지 요소를 조직과 지역사회의 측면으로 나누며, 

                적합성은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직무가 잘 맞는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는 자신이 속한 직장과 조직, 팀, 집단, 동료 등과 연결된 정도를

                말하고, 희생은 현재의 직장을 떠날 경우 희생해야 하는 물질적 

                심리적 편익에 대한 지각된 비용을 의미한다(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2) 조작적 정의 : 이 연구에서 직무배태성은 Mitchell 등(2001)이 조직과 지역사회 

                 측면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재희(2010)가 조직에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조직 내 적합성, 연계, 희생의 정도를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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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2.1. 간호업무성과

  성과는 조직차원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

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다양하

게 해석되는 개념이다(고유경, 이태화, 임지영, 2007). 간호 실무에 있어 업무성과란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간호조직의 목

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이며, 양질의 보건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한 전략이며, 간호활동은 병원의 규모나 특성 및 간호단위의 규모와 목표 등과 같은 

조직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배경옥, 2007). 또한 간호업무성과는 달성되지 못한 

목표에 대한 성찰이자 다음 목표를 향한 지표가 되고,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에게 간호

를 제공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제반활동과 관련된 간호업무수행의 결과로(이은주, 

2013; 이현숙, 염영희, 2016)보고 있다. 이러한 간호조직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병원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은주, 2011).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의 생산성과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업무성

과가 저하되면 간호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및 환자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환자

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김윤지, 2016). 

  업무의 효율성과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

는 간호사의 업무성과는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하며,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

악하여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 요인으로 간호사 개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머

무를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직무배태성(이현숙, 염영희, 2015; 권성복, 박미정, 송

형미, 문지선, 2017)과 의사소통능력(배주영, 2008; 김윤지, 2016)이 있다. 간호업

무성과와 관련한 국외 연구로 요르단 간호사 640명을 대상으로 경력몰입과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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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리더십, 교육과 협력,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전문직관

으로 보았으며, 경력몰입과 업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관리자는 간호사의 업

무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간호사의 보유, 간호 질과 인력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Mrayyan & Al-Faouri, 2008). 강기노(2010)는 중소병원

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직의 성과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고유경(2006)은 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으며 효율적인 인력의 관리와 간호사 

배치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주연, 이영

휘, 정미경, 2016). 또한 김종경 등(2014)은 간호사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배태성을 높여야 하며 이에 간호업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엄인향

(2014)은 간호조직의 성과에 간호조직문화가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 

인지는 임상실무에서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적으로 행동하여 목적달성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한혜진, 2016). 즉 간호업무환경과 간호조직문화는 조직

의 효율성을 높여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업무성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월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직책이 높을수록, 기

혼자의 경우에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 

김영미, 이여진, 2012; 김윤지, 2016; 임미영, 2016).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루를 수 있도록 하는 

직무배태성과, 임상에서 간호사의 기본 역량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의 특성

에 따라 간호업무성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호사의 목표달성을 위

해 업무성과의 도출은 중요하며 간호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직무배태성과 의사소통능력

의 변수들 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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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원래 공통 또는 공유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communis

에 어원을 두며,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간에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

의 의사, 정보, 감정, 태도, 신념 등을 전달하고 반응하면서 상호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이숙자, 2009). 의사소통은 인간만이 소유하는 창조적 상징능력으

로 사회생활의 양식을 바꾸고 사회 속으로 인간들을 통합시켜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이해시키고 조정하며 인간의 기본욕구인 사회욕구를 만족시켜 준다(이광자, 2006).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를 의미하고, 특히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

사소통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말한다(Papa,1989). 의사소통능력이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지식이며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

하는 수단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대화 참여자가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이다(Rubin, Martin, Bruning & power, 

1990). 

  현존하는 많은 조직체 가운데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조직

인 의료기관은 의료조직 내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부서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상호

작용을 위해 의사소통능력은 중요한다(한금선 등, 2008). 간호조직에서 간호사의 직

무는 독립적 기능, 의존적인 기능, 상호의존적인 기능 등으로 나뉘며 임상현장의 특성

상 간호사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비롯하여 교육자, 상담자, 환자 옹호자 등의 다양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수단이 되며, 효과적인 의사

소통능력은 질적 간호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명선, 2007; 한금선 등, 

2008).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 의사 또는 동료 간호사 간에도 의

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갈등, 불안, 스트레스 등

을 일으키고 결국 이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김세향, 이미애, 2014), 비효

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불만족



- 9 -

을 야기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김윤지, 2016). 반면에 신뢰를 주는 의

료진의 의사소통은 환자의 자발적인 자기정보공개의 양과 질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환자의 상태나 요구 파악에 도움을 준다(신현희, 2011). 또한 적절한 의사소통

은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간의 물리적 마찰 경험 가능성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

정감과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성과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임은주, 이여진, 2014)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성과에 중요한 간호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목표성취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조직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직의 성과인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배주영, 2009).

  그동안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수술실 간호사와 병동간호사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

력 비교(임은주, 이여진, 2014),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박선하, 2012; 

, 2011), 간호사의 자기주장,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장주영, 2010),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이현숙, 김종경, 2010), 자아존중

감과 의사소통능력(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2010),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정노동, 의

사소통능력 간의 관계(김세향, 이미애, 2014)등이 있었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손연정 등(2013)은 강력한 변수가 의사소

통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의사소통 전달자인 간호사의 의사소통 장애는 간호사들의 심

리적 부담감과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간호업

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간호업무성과와 병원조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반면에 간

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면 소진현상이 낮아지고 그 결과 업무성과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손연정, 이연아, 심경란, 공성숙, 박영수, 2013).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감

성지능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효율적

인 극복을 위해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수진 2016).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2016)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업

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과 양질의 

간호 제공에 대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고, 환자와 병원 내 직원과의 만족스러

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하미순(2010)은 간호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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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Mrayyan & Al-Faouri, 2008; 배주영, 2009).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 385명

을 대상으로 한 김윤지(2016)의 연구에서 고경력자일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업무성과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서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오래 근무하며 축적된 지식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은 업무수행과정에

서 원활한 인간관계 능력의 증진과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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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Job embeddedness)의 개념은 주로 사회학에서 논의된 배태성의 개념

이 발전된 것이다. 배태성을 표현하는 ‘embeddedness’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깊숙이 박다’,‘파묻다’,‘뿌리내림’,‘맞물림’,‘단단히 박힘’등의 의미를 나타

낸다. 무언가에 깊이 파묻히고 박힐 정도로 연관성이 높음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직무에 깊이 뿌리내리고 파묻힐 정도로 직무와 접한 연관성을 가

질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이정인, 2006). Mitchell 등(2001)은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기관, 집단, 그리고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 공식․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다양

하고 복잡한 형태로 서로 얽혀 있으며, 개인의 직업은 복잡한 망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인의 거미줄과 같은 망을 직무 배태성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조직에 머무르거나 조직을 떠나려는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며, 직무배태성은‘왜 사람들이 조직에 머무는가?’에 초점을 둔 직

장 내적 요소와 직장 외적 요소를 포함한다. 하위요인에 적합성, 연계, 희생이 있다

(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적합성(fit)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지역사회에 자신이 잘 맞는다고 지각하는 정도

로, 높은 적합성은 개인적 가치, 일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현재

의 직무에 대한 기술, 직무에 대한 지식, 직무 능력에 대한 욕구 및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ㆍ문화와 적절하게 조화를 의미한다. 연계(links)는 자신이 속한 직장과 조직, 팀, 

집단, 동료 등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 및 연결 정도를 의미하

며, 개인과 연결망 간의 연계는 개인이 직무와 조직에 더 많은 관련이 있을수록 더 

견고해지며, 특정한 관련이 있는 집단과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 희생(sacrifice)은 

직장을 떠남으로 인해 상실되는 물리적, 심리적 손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 

현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장기근속과 연계된 인센티브, 잔류보너스, 주식옵션, 장기적 

경력개발 계획, 구성원 훈련과 성장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Holtom & Indrrieden, 

2006; 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송은란, 박계홍, 문재승,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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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배태성은 이직과 관련된 변수로 실제 이직은 하지 않으면서 이직의도에 빠져 

자기 직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조직에서 겉도는 구성원이 많다면 이직의도를 갖고 있

는 구성원을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므로 조직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Holtom 

& O'Neill, 2004; 김종술, 2014). 이와 관련하여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높은 이직

은 환자들의 불만과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남아 있는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

며 업무량도 증가되어 환자간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경영 효율성

의 감소, 작업시간의 손실, 이직비용 증가 등으로 조직의 성과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

지게 된다(강기노, 2010).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직무배태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무배태성의 지각정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tom & 

O'Neill, 2004). 이는 김종경 등(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령이 많고, 근무경력

이 오래될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더 높았다. 이는 연

령이 증가하고 근무경력이 많아지면서 병원조직 및 업무에 대해 적응하게 되어 안정

감을 느끼며, 주변 인간관계도 다양해지고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희생해야 할 편익들도 크게 느끼게 되므로 직무배태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근무형태가 3교대보다 2교대와 상근직에서 직무배태성이 

높고, 평균급여가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높았다(조지수, 2014; 최혜원, 2016). 이

에 숙련되고 유능한 간호사들이 병원에 잔류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양한 복리후생이나 혜택 등이 중요한 관리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직무배태성은 간호업무성과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lbesleben & Wheeler 2008; Lee, Mitchell, Sablynski, Burton & Holtom, 

2004; 이현숙, 염영희2015). 직무배태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

구를 살펴보면, Lee 등(2004)은 직무배태성과 업무성과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직무배태성은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나 조직, 업무 등이 개인과 잘 맞을수록, 현재 병원의 관련

부서, 동료 등과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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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남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높게 인식할수록 간호업무성과

가 높게 나타났다(Halbesleben & Wheeler 2008; 이현숙, 염영희, 2015). 

  이현숙과 염영희(2015)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직무배태성이라고 하였으며, 권성복 등(2017)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배태성과 감성지능은 간호업무성과에 순 상관관계가 있고, 간

호업무성과에 직무배태성의 하위영역인 희생이 정적인 영향을, 적합성이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병상규모 200∼400병상 간호사와 200병

상 미만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문자 등(2017)의 연구에서 중소병원 간

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직무배태성을 높이고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간호사의 

업무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업무환경을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김종경 등(2014)은 간호사가 인식하는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 직무배태성은 간호업무성과 향상에 필요한 변수이나 직무

배태성과 간호업무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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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소병원 간호사이며, 중소병원은 보건복지부(2011)에서 정의

한 300병상미만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3곳(J, C, M)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독립변수 

4개 일 때, 중간효과크기(f)=.15, 유의 수준(α)=.05, 검정력(1-β)=.90을 유지하

기 위해 요구되는 표본 수는 108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0명의 간호사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8부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이는 적정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간호근무 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 경력 6개월 이상은 간호사가 입사 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2017).

  (2)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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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외기준

  관리자의 경우 간호업무성과 평가에 직무의 차이가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제외 

하였다(김윤지, 2016).

3.3. 연구도구

  이 연구에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은 

간호업무성과 17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직무배태성 19문항과 일반적인 특성 10

문항으로 총 61문항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Van de Ven과 Ferry(1980)의 개인성과(individual performance )

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고유경 등(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간호업무측정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7문항, 간호업무 수행

태도 4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 3문항, 간호과정적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유경 등(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2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991)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개념으로 자기

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과 허경

호(2003)가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판단한 집중력,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반응

력, 의도간파 및 잡음통제력인 7가지 개념을 합하여 개발한 15개 문항의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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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최소 15

점에서 최대 75점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5문

항 중 2문항‘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허경호(2003)

가 개발한 당시는 Cronbach's α=.72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6이었다.

3)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은 Mitchell 등(2001)이 조직과 지역사회 요인을 포함하여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김재희(2010)가 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하위영역인 조

직의 연계에 해당하는 평가문항 일부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의 범주가 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응답 내용의 문구 수정을 하였다. 수정한 내용으로‘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동료는 얼마나 됩니까?.’와‘귀하는 규칙적으로 업무상 같이 일해야 하는 동

료는 얼마나 됩니까?’의 설문항목에서 응답의 범주는‘1년 미만, 1년 ~ 3년차, 4년 ~ 6

년차, 7년 ~ 9년차, 10년차 이상’으로 된 부분을‘없음,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

만, 10명 이상 ~ 15명 미만, 15명 이상’으로 수정하였고,‘귀하께서 업무상 중복 소속

되어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팀은 어느 정도입니까?’의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의 범주를

‘1년 미만, 1년 ~ 3년차, 4년 ~ 6년차, 7년 ~ 9년차, 10년 이상’에서‘없음, 1개, 2

개, 3개, 4개’로 수정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조직에 대

한 적합성 7문항, 연계 5문항, 희생 7문항이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매우 그

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직무배태성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김재희(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각 하위영역별 적합성 

Cronbach’s ⍺= .87, 연계 Cronbach’s ⍺=.74, 희생 Cronbach’s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배태성 전체 Cronbach’s ⍺=.89, 하위영영별로 적합성 Cronbach’s 

⍺ =.84, 연계 Cronbach’s ⍺=.61, 희생 Cronbach’s ⍺= .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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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 주거형

태, 급여수준을 포함하였고, 직무관련 특성은 근무부서, 임상경력, 의사소통 교육경험

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W대학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CR 317070)을 받

은 후 2017년 9월 16일 부터 9월 26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와 동의서

를 봉투에 담은 후 충청북도 소재 중소병원(J, C, M)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간호부서

장에게 자료수집 절차에 따라 연구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각 간호단위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해당부서의 수간호사(팀장)에게 대상자 기

준에 적합한 자, 설문 가능한 시간, 분리된 공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실시하

였다. 설문작성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 대상자가 동의서를 읽고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시행하였으며,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고 회수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회수율은 100%였으나, 응답 설문지 중 불완전한 설문내용 

2부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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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입력방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3.6.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시점에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이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 종료 후 비 보장과 응답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완료된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회수용 봉투를 제공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였다. 연구책임자가 어떤 사유로든 연구를 중단한 경우와 설문지 작성에 불충실한 

답변을 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

는 동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자

료수집 과정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응답내용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고 오직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음과 대상자의 

수집된 연구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 소속기관 윤리심의위원회에 3년간 보관된 후 

폐기될 것임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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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9명

(91.5%), 남자가 9명(6.9%)으로 여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29.48(± 6.29)세이며, 범위는 22세에서 45세이었다. 29세 미만이 76명(5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5세 이상이 29명(22.6%), 30세에서 34세가 23명(23%)순

이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가 88명(68.8%),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40명

(31.2%)으로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의 과반수이었다. 교육정도는 전문대 졸업 62명

(48.4%)과 학사취득이 62명(48.4%)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석사학위 이상이 4명

(3.2%)이었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6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

가 있는 경우 기독교 26명(20.3%), 불교 14명(10.9%), 천주교 12명(9.4%)순이었

다. 현재 주거형태로 본가 거주가 96명(78%)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 25명(19.5%), 

자취 7명(5.5%)순이었다. 근무부서는 병동근무자가 71명(55.5%)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실 21명(21%), 중환자실 15명(11.7%), 인공신장실 7명(5.5%), 외래 5명

(3.9%)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6.32년(± 5.80)이며, 범위는 3개월에서 25년

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63명(51.5%)으로 과반수이었고, 10년 이상이 33

명(25.8%), 5년에서 10년 미만이 29명(22.7%)순이었다. 현 부서 근무기간은 평균 

2.38년(±2.20)이며, 범위는 1개월에서 13년 6개월이었다. 현 부서 근무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63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43명(33.6%), 5년 이

상이 22명(17.2%)순이었다. 월급여는 250만원 이상 65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57명(44.5%), 200만원 미만이 6명(4.75)순이었다. 

의사소통 교육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94명(7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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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

 특 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성 119 93
남성 9 7

 연령(세) 24세 이하 35 27.4 29.48±6.29
25~29세 41 32.0
30~34세 23 18.0

39세 이상 29 22.6

 배우자 유 40 31.2

무 88 68.8

 교육정도 전문대졸 62 48.4
학사 62 48.4
석사 이상 4 3.2

 종교 기독교 26 20.3
천주교 12 9.4
불교 14 10.9
무교 76 59.4

 주거형태 본가 96 75.0
자취 7 5.5
기숙사 25 19.5

 근무부서 병동 71 55.5
중환자실 15 11.7
수술실 9 7.0
응급실 21 16.4
인공신장실 7 5.5
외래 5 3.9

 총 임상경력

(년)

1년 미만 17 13.2
6.32±5.801년 이상 5년 미만 49 38.3

5년 이상 10년 미만 29 22.7

10년 이상 33 25.8

 현 근무부서

 근무기간(년)

1년 미만 43 33.6
2.38±2.20

1년이상 5년 미만 63 49.2

5년 이상 22 17.2

 월 급여(만원) 200 미만 6 4.7
200 이상 250 미만 57 44.5

250 이상 65 50.8

 의사소통관련   

 교육 경험 

유 94 73.4
무 3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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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정도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점수의 분석결과는 <표 2>

와 같다. 간호업무성과는 총 17문항으로 총점 85점 만점에 59.5점(문항평균 3.50점)

이었으며, 하위영열별 평균은 간호업무 수행태도가 20점 만점에 14.2점(문항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24.6점(문항평균 3.51점), 간호과정적

용 10.4점(문항평균 3.48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10.4점(문항평균 3.45점)순이었

다. 의사소통능력은 총 15문항으로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2.0점(문항평균 3.48

점)이었다. 직무배태성은 총 19문항으로 총점 95점 만점에 전체평균 54.9점(문항평

균 2.91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합성 23.5점(문항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계는 13.0점(문항평균 2.68점), 희생이 18.4점(문항평균 2.63점)으로 가

장 낮았다.

<표 2>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정도

N=128

 

변수 문항수
전체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표준편차
측정관찰범위

점수

범위

간호업무성과 17 59.05±7.65 3.50±0.65 2.35~4.76 1-5

 간호업무 수행능력 7 24.57±4.76 3.51±0.68 3.41~3.77

 간호업무 수행태도 4 14.24±2.44 3.56±0.61 3.28~3.71

 간호업무 수준향상 3 10.35±1.95 3.45±0.65 3.40~3.52

 간호과정적용 3 10.44±1.92 3.48±0.64 3.46~3.50

의사소통능력 15 52.02±4.80 3.48±0.32 2.73~4.40 1-5

직무배태성 19 54.91±7.22 2.91±0.38 1.40~4.86 1-5

  적합성 7 23.45±3.43 3.35±0.49 1.86~4.86

  연 계 5 13.04±3.55 2.68±0.71 1.40~4.60

  희 생 7 18.41±3.50 2.63±0.50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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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문항별 점수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문항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간호업무성과의 하위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간호업무 수행능력 영역에서‘나는 투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한

다.’가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업무 수행태도 영역에서는‘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 수범한다.’가 3.28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업무 수준향상 영역에서는 

‘기구, 시설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가 

3.4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과정적용 영역은‘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별 간호를 수행한다.’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

가 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가 3.46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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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문항별 점수

                                                                   N=128

항 목
 문항평균±

표준편차

간호업무 수행능력    3.51±0.68

  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하여 오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44±0.64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3.41±0.77

  나는 투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3.77±0.67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3.41±0.67

  나는 업무교대 시간 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 3.43±0.66

  나는 간호기록 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3.66±0.67

  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한다. 3.38±0.68

간호업무 수행태도 3.56±0.61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3.71±0.62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3.70±0.61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3.55±0.57

  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수범한다    3.28±0.65

간호업무 수준향상 3.45±0.65

  기구, 시설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3.52±0.69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3.40±0.70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3.42±0.57

간호과정적용 3.48±0.64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3.47±0.66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 별 간호를 수행한다. 3.50±0.59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3.46±0.66

 총 평균 3.5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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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문항별 점수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구성개념의 사회적 적

절성에 속하는 문항인‘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

다.’가 3.83점(역환산 점수)이었고, 평균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구성개념의 

표현력에 속하는‘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가 3.25점, 

주장력에 속하는‘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가 3.25점, 사회적 긴장완화에 

속하는‘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가 2.9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구성개념의 조리성에 속하는‘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가 

2.94점이었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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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문항별 점수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하위영역인 적합성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좋아한다.’가 4.00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나

의 가치관과 우리병원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잘 맞는다.’가 3.02점이었다. 하위

영역 연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귀하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얼마

나 오래 근무하셨습니까?’가 3.09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귀하께서 업

무상 관여하고 있는 팀은 어느 정도입니까?’가 2.04점이었다. 하위영역 희생에서 점

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나는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

다.’가 3.14점이었고, 가장 낮은 접수의 문항은‘나는 우리병원은 복리후생이 잘 되

어있다고 생각한다.’가 2.38점이었다<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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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F=3.32, p=.022), 배우자 유무(t=4.45, p=.022), 임상경력

(F=4.06, p=.009), 월 급여 (F=5.18,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35세 이상의 간호사가 24세 이하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

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간호사보다 배우자가 있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

았다. 월 급여의 경우 250만원 이상인 간호사가 월급여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인 간호사 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고, 총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는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 종교, 주거형태, 근무부서, 현 근무부서 근무기간, 의사소통 교육경험 유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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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N=128

구
분 변수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연령 24세 이하a 35 3.34±0.42 3.315 .022 a<d

25~29세b 41 3.50±0.45

30~34세c 23 3.49±0.38

35세 이상d 29 3.69±0.47

배우자 유 40 3.62±0.45 4.445 .037

무 88 3.44±0.44

교육정도 전문대졸 62 3.49±0.42 0.011 .916

학사 이상 66 3.50±0.47

종교 유 52 3.49±0.45 0.026 .873

무 76 3.50±0.45
주거형태 본가 96 3.52±0.44 1.112 .332

자취 7 3.26±0.43

기숙사 25 3.48±0.48

월급여

(만원)

200미만a 6 3.49±0.68 5.18 .007 b<c

200이상 250미만b 57 3.36±0.38

250이상c 65 3.62±0.45

직

무

관

련  

    

특

성

근무부서 병동 71 3.48±0.45 0.167 .846

특수부서 45 3.53±0.44

기타 12 3.52±0.50

임상경력 1년미만a 17 3.33±0.43 4.056 .009 a,b<d

1년이상 5년미만b 49 3.42±0.47

5년이상 10년미만c 29 3.49±0.33

10년이상d 33 3.71±0.44

현 

근 무 부 서 

근무기간

1년미만 43 3.44±0.49 0.637 .531

1년이상 5년미만 63 3.52±0.46

5년이상 22 3.56±0.30

의 사 소 통

교육경험

유 94 3.53±0.47 2.210 .140

없다 34 3.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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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의 상관

관계는 <표 5>와 같다. 간호업무성과와 의사소통능력(r=.590, p=<.001), 직무배태

성(r=.389, p<.001)간에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배태성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간호업무성과와 적합성(r=.292, p=<.001), 연계(r=.330, p=<.001), 희생(r=.188, 

p=.034)간에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r=.186, p=.036)간

의 관계에서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의 상관관계  

                                                                       N=128

변 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직무배태성

적합성 연계 희생
 r(p)  r(p)   r(p)   r(p)   r(p)

직무배태성 
.186

(.036)

    적합성
.174

(0.049)
.784

(<.0001)

    연 계 
.101

(.255)
.557

   (<.001)
.128

(0.151)

    희 생
.111

(0.211)
.740

(<.001)
.517

(<.001)
.022

(0.803)

간호업무성과
.590

(<.001)

.389

(<.001)

.292

(<.001)

.330

(<.001)

.18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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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배태성, 의사소

통능력과 일반적인 특성 중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F=3.32, 

p=.022), 배우자 유무(t=4.45, p=.022), 임상경력(F=4.06, p=.009), 월 급여 

(F=5.18, p=.007)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연령과 임상경력은 년(year)으로 연

속변수 처리하였으며, 배우자는 유무로, 월수입은 월 250만원 미만과 월 250만원 이

상으로 더미변수로 변환시켜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2.070로 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44∼6.769로 다중 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간호업무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β=.527, p<.001), 직무배태성(β=.222, 

p<.003)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4.6%(F=18.071, p<.001)이었다. 간호업무성과에 직무배태성보다도 의사소통능력

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6>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28  

†더미변수: 배우자 유무(유=0, 무=1), 월급여(250만원 미만=0, 250만원 이상=1)

변수 B SE β t p VIF

연령 -.008 .011 -.117 -0.735 .464 5.956

배우자 유무 -.018 .086 -.019 -0.211 .834 1.831

임상경력 .002 .001 .257 1.609 .110 6.769

월 급여 .089 .073 .094 1.117 .225 1.627

의사소통능력 .739 .094 .527 7.832 .000 1.044

직무배태성 .258 .084 .222 3.087 .003 1.187

F(p) 18.071(p<.001)
R2 .473
Adjusted R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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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의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

하고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

(2016)의 연구결과인 3.80점, 대학병원 대상으로 한 엄인향(2014)의 연구결과인 

3.95점, 이선희(2012)의 3.67점보다 약간 낮고,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수진(2016)의 연구결과인 3.59점과 비슷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연정 등(2013)의 연구결과인 3.37점보다 약간 높았다. 간호업무성과의 정도 차이

의 결과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나, 병원 규모나 크기에 따라 간호업무성과가 높고 낮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권성복 등(2017)의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의료기관의 근무여건, 조직문화, 간호사

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자율성, 입원환자의 중증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

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의 하위영역 점수는 간호업무 수행태

도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 3.51점, 간호과정적용 3.48점, 간

호업무 수준향상 3.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수진(2013)과 김윤지(2016)의 연구에

서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 간호과정적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하위영역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선희(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업무성과 하위영역은 간호업무 수행태도 3.78점, 간호업무 수행능력 3.67점, 

간호업무 수준향상3.62점, 간호과정적용 3.61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같은 결과 간호업무성과의 하위영역별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으로 간호업무 수준향상에 속하는‘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

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와 하위영역 간호과정적용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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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의 내용이었다. 

간호업무에 있어서 간호업무 수준향상과 간호과정적용은 매우 중요하며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간호업무 수준향상과 간호과

정적용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주요 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4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2016)의 연구결과인 3.60점보다 약간 낮고, 외래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김윤지(2016)의 연구결과인 평균 3.34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이현숙과 김종경(2010)의 연구결과인 평균 3.46점보다 약간 높으며, 대

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2016)의 연구결과인 평균 3.48점과 일치하였

다. 간호업무 수행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담자, 옹호자, 지지자, 교육

자의 역할을 하며, 병원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업무조정과 갈등상황 해결, 의사, 간호사

간의 치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에 질 높은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의사소통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구성개념의 사회적 적절성

에 속하는‘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한다.’와 반응력에 속

하는‘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는 내용이었고, 평균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구성개념의 표현력에 속하

는‘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주장력에 속하는‘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사회적 긴장완화에 속하는‘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구성개념의 조리성에 속하는‘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구성개념 중 사회적 적절성과 반응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주장력과 사회적 긴장완화, 조리성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김윤지, 

2016; 임은주, 이여진, 2014)에서도 반응력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조리성, 주장력, 

사회적 긴장완화의 점수는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임상현장

에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구성원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흔들며 질문이나 맞장구로 상대의 이야기를 독려하는 개념인 반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간호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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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다. 반면에 구성개념 중 조리성과 주장력, 사회적 긴장완화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간호사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높지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사회적 긴장완화의 개념인 상대방의 부정

적 반응이나 비판에 과도한 스트레스 받는 않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조리있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의사소통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변수인 직무배태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중소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권성복 등(2014)의 연구결과인 3.04점 보다 약간 낮고, 상급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소정과 우혜종(2015)의 연구결과인 3.23점, 500병상 이

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이현숙과 염영희(2015)의 연구결과인 3.24점 보다 낮았

다. 이 같은 점수의 차이는 간호현장의 상황을 볼 때 대형종합병원이나 수도권 소재 

병원은 지역 중소병원에 비해 근무조건이나 임금 등 환경적으로 더 양호하므로 직무

배태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의료기관의 규모와 소재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낸

다(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 또한 본 연구에서 낮은 직무배태성의 점

수는 지방 중소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상급종

합병원 9.0% 보다 높은 16.7%로 나타난(병원간호사회, 2015)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높은 이직률은 간호업무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업무의 성과를 낮추

는 결과를 초래하므로(강기노, 2010), 직무배태성은 중소병원의 적절한 간호 인력의 

보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직무배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적합성이 3.35점

으로 가장 높았고, 연계 2.68점, 희생 2.63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종경 등 

(2014)의 연구에서 적합성 3.24점, 연계 3.07점, 희생이 2.62점이었고, 김재희

(2010)의 연구에서 적합성 3.39점, 연계 3.07점, 희생 2.62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직무배태성 하위영역인 적합성 점수가 연계, 희생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관련 지식, 기술, 능력이 조직의 가치와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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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되고 강하게 연결되어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며(현윤실, 2017), 연계영역의 점수

가 희생영역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과 연결망이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

되어 있는 집단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다양한 직종들과도 연결되어 있어 조직이나 

집단의 연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희생의 점수

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직장을 떠남으로 잃게 되는 희생에 대한 

지각이 낮고, 간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이직이 수월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났

을 때에 대해 손실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희생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나는 우리병원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우리병원이 

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우리 병원에서 승진할 기회

가 많다.’의 내용이었다. 직무배태성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은 희생을 높이기 위해 복

리후생, 장기 근속자의 금전적·물질적 보상 외에도 승진의 기회, 간호사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 등 다양한 제공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

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월 급여 수준이 높을수

록 간호업무성과가 높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35

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급여 수준

이 250만원 이상인 간호사가 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

미영(2016), 김윤지(2016), 이현숙과 염영희(2015), 권성복 등(2017), 김영미와 이

여진(2012)의 선행연구에서 연령, 결혼 유무, 근무경력, 급여수준, 직위에 따른 간호

업무성과의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연령별 특성으로 24세 이하보다 35

세 이상에서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2016),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연정 등(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

다. 임상경력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현숙과 염영희(2015), 임미영(2016)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 간호사가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와도 일치

하여 지지된다. 이는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륜이 쌓이며(오은희, 

정복례, 2011),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더해져 간호업무성과에 상승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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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손연정, 2013). 따라서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 보유를 위해 개인

적인 환경과 적성에 맞는 부서이동으로 적절한 배치를 하는 것도 간호업무성과를 높

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에서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혼이 

3.62점으로 미혼 3.44점 높게 나타난 권성복 등(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지로 인해 가정생활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인적인 안정을 가져오

게 되고, 이는 직장에서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월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권성복 등(2017), 김윤지(2016), 이현숙과 염영희(2015)의 연구결과로 지

지된다. 이는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경력과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조직

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위해 간호업무성과와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결과 간호업무성과는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간의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다고(임미영, 

2016; 이현숙, 염영희, 2015)한 연구와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진

(2016)의 연구,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윤지(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능력(r= .590,p<.001)은 직무배태성(r=.389, p<.001)에 비해 간호업

무성과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성과의 44.6%(F=18.071, p<.001)를 설명하였다.

  간호업무성과에 강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의사소통능력은 손연정 등(2013)과 배

주영(2009)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 개인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타부서 구성원간의 빠른 업무해결을 돕

고,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감이 형성된다. 또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료간호사와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으로 좋은 팀웍을 유지하는 것이 

간호업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환자와 보호자, 

병원의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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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접한 영향요인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시 문제점과 의

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 조성과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직무배태성은 여러 선행연구(Halbesleben & 

Wheeler 2008; 권성복, 박미정, 송형미, 문지선, 2017; 이현숙, 염영희, 2015)에서 

직무배태성은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나 조직, 업무 등이 개인과 잘 맞을수록, 현재 병원의 관련부서, 동료 등과 서로 상호

작용이 활발하고 많은 팀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병원을 떠남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높게 인식할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다고 보고되었고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김종경 등(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간호업무환경을 좋게 지각

할수록 직무배태성은 증가하고, 간호만족, 병원의 지원적 환경, 환자간호 관련 환경, 

관리자의 리더십이 직무배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

소병원 간호사의 관리자는 개인에게 잘 맞는 업무를 배정하고 개인의 연결망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직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조직

적 차원에서의 승진의 기회, 자기계발을 위한 기술, 훈련의 교육기회 제공과 개인의 

능력과 경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강화 등으로 직무배태성을 높여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의 나타난 연구 결과

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직무배태

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중소병원의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 형성,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간호 관리

자들은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의사소통능력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업무와의 적합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성, 

조직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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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방안 마련으로 직무배태성을 높여 간호업무성과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 자료의 수집이 충청북도 내 소재한  중소병원(J, C, M ) 

3곳에 근무하는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병원이 사립병원과 공공병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병원별 특성과 간호조직문화, 업무환경의 차이로 인한 응답자의 영향력을 배제

할 수는 없다. 또한 자기기입형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

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존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문결과만을 토대

로 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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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6.1. 결 론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직무배태성, 간

호업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간호인적 

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충청북도 소재의 200병상 이상 300병

상 미만의 중소병원(J, C, M)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9월 26

일까지였고, 자기기입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61문항

으로 간호업무성과 17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직무배태성 19문항,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10문항이었다. 총 13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

지 2부를 제외한 총 128부를 자료분석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

분석,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는 총점 85점 만점에 전체평균 59.5점(문항평균 3.50점)이

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간호업무 수행태도 14.2점(문항평균 3.56점), 간호업

무 수행능력 24.6점(문항평균 3.51점), 간호과정적용 10.4점(문항평균 3.48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10.4점(문항평균 3.45점)순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2.0점(문항평균 3.48점)이었다. 직무배태성은 총점 95점 만점에 전

체평균 54.9점(문항평균 2.91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적합성 23.5점(문

항평균 3.35점), 연계 13.0점(문항평균 2.68점), 희생 18.4점(문항평균 2.63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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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3.32, 

p=.022), 배우자 유무(t=4.45, p=.022), 임상경력(F=4.06, p=.009), 월 급여 

(F=5.18,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35세 이

상의 간호사가 24세 이하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간호사보다 배우자가 있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총 근무경력 10년 이

상의 간호사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고, 월 급여

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간호사가 월급여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간호사 

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3.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와 의사소통능력(r=.590, p<.001), 직무배태성(r=.389, 

p<0.0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배태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β=.527, p<.001), 

직무배태성(β=.222, p<.003)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4.6%(F=18.071, p<.001)이었다. 간호업무성과에 가

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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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소재한 간호사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 위

해서는 여러 지역과 다양한 병원규모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도하

는 것이 필요하다.

2)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능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이 필요하다. 

 

3) 간호사의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이를 높이기 위한 조

직적 차원에서의 간호업무환경 등의 구체적인 중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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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점수

                                                                  N= 128

* 역환산 문항임

 

구성개념 항 목
   평균평균±

  표준편차

자기노출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3.63±0.67

역지사지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70±0.51

사회적
긴장완화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2.96±0.67

주장력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3.25±0.70

집중력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3.81±0.57

상호작용관리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3.70±0.61

표현력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3.25±0.72

지지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3.42±0.67

즉시성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3.55±0.67

효율성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3.46±0.73

사회적 적절성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3.83±0.79

조리성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2.94±0.63

목표간파  나는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 차린다. 3.43±0.67

반응력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 있음을 말로 또 

 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3.81±0.69

잡음통제력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50±0.63

 총 평균 3.4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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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의 직무배태성 문항별 점수

                                                                  N= 128

항 목  평균±표준편차

 조직내 적합성 3.35±0.49

 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좋아한다. 4.00±0.55

 나는 업무(직무)는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3.50±0.6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마음에 든다 3.33±0.74

 나는 우리 병원 조직이 나에게 주는 권한과 책임에 만족한다. 3.23±0.73

 나의 가치관과 우리병원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잘 맞는다. 3.02±0.72

 나는 우리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경력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30±0.74

 나는 우리병원의 문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3.06±0.67

조직내 연계 2.68±0.71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얼마나 오래 근무 하셨습니까? 2.50±1.24

 귀하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3.09±1.38

 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동료는 얼마나 됩니까? 2.56±0.82

 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동료는 얼마나 됩니까? 3.22±1.10

 귀하께서 업무상 관여하고 있는 팀은 어느 정도입니까? 2.04±1.02

조직내 희생 2.63±0.50

 나는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3.14±0.66

 나는 지금 일하는 병원을 떠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2.51±0.80

 나는 우리 병원에서는 승진할 기회가 많다. 2.59±0.61

 나는 성과에 적합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다. 2.69±0.65

 나는 병원에서 원한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2.69±0.92

 나는 우리병원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2.38±0.85

 나는 우리병원은 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43±0.83

 총 평균 2.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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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Ⅲ> 연구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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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Ⅳ> 연구도구

설 문 지

                                                       NO.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천인선 입니다. 바쁘신 가

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중소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배태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마련된 설문지로 본 조사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도

움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 향상과 간호인적 자원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간호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입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응답상의 비 을 위하여 제공된 봉투에 봉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는 철저한 비 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평소 근무하시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 연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귀하의 자의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뒷

장에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

문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지도교수 : 안 양 희

                                          연구자 : 천 인 선

                                               연락처 : 010-8800-****

                                                   E-mail : ci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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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의사소통능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1.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4.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5.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6.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7.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8.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10.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11.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1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13. 나는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14.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15.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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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다음은 직무배태성의 하위 항목인 조직 적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항목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F-1) 나는 내가 속한 부서의 구성원들을 좋아한다.

F-2) 나는 업무(직무)는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F-3) 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마음에 든다

F-4) 나는 우리 병원 조직이 나에게 주는 권한과
     책임에 만족한다.

F-5) 나의 가치관과 우리병원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잘 맞는다.

F-6) 나는 우리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경력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7) 나는 우리병원의 문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Ⅱ-2. 다음은 직무 배태성의 하위 항목인 조직 연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항목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 ① ②  ③ ④ ⑤

L-1)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얼마나 

     오래 근무 하셨습니까?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L-2) 귀하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 얼  

      마나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L-3) 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동료는 

     얼마나 됩니까?

없음 5명미만
5명이상~

10명미만

10명이상

~

15명미만

15명

이상

L-4) 귀하는 규칙적으로 업무상 같이 일해야 

     하는 동료는 얼마나 됩니까?

없음 3명미만
3명이상~

5명미만

5명이상~

10명미만

10명

이상

L-5) 귀하께서 업무상 중복 소속되어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없음 1개 2개 3개 4개



- 53 -

Ⅱ-3. 다음은 직무 배태성의 하위 항목인 조직 희생에 관한 질문 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항목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주십시오.

설문항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⑤ ④ ③ ② ①

S-1) 나는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S-2) 나는 지금 일하는 병원을 떠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S-3) 나는 우리 병원에서는 승진할 기회가 많다.

S-4) 나는 성과에 적합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다.

S-5) 나는 병원에서 원한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S-6) 나는 우리병원은 복리후생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S-7) 나는 우리병원은 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Ⅲ. 다음은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유사한 항목 

에 빠짐없이“V”로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1. 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 
   획하여 오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3. 나는 투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4. 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업무교대 시간 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 인계한다.



- 54 -

6. 나는 간호기록 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7. 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한다.

8.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9.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11. 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수범한다

12. 기구, 시설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13.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14.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15.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16.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 별    

    간호를 수행한다.

17.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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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란에 “V”표시하거나 써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기타: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졸   ② 학사   ③ 석사이상

5.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기타:         )

6.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본가   ② 자취   ③ 기숙사   ④ 친척집   ⑤ (기타:              )

7.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병동   ② 중환자실    ③ 수술실   ④ 응급실  ⑤ (기타:         )

8. 귀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근무경력 (  )년 (  )개월

 현 부서 근무 경력 (  )년 (  )개월

9. 귀하의 월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월 200만원 이하  ② 월 200~250만원  ③ 월 250~300만원

 ④ 월 300~350만원   ⑤ 월 350만원 이상

10. 과거의 의사소통관련 교육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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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Job 

embeddedness on Nursing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Cheon, In Su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working in medium-sized 

hospital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performance. 

Furthermore, this study developed measures to improve nursing performance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nursing 

human resources.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on nurses who currently work (more 

than 6 months) in a medium-sized hospital with more than 200 beds or 300 

beds based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J, C, M).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6 to September 26, 2017, and a structur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used. The questionnaire comprised 61 items, with 17 

items in nursing performance, 15 items in communication competenc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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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n job embeddedness, and 10 items in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 total of 130 nurs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after 

excluding two questionnaires for incomplete responses, a total of 128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oftware,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articipants’ mean nursing performance score was 59.5 points out of 85 

(average of 3.50 points). The category with the highest score was 

nursing attitude 14.2 points (average of 3.56 points), followed by nursing 

performance 24.6 points, (average of 3.51 points), nursing process 

application 10.4 points (average of 3.48 points), and nursing performance 

improvement 10.4 (average of 3.45 points). The mean communication 

competency score was 52.0 points out of 75 (average of 3.48 points). 

The mean job embeddedness score was 54.9 points out of 95 (average of 

2.91 points). The category with the highest score was fit 23.5 points 

(average of 3.35 points), followed by connection 13.0 points (average of 

2.68 points), and sacrifice 18.4 points (average of 2.63 points).

2. The differences of nursing performance in relation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nd nursing performance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age (F=3.32, p=.022), spouse (t=4.45, 

p=.022), clinical career (F=4.06, p=.009), and monthly salary (F=5.18, 

p=.007). Nursing performance was higher in nurses 35 years or older 

than those 24 years or younger, and in nurses without a spouse than 

those with a spouse. Furthermore, nursing performance was also high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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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with a career of 10 years or longer than in those with a career 

between 1–5 years, and in nurses with a monthly salary of greater than 2.5 

million won than those with a salary between 2–2.5 million won per month.

3.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r=.590, p<.001) and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job embeddedness (r=.389, p<0.001). In other words, 

nursing performance increased with better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higher job embeddedness. 

4. Communication competency (β=.527, p<.001) and job embeddedness

(β=.222, p<.003) had significant effects on nursing performance, with the 

model showing 44.6% (F=18.071, p<.001) of the variance. Communication 

competency had the greatest effect on nursing perform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job embeddedness have an effect on nursing performance in nurses working 

in medium-sized hospital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se nurses, hospital 

organizations should strive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o improve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y as and develop specific interventions, 

such as fostering better nursing work environment. 

Key words: communication competency, job embeddedness, nursing performance  

and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