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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

-직무요구-직무자원모델의 용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의 만족은 의료기 의 궁극 으로 추구하는 

목표로서 이를 달성하기 하여 조직 구성원의 안정  보유  조직 내의 조직시민행

동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고 조직

시민행동을 높이기 한 방법을 모색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모형구축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Demerouti, E., Bakker, A.B., Nachreiner, F., & 

Schaufeli, W.B.(2001)의 Job demands Job Resources model을 확  발 시킨 Job 

Demands-Resources theory (Bakker, A. B., & Demerouti, E., 2017) 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축하 다. 연구 변수  선행변수로는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으

로 설정하 는데 각 선행변수의 외생변수로 직무요구는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를, 직무자원으로는 자율성, 경력개발기회,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을, 개인  자원으로는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정  감성, 부정  

감성, 문직 정체성을  설정하 다.  내생변수는 과정변수로는 소진과 직무열의, 결과

변수로는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여 총 9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상자는 서울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 에서 근무하는 입사 1

년 미만의 간호사와 직  상 리직인 수간호사는 제외한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연구도구로는 Questionnaire on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Work, 일가정 불균형.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도구, Self Esteem Scale, 자기 효능감 도구, 정  감성과 부정

 감성도구, 문직 정체성 도구,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이직의도 도구, 조직시민행동 도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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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수집은 Y 학의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7월 1일부터 8

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는 상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

원, 100병상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총 300부  280부가 회수되었고 이  27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은 SPSS 18과 AMOS 21을 이용하여 서술  기술통계, 연구도구 신뢰도, 상 계분

석을 하 으며 X2, X2/df, RMR, GFI, NFI, CFI, IFI, TLI, RMSEA의 합지수를 기

으로 가설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 간호사의 JD-JR모델의 가설  합도 지수는  X2=273.9(df=133, p<.000), 

CMIN/DF(χ2/df)=2.060, RMR= 0.049, GFI=0.919, RMSEA=0.063, NFI=0.900, 

IFI=0.946, TLI=0.943, CFI=0.892로 모형을 수용하기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모형의 총 9개 가설  8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2.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pp<.001), 직무자원은 직무열

의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p<.001), 소진에는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며

(pp<.001), 개인  자원은 직무열의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p<.001), 소진에 유

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p<.001)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에는 소

진이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p<.001), 조직시민행동에는 직무열의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3. 모델의 선행변수와 과정변수들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직·간 인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성과변수인 이직의도에는 직무소진이 .873의 직 효과를 보 고, 간 효과로 직

무요구가 양의 효과를,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이 음의 효과를 보 다. 조직시민행

동에는 직무열의는 직무소진이 .916의 직 효과를, 직무요구는 음의, 직무자원과 개

인  자원은 양의 간 효과를 나타내었다. 과정변수인 직무소진에는 직무요구는 양

의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은 음의 직 효과를 보인 반면 직무열의에는 소진은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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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효과, 직무요구는 음의 간 효과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은 양의 직 ·간  효과

를 보 다. 

   

  결론 으로 간호사의 이직 의도는 직무소진의 직 인 향을 받으며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소진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고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열의에 직 인 향을 받으며 직무요구는 소진을 매개로 하는 간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자원, 개인  자원은 직무열의 직 인 향과 함께 소진을 매개로 

하는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 과 간호 리자는 

간호사의 이직을 이고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하여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을 통합 이고 균형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직무요구-직무자원 모델,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직무소진, 직무열의,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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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지속 인 향상, 수도권 으로의 의료기  편 , 의료기 의 형화 등

의 환경 변화속에서  숙련된 문 의료 인력의 확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

어 최우선의 선결조건이다(정명숙, 김 , 2006). 간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병원 내 

문 인력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인 자원으로서 경력직 간호사의 안정된 보

유는 차별화 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이라는 병원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필수

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근무조건  환경의 격차는 서울  수도권에 치한 형

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상을 가져오고 지방의료기 의 간호사의 부족 상을 래하

고 있다. 간호사들의 이직 의도는 70〜8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수 이고, 간호사들의 

실제 인 이직률 한 지속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이다(한용희 등, 

2010).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 서비스의 질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

도를 하시키고 나아가 병원 경 에 있어 경제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이윤미, 김

복미, 2008), 남아있는 간호사의 사기와 조직의 생산성에도 향을 미친다. 

  조직에서 기술, 창의성, 생산성 수 이 높은 조직구성원의 이탈은 조직역량의 이탈

이므로, 구성원을 유지하는 일은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에 요하게 작용한다 (Lee & 

Mitchell, 1994; Tanova & Holtom, 2008).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높은 직무요구(Job 

Demand)로 인한 조직구성원들의 소진을 이면서 조직원들에 한 지원을 통해 지속

인 성과를 높이려 하게 되는데. 이때, 역할 내 행동도 아니고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조직의 발 을 해 공헌하는 역할 외의 자발 인 행동을 의미하는(Dalal, 2005) 조직

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이 요하게 된다. 특히 간호사들

은 상자들과의 직 인 과 자신의 직무가 아닌 경우라도 이에 즉각 으로 

처해야 하는 상황이 상되므로 환자의 만족과 조직의 성과를 하여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무요구-직무자원 모델(JD-JR model)은 직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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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압박(strain)과 직무동기(motivation)를 거쳐 궁극

으로 직무성과(Job performance)에 향을 다는 이론으로(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Schaufeli & Bakker, 2004, Demerouti & Bakker, 

2011, Bakker & Demerouti, 2014) 어느 특정 요구와 자원이 포함되었는지에 상 없이 

범 한 직업 상황에 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안  틀(framework)을 제시한

다(최민석, 2015). JD-JR 모델은 여러 연구들에서 소진, 건강문제의 발생, 결근, 직무

열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이직(Crawford, LePine, & Rich, 2010, 

Halbesleben, 2010, Nahrgang, Morgeson & Hofmann, 2011, Bakker et al., 2003, 

Bakker et al., 2007, Hakanen et al., 2006, Judge, Van Vianen, & De Pater, 2004, 

Bakker & Demerouti, 2017)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지 까지 국내 간호계에서 JD-JR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업무강도에 

따른 신체  불편감과 직무만족에의 향(김효진, 박순주, 2016),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감정노동의 결과로써의 소진(안정아, 춘정, 염동문, 2011), 임상경력, 감정노동, 병상

비율의 직무요구와 사회 지지, 자기 효능감, 여만족도, 문직 자아개념의 직무자

원이 소진과 잔류의도에 미치는 향(이미향, 2016), 직무스트 스, 공감이 직무만족과  

공감피로를 거쳐 소진에 미치는 향(박옥경 등, 2016)을 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JD-JR 모델에서 제안하고 있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요

소들을 정확히 반 하고 있지 않거나 개인  자원의 경우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으

며, 에 지 과정(Energy Process)과 동기부여(Motivation Process) 과정  한 측면으

로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JD-JR모델에서 제시하고자 있듯이 직무요구, 직

무자원, 개인  자원이 에 지 과정과 동기부여과정을 통해 직무성과로 귀결되는 

체 이고 통합 인 에서 간호사들을 상으로 병원에서 주어지는 직무요구와 조

직 내에서의 역학 계를 포함한 직무자원, 간호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 자

원의 상호 작용 속에서 소진과 직무열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

동에 향을 주는 과정을 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성과로써 부정 인 측면인 

소진으로 인한 이직의도뿐만 아니라 정 인 측면인 직무열의를 통한 조직시민행동

을 조망하는 것은 직무성과를 보상에 근거하여 주어진 역할 만을 수행하는 경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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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계가 아닌, 보상 그 이상의 극 이고 정 인 조직 내 에서의 역할 확   

참여라는 사회  교환 계의 측면에서 악한다는 에서 요하다. 이는 한 상자

를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사들의 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도 맥을 같이하며 조직이 추

구하는 정 인 조직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JD-JR모델에 근거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을 

규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조직에서의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을 확인하고 직무로 인한 소진과 직무열의, 이를 통한 직무성과

와의 계를 규명함으로서 간호단 와 조직차원의 직무요구의 개선  직무자원  

개인  자원의 활용방안 모색을 한 기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 다.



4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JD-JR Model을 용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요구

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의 수 을 악하고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

는 요인을 규명하기 하여,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를 통해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을 측하는 구조모형을 구축, 직무요구-자원모델을 

검증함으로써 효과 인 인력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과 직무소진, 직무몰입,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과

의 계를 설명하는 가설  모형을 구축한다.

2. 가설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합도를 분석하고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

동의 인과모형을 제시한다.

3.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 직무소진,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에 

간의 인과 계를 규명을 통해 직무요구-자원모델을 검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직무요구(Job-Demands)

 (1) 이론  정의

  직무요구란 직무담당자에게 지속 인 육체  혹은 인지  정서  집 과 노력을 

요구하는 특성이나 측면들을 의미한다(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2) 조작  정의

업무과부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일·가정 불균형, 감정  요구의 하 요소들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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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과부하(Work Overload)

(1) 이론  정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능력 측면에서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업무가 부여된다는 인식(유선욱, 2013)을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QEEW 2.0 (Questionnaire on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Work,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

한다.

 
1.2  역할갈등(Role Conflict)

(1) 이론  정의

역할갈등은 직장 상사가 직원의 역할에 한 명확한 기 감을 밝히지 않거나 직원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상황이나 상

태,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조직에서 받는 역할기 가 부 합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

으로 정의하 다(Rizzo & Lirtzman, 1970).

(2) 조작  정의

Rizzo와 Lirtzman (1970)이 제시한 5가지 설문문항을 김 우(2014)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1.3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1) 이론  정의

역할모호성은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개인이 소속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 직무 

그리고 권   책임에 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 다(Sims 

& Szilagyi, 1975).

(2) 조작  정의

Rizzo와 Lirtzman (1970)이 제시한 5가지 설문문항을 김 우(2014)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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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가정 불균형(Work-Family Unbalance)

(1) 이론  정의

가족과 일터에서 역할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두 역에서의 생활이 원활하게 잘 이루

어지지 않는 불만족스런 상태(Grzywac. & Carlson, 2007)를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Carlsonet 등(2009)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Lee 등이(2014)이 발췌하여 사용한 도

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1.5 감정  요구(Emotional Demands)

(1) 이론  정의

업무에 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해서 감정을 억 르거나 왜곡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Zapf, Seifert, Schmute et. al., 2001).

(2) 조작  정의

QEEW 2.0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

한 수를 의미한다.

 
2. 직무자원(Job Resources)

(1) 이론  정의

직무자원은 직무요구 는 련된 생리 , 심리 인 비용을 여주고, 업무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개인의 성장, 학습발 을 돕는 직무의 신체 , 심리 , 사회 , 

조직  조건 인 특성을 의미한다(Maslach, Schaufeil & Leiter, 2001).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의 하 요소들의 

합을 의미한다.

 
2.1 직무자율성(Autonomy)

(1) 이론  정의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한 일정과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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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독립성, 재량권한의 정도를 의미한다(Hackman & Oldham, 1975).

(2) 조작  정의

QEEW 2.0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2 경력성장기회(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1) 이론  정의

구성원이 재 수행하는 직무가 향후 자신의 경력성장의 기회를 얻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 (Bedian, Kemery & Pizzolatto, 1991)를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QEEW 2.0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3 동료의 지원(College Support)

(1) 이론  정의

동료로부터 도움이나 지도(coaching)를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QEEW 2.0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4 상사의 지원(Supervisor Support)

(1) 이론  정의

상사로부터 도움이나 지도(coaching)를 받는 정도 즉, 직원이 각각의 업무 수행과  

능력 발휘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에 하여 얼마나 상호 계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한 지각의 발휘를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QEEW 2.0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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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자원(Personal Resources)

(1) 이론  정의

직무수행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정  감성, 부정  감성, 문직정체성의 

하  요인의 합을 의미한다.

 
3.1 자아 존 감(Self Esteem)

(1) 이론  정의

자신에 한 부정  혹은 정  평가와 련된 것으로 자신에 한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 감척도(Self Esteem Scale, SES)를 토

로 병재(1974) 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2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1) 이론  정의

사람들이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 (1982)이 개발한 일반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홍혜 (200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3 정  감성(Positive Affectivity, PA)과 부정  감성(Negative Affectivity, NA) 

(1) 이론  정의

정  감성은 정 인 감성  상태(affective state)를 경험하는 성향을, 부정  감

성은 부정 인 감성 (negative state) 상태를 의미한다(Watson et al., 1988).

(2) 조작  정의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에서 고종욱(2001)이 각각 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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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3.4 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1) 이론  정의

문직 정체성은 직무 수행과 련하여 개인  그룹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Adams, Hean, Sturgis & Clark, 2006).

(2) 조작  정의

문직 정체성은 Adams, Hean, Sturgis와 Clark(2006)이 개발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4. 직무소진(Burn Out)

(1) 이론  정의

신체 , 정신 으로 완 히 고갈되었다는 느낌을 의미한다(Maslach, Jackson & 

Leiter, 1996).

(2) 조작  정의

직무소진은 Maslach, Jackson와 Leiter(1996)가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신강 (2003)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5. 직무열의(Work Engagement)

(1) 이론  정의

직무열의(Work Engagement)는 정 이고 충만한, 업무와 련된 정서  동기 상

태(Schaufeli & Bakker, 2004)를 의미한다.

(2) 조작  정의

직무열의는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가 개발한 UWES-9(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을 백수진(201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6. 이직의도(Intention to Leave)

(1) 이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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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란 직무불만족에 한 반응으로서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는 타 직종으로 환하려는 성향을 말한다(Lawler, 1983).

(2) 조작  정의 

Lawler(1983)가 사용한 이직의도에 한 4문항을 박 옥, 김종경, 김세 과 장선주 

(2012)가 간호사의 이직의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7.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1) 이론  정의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심리  환경을 원활히 지원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Organ, 1997).

(2) 조작  정의 

Van Dyne & LePine(1998)이 개발한 도구를 이정원과 진 (2016)이 총 13문항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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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직무요구-직무자원 모델

   조직구성원의 심리  안녕과 건강과 련하여 조직 내 다양한 직무특성들이 연구

되어 왔는데 이  JD-JR 모델(Schauferi & Bakker, 2004)은 Karasec(1979)이 제안했

던 직무요구-통제모형(Job Demand-Control Model)에 기반한 분석 틀에서 출발하

지만, 직무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직무 련 요인을 포함시켜 실무 인 효용성을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론 모형들은 모두 Hackman 과 Oldman(1974)이 제안

한 직무특성 모형(Job Characteristic Model)에 기 한 것으로서 직무설계와 성과간의 

계에서 직무담당자의 내  동기부여  만족간의 계를 규명하기 한 것이다. 특

히, 직무특성 모형에서 Hackman과 Oldman(1976)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특성들(기

술 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 요성, 직무 자율성  과업피드백)은 조직구성원들이 수

행하는 직무자체와 련된 변수로서 JD-JR모델에서 직무자원의 개념으로 새롭게 분

류되고 있다. JD-JR 모델은 직장 내 구성원이 겪는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설명하기 

해 제시된 통합  모형으로, 직무수행으로 인해 직무담당자에게 발생하는 정  혹

은 부정  결과들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으로서 이미 국내 외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Bakker et al., 2004; 2005; Bakker & Schaufeli, 2008;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Schauferi & Bakker, 2004; Bakker & Demerouti, 

2017). 박동수, 홍춘철, 정성한, 2007; 박상언, 2012; 황재선, 신강 , 허창구, 김동근, 

2010).

1) 기 모형

  Maslach, Jackson과 Leiter(1996)는 직무 자율성, 사회  지원, 통제  처, 의사결

정 재량권 등의 직무자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과부하나 역할 갈등과 같은 직무요구가 

지나칠 때, 직무 소진과 더블어 그로 인한 질병, 이직, 결근, 조직몰입의 감소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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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 다. 이들의 이론을 검증한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2001)는 직무요구-자원 모델을 제안하고, 조직원들을 상으

로 실증연구를 수행하 는데, 이 모델은 8가지 직무요구와 13가지 직무자원을 소진의 

가능한 원인으로 규정한 Lee와 Ashforth(1996)의 메타분석과 Maslach, Jackson 와 

Leiter(1996)의 Maslach Burnout Inventory test manual에 제시된 소진의 구조 모형

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은 다양한 직무요구가 정서  소진을 향을 주

고, 직무자원이 철회 행동의 감소에 향을 다는 것을 밝혔다.(Figure 1 )

              

(Figure 1) JD-JR model of burnout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JD-JR 모델은 모든 직업이 조직과 종업원 개인에게 해로운 그 자체의 험 요인들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험 요인들을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라는 두 가지 큰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Demerouti & Bakker, 2007). 직무요구는 직무요구-통제모형에

서 이미 활용되었던 개념으로 직무담당자에게 육체  정신 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

구함으로써 그 결과 해당 직무수행자에게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게 만들어 직무소진 

혹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직무 련 특성을 의미한다(Karasek, 1979; Karasek & 



13

Theorell, 1990). 이때 직무상의 과도한 요구에 해 처하거나 리할 ‘수단’이 없으

면 조직원들을 험에 처하게 하는데 이 ‘수단’이 곧 직무자원으로, 직무자원들은 구

성원들이 자신의 과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직무요

구의 여러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학습  

개발을 진하는 직무특성을 말한다(Bakker & Demerouti, 2007; Hakanen et al., 

2006; Van den Broeck et al., 2008).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요구와 직무소진 사이

의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써 기존의 직무통제 변수를 직무자원으로 개념

으로 확장하여 이론  모델에 포함하 다(Schauferi & Bakker, 2004). 

2) 수정된 JD-JR 모델

  Schaufeli와 Bakker(2004)는 JD-JR 모델을 확장·수정하여 열의(engagement)를 추

가하여 소진과 열의를 직무요구와 건강 문제  직무자원과 이직 의도 간의 계에서 

매개변수로 고려하 다. 이것은 JD-JR 모델에 정 인 심리  변화를 주었는데 소

진과 같은 부정 인 심리 상태뿐 만 아니라, 이에 응하는 열의와 같은 정 인 부

분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JD-JR 모델은 직무요구의 여러 부정 인 향

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정 인 변수들을 반 하고 있는데, 즉 직무종사자들의 심리  

정서  안녕에 한 측치로서 보다 정 인 직무조건과 특성들을 고려하도록 논리

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결과변수에서도 직무소진이나 스트 스와 같은 부정 인 

면들 이외에 정 인 심리 행동 변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론 인 가정을 열어주고 

있다.

  기 JD-JR모델과 유사하게, 수정된 모형은 소진이 높은 수 의 직무요구와 부족한 

직무자원으로 인해 야기됨을 가정하고 직무요구와 구성원의 건강 사이의 계를 매개

할 것으로 기 하 다. 이것이 수정된 JD-JR 모델의 활력과정( 는 건강손상과정)이

다. 이와 동일하게 동기부여과정은 풍부한 직무자원에 의해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작

동하며 수정된 JD-JR 모델은 직무자원 고유의 동기부여의 질을 강조한다. 열의에 찬 

조직원은 에 지와 효능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집 하는데, 이런 특성은 정서 으로 

고갈되고 냉소 이며 직업  효능감을 상실하는 소진과 비된다. 많은 자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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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무 환경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다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자발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직무자원은 외  동기부여의 역할하게 되며 직무요구가 감소하고 따라서 목표 

달성이 진된다는 것이다. 한 직무자원은 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직무자율성, 계성과 역량에 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Deci 와 

Ryan, 1985; Van den Broeck et al., 2008). 를 들어 피드백은 학습을 진함으로써 

직무 역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의사결정의 허용 폭과 사회  지원은 상 으로 직

무자율성과 계성에 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두 경우 모두에서 직무자원은 작업 목

표의 성취 는 기본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정 인 작업 련 마음의 상태인 직

무열의를 자극한다. 반면에 이 정서 -동기  상태는 조직 몰입과 성과 같은 정

인 조직의 결과를 진하고 따라서 직무열의는 직무자원과 조직의 성과 사이의 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통  직무요구-자원 모형이 직무 소진에 

한 직무자원의 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에, 수정된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직무요구

와 직무자원 사이에 부(-)의 상 계를 가정하면서 직무 소진에 한 직무자원의 주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Figure 2).  

 

Figure 2.  Modified JD-JR model (Schaufeli, & Bakker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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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JD-JR 모델은 직무담당자가 지각하는 직무요구의 증 가 이들의 정신 ·육체

 건강을 훼손하는 과정(Energy Process; Health -Impairment Process)도 포함하지

만, 다양한 직무자원 요인들이 제공되면 구성원의 직무소진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

의 정신 ·육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Motivational Process; Health 

Enhancement Process) 에 주목하고 있다. 수정된 JD-JR모델이 제시된 이후, 이러한 

맥락에서 이에 기반 하여 조직이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 활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한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는 직무열의의 개

념을 새롭게 도입해서 이를 검증하는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Bakker et al,. 2008; 

de lange et al., 2008; Halbesleben 와 Wheelwe, 2008). JD-JR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

연구들은 직무요구의 증가가 구성원의 직무소진을 심화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것과 

직무자원의 제공의 증 가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진하는데 향을 미치는 것에 어느 

정도 독립된 과정인 것을 밝히고 있다(Bakker et al., 2004; Schauferi & Bakker, 

2004). 수정된 JD-JR모델로 Scheferi 와 Bakker(2004)는 직무요구와 자원이 직무소진

과 직무열의를 거쳐 건강문제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 다. 

3) 직무요구-직무자원모형의 확장

  JD-JR 모델의 요한 확장은 개인  자원(Personal Resources)이 모델에 추가된 것

이다(Bakker, A. & Demerouti, E. 2014). 개인  자원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성공

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지  복원력과 련된 정  자아평가(Positive 

self-evaluations)이다(Hobfoll, Johnson, Ennis & Jackson, 2003). 이러한 정  자아

평가는 목표설정(goal-setting), 동기(motivation), 성과(motivation), 업무·삶의 만족

(job and life satisfaction) 등과 같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Judge, Van Vianen, 

& De Pater, 2004) 그 이유는 개인  자원이 많을수록 개인은 더 높은 자존감과 목표

자기일치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Judge, Bono, Erez & Locke, 2005). 목표자기

일치성을 가진 개인은 동기부여가 높아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와 만족을 

이룰 수 있다(Youssef & Luthans, 2007). Xanthopoulou, Bakker, Demerout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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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ufeli, 2007)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존감(organizational-based self 

esteem), 낙 주의(optimism)와 같은 개인  자원으로 직무열의와 소진과의 계를 

검증하 는데 이러한 개인  자원은 직무요구와는 계가 없는 반면 직무열의와 련

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Xanthopoulou, Bakker, Demerouti, 와 Schaufeli (2009)는 

개인  자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 으로 직무자원과 직무열의와 상호연 성이 있

다는 것을 발견하 다(Figure 3).   

  확장된 JD-JR 모델의  다른 특징은 직무재창조(Job Crafting)와 부담완화

(Undermining) 과정의 도입이다. 직무재창조와 부담완화는 직무 재설계에 을 둔 

개념으로, 구성원이 개인의 욕구, 능력, 선호도와 직무 특성간의 합도를 높이기 

해 독립 이고 주도 으로 자신의 직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Wrzesniewski & Dutton, 2001). JD-JR 모델의 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직무자원 

추구하기, 직무도  추구하기, 직무요구 감소시키기의 3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Petrou et al., 2012) 이는 구성원이 개인의 욕구, 능력, 선호도와 직무 특성간의 합

도를 높이기 해 독립 이고 주도 으로 자신의 직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Wrzesniewski & Dutton, 2001). 따라서 직무재창조와 부담완화는 개인이 수동  역

할이 아닌, 자신의 직무에 해 극 으로 심리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

발하며, 직무설계를 수동  에서 능동  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erg, Wrzesniewski, & Dutton, 2010; Wrzesniewski, LoBuglio, Dutton, & Berg, 

2013). 

   최근에 실시되는 직무재창조에 한 연구는 JD-JR 모델에 근거하여 직무재창조를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간에 균형’을 맞추는 에서 수행되고 있다. 즉, 직무재창조는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 선호도와 직무의 특성을 정렬하여 개인의 직무 합도를 높이

고 업무의 동기를 향상하기 해, 직무자원과 직무요구 수 을 변화시켜 직무자원과 

직무요구 간에 균형을 최 화하는 것이다(Tims & Bakker, 2010; Tims, Bakker, & 

Derks, 2012). 모든 업무 환경은 직무자원과 직무요구의 특징이 있으므로, 직무의 특

정한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직무요구가 많고 직무자원이 부족하면 직무열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직무자원이 많을수록 동기부여와 직무열의를 유도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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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Hakanen & Roodt, 2010). 그러므로 직무재창조는 이러한 직무자원과 직무요

구 사이의 균형을 최 화하여 업무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Tims, Bakker, & Derks, 2013). 

Figure 3. Extended JD-JR model (Bakker & Demerout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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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

1) 직무요구

   직무요구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담당자에게 육체  정신 인 노력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업무수행자에게 상당한 생리 , 심리  희생을 감내하게 만들며 

직무소진 는 피로를 유발시키는 직무 련 특성이다(Karasek, 1979; Karasek & 

Theorell, 1990). 직무요구에는 직무수행 시 경험하게 되는 시간 인 압박, 능력 밖의 

어려운 일이 맡겨지거나, 과도한 업무량, 역할의 갈등이나 모호성, 직장-가정 생활간

의 갈등, 고객이나 상에 한 감정노동, 새로운 업무에 한 응, 인간 계에서 발

생하는 스트 스 등을 포함한다(Karasek, 1985). 직무요구는 업무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인을 의미하며, 직무담당자에게 부과되는 직무

요구는 업무수행  느끼는 시간압박감, 업무과부하 등의 양  차원의 직무요구(Van 

yperern & Janssen, 2002; Van & Hagrdoorn, 2003)와 역할 갈등이상과 역할 모호성, 

감정  요구, 일·가정 불균형 등의 질  차원의 직무요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양 차원의 직무요구로는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역할갈등, 명확하지 않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역할 모호성, 원활히 수행하

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는 인식인 역할과부하 등이 직무소진을 

래하는 요인으로서 보고되고 있다(박동수, 홍춘철, 정성한, 2007; 이인석, 박문수, 정무

, 2007; Lee & Ashforth, 1996; Vandenberghe et al., 2011). 양 요인  하나인 업

무과부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일을 부여하는 

양  과부하와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 지식, 능력  자격이 부족하여 나

타나는 질  과부하 등 두 종류의 과부하 모두를 포함한다. 업무과부하는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능력 측면에서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업무가 부여된다는 인식으로 정의된다(Bolino & Turnley, 2005; Gilboa et al., 

2008). 과다한 업무량은 구성원이 보유한 시간  자원을 넘어서서 많은 업무를 상당

한 노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탈진, 우울, 긴장 등을 래할 수 있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박진아, 오세진, 2011;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Schaufelli & Bakker, 2004; Vandenberghe et al., 2011). 선행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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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무소진과 선행변수들의 계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업무과부하와 직

무소진 두 가지 하  구성요소인 정서  소진과 비인격화와 높은 정(+)의 계가 있

음을 밝힌바 있으며(Lee & Asforth, 1996), Bakker 등(2003)은 콜센터 직원 상 연

구에서 업무량이 많아질수록 감정  탈진(Emotional Exhaustion)은 증가한다고 하

고, Bolino와 Turnley(2005)는 업무과부하를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일수록 높은 수 의 

피로감과 긴장감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동수 등(2007)도 역시 과도한 업무량은 

구성원의 감정  탈진을 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  직무요구로 분류되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과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

은 역할 담당자에게 상반된 요구를 함으로써 불일치의 지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izzo, House & Lirtzman, 1970; Ivancevic & Matteson, 1980). 역할 갈등은 

직무요구가 조직 구성원의 개인  기 , 가치  직무 요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는 

직무가 개인의 도덕성, 가치  과 반 되는 행동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직무 재배

치, 직무 재정의, 재교육, 축소, 배치 환을 포함한 직무 환경에 있어서의 극 인 변화

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련성을 갖는다(정승언, 2002) 한 역할 갈등은 구성원의 

정서  소진과 강하게 연 되어 있으며, 직무만족  직무 여의 감소, 조직물입의 감

소, 이직 의도나 이직을 증가시킨다(Lee & Ashforth, 1996). 뿐만 아니라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직무불만족이 높고 직무 련 김장이 

많으며 자기 확신이 낮고 우울성향이 높고 작업동기 수 이 낮으며 이직할 의도가 높

다(Caplan et al., 1975). 따라서 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직무와 련된 긴장을 보다 크

게 느끼고, 직무에 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직무에 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역할 모호성은 개인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데에서 나

타나는 역할 수행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Katz & Kahn, 1978), 자신의 역할, 직무

목표  직무에 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때, 특히 직무 내용  과업 자체가 난해

하거나 복잡할수록 잘 나타난다. 즉, 자신의 업무역할에 해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업무목 과 자신의 역할에 해 동료들의 기 가 모호하고, 업무의 범

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역할이 모호하면 역할 긴장이 일어나게 되며, 직

무 불만족, 우울, 불안 등의 태도가 고조되어 직무 성과가 낮아지며 이직 성향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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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구성원의 직무 역할에 한 인식은 직무소진을 유발시키는 주된 선행요인으로

서 다루어져 왔다. 한 일·가정 불균형 문제는 직무요구 차원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

는 부분인데 직무의 요구사항과 개인 삶으로부터의 의무, 개인 생활의 향유가 서로 

충돌함을 의미한다. 일·가정 불균형은 직무요구에 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도 

논의되고 있으며, 직무소진을 증가시키고 직무열의를 떨어뜨리는 핵심인 요인이다(유

선욱, 2017). 특히 간호사는 여성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가족 내에서 아내이자 어

머니 역할을 업무와 병행해야 하고 교 근무로 인한 가변 인 근무환경은 일과 가정

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감정  요구는 개인  감정을 리하려는 종업

원의 노력 뿐 아니라 긴장과 억제와 같은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직무- 련 상황을 

말하는데, 인 계에 바탕을 둔 고객과의 직 인 감정교류가 주요한 업무특성으로 

두되는 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정노동이 직무요구의 주요한 개념으로 근되어 

왔다 (오정학, 육풍림, 2011). 직무요구로써의 감정요구(emotional demand)는 직

으로 소비자나, 사람을 하는 직업 군-인  서비스나 교육, 의료분야-에서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 서비스화 된 업무에 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해서 감정을 억 르거나 

왜곡하는 등의 감정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진을 일

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Zapf, Seifert, Schmutte, Mertini & Holz, 2001, 유선욱, 

2017 재인용). 특히 고객과의 이 빈번한 간호사는 업무  지속 으로 환자에 

한 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감정  요구를 강도 높게 경험하게 되며(정명숙, 김 , 2016) 이러한 감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 직무소진도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Byun과 Yom(2009).

  직무요구 수 을 높게 자각하는 구성원은 정신, 육체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에

지가 소모되게 되는데 직무요구에 따라 기 되는 성과수 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결과 으로 이들에게 부정 인 반응인 스트 스가 

유발 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요구가 본래 인 의미로 부정 인 것이 아닐지라도 직

무담당자가 이를 충족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직무 스트 스를 

유발하여 이러한 상이 구성원에게 만성화되면 직무소진을 겪게 되는 것이다

(Meijman & Mulder, 1998). 뿐만 아니라 직무요구 수 의 증가는 업무가 가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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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서 발생하는 갈등이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들에 직무소진을 유발하고 직무열

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Demerouti et al., 2001; Lee & Asforth, 1996; Hahanen et al., 

2008). 그러므로 직무담당자가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에 한 압박감, 역할 갈등  역

할모호성 등을 복합 으로 지각하여 직무요구의 수 이 증 되면 직무소진이 증가하

고 직무열의가 낮아지는 것을 상할 수 있다. 

2) 직무자원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직무요구가 직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변수로 

직무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자원 역시 '직무의 물리 , 심리 , 사회 , 그

리고 조직  특성으로서 구성원이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직무요구로 인

한 부정  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생리 , 심리  비용을 낮추며, 개인 인 성장과 발

을 자극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한 이것은 직무담당자가 자신의 과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기능 인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직무요구의 여러 부정 인 심리  생리  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 인 성장과 학습  자기개발을 진하는 직무특성을 가지

고 있다(Bkker & Demerouti, 2007; Hahanen et al. et al., 2008; Van den Boieck et 

al., 2008). 직무자원으로는 Hackman 와 Oldham(1976)이 직무특성 모형에서 제시한 

제시한 직무의 다섯 가지 핵심특성들 인 직무자율성, 의사결정 참여, 기술 다양성, 역

할 명료화 그리고 성과 피드백 제공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후, Bakker et 

al.,(2004)은 직무자원으로 상사나 동료의 지원과 력 인  분 기 등과 같은 인

계 인 요인과 임 수 과 경력기회, 고용안정성, 노사 간의 신뢰, 조직공정성 등과 

같은 조직  차원의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직무자율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스트 스의 감소뿐만 아니라, 업무과부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부정  향

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Bakker et al., 2003) 세부 인 업무의 내용, 수행시기, 방식 등

을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은 많은 업무량을 효과 으로 응

할 수 있으므로 직무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하 다(박상언 김주엽 김민용, 2005; 

Karasek, 1979). 경력성장기회(Career Development Oppertunity)는 구성원이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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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해 조직에서 경력성공에 유용한 가치 있는 결과물(승진, 보상 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을 의미하는데(Bedian et al., 1991).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직무

수행을 통해 지식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속 인 성장(승진 등)을 통해 자신

의 경력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은 경력몰입(이수 , 최우성, 2006), 

조직몰입(Weng et al., 2010), 이직의도(Nouri & Parker, 2013) 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경력성장기회가 

직무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Jawahar, 2012). 조직구성원의 

경력성장 가능성에 한 인식은 조직 차원에서 존재하는 직무자원 의 하나로서

(Bakker & Demerouti, 2007), 구성원이 조직에서 경력개발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Bedeian, Kemery, 와 Pizzolatto, 1991; 

Jawahar, 2012). Jans(1989)는 구성원이 재의 조직에서 지속 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승진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직무 몰입은 높아진다고 주장하

다. Feldman et al.(2008)은 빠른 승진 등 경력성공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일

수록 장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Cordes와 Dougherty (1993)는 경력

성장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구성원은 조직의 고성과자로서 상사부터 인정과 높은 보

상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조직이 제공하는 직무자원을 어

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직원들은 직무에서의 소진을 덜 경험하게 되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직의도와 같은 직무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개인  자원

   개인  자원(personal resource)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고 환경에 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의식수 을 의미한다(Hobfoll, Johnson, Ennis, 와 

Jackeson, 2003). 한 개인  자원이 많을수록 정 인 자존감과 목표에 한 자기

일치 수 이 높아져서 모교설정, 동기, 작업수행, 직장  생활만족 등 다양한 역에

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Judge, Van Vianene, 와 De Paater, 2004). 본 

연구의 이론인 JD-JR 모델에 따르면 직무자원이 직무요구와 상호작용하여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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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직무가 가지는 특성 뿐 만 아니라 직무담당

자 개인의 특성도 직무열의에 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다

(Bakker & Demerouti, 2007) Albreecht(2010) 은 자기존 감, 자기효증감, 통제의 

치, 정서인지  조  능력과 같은 개인  자원이 직무열의의 측 변인이라고 주장

한 바 있으며 국내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직무열의의 선행요인으로서 자기계발동기, 자

기효능감,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과 변  리더쉽과 같은 인 계, 개인과 직무의 

부합 등과 갗은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었다(박근수, 유태용, 2007; 김 욱, 유태용, 

2009; 심윤희, 이태용, 2009; 이인호, 탁진국, 2010). 한 개인자원과 직무통제요인과

의 상호작용효과에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극 이고 자기효능감이 큰 직무담당자에

게 직무통제를 증가시켜주면 오히려 직무소진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 다(van 

der Doef & Maes, 1999; 박상언, 김민용, 2006). 이에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

자원의 보유수 이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열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상할 

수 있다. 

3.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1) 직무 소진

     Freudenberger(1974)는 정신건강센터의 자원 사자들에 한 연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기 시작하고 피곤, 망, 탈진 증세를 보이며 마침내 환자들에게 

냉소 으로 하는 것을 찰하고 이러한 정서 , 신체  고갈상태를 표 하기 해 

직무소진(job burnou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김학수, 정승언, 2014). 그는 직무소

진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 으로 수행하 으나 기 했던 성과나 보상 없이 

인간 인 회의감과 좌 감을 겪은 상태’로 정의하 고, ‘staff burnout’이란 연구를 통

해 직무소진의 다양한 증상들을 정교화하고, 직무 소진에 한 연구의 기 를 마련하

다(심종선, 정승언, 2013).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 지를 투입해야하

는 경우 구성원들은 과도한 스트 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 , 정서 , 정신  기력

이 고갈된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일에 한 심이 어듦으로써 직무 수

행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상에 하여 무 심하거나 비인격화된 행동을 보인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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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기 자신에 한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낮아지고, 독창성과 작업 열의가 어

들며, 고객이나 동료, 조직으로부터의 소원함, 고객이나 자신에 한 부 한 태도, 

불편한 신체 , 감정  증상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Perlman & Hartman, 1982). 

직무 소진은 이처럼 과도한 직무요구로 인해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부정 인 심리  

증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장기 인 스트 스로 인한 신체 , 정서 , 정신  반응의 

집합체이다. 직무 소진은 스트 스, 만성 인 피로(chronic fatigue)와 다르다(유선욱, 

2013). 스트 스는 일상 인 것이며 부정 인 기능과 함께 정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나 직무 소진은 구성원이 스트 스에 처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르게 된다

(Sand & Miyazaki, 2000). 직무 소진은 스트 스 인 직무라 할지라도 그 직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만성 인 피로는 경미한 

열과 오한, 근육통증 등 다양한 증상, 즉 육체 인 증상에 을 맞추고 있다

(Schaufeli & Bakker, 2003).

     Cherniss(1980)에 따르면 소진은 과도한 스트 스나 불만족에 한 반응으로 직

무로부터의 정신 인 물러남으로 정의된다. 즉 직무 소진은 직무에 한 열정, 흥미, 

사명감의 상실로 언 되었다. 직무 소진에 한 다른 여러 연구에서는 소진을 ‘증상’ 

는 ‘징후’로 찰하 는데, 이는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김학수, 

2011). 소진을 결과  측면으로 분류한 Pines, Aronson 과 Kafry(1981)의 연구에서 소

진의 정도, 기간, 빈도, 결과는 다양하지만 소진을 신체 , 정서 , 정신  탈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 다. 신체  탈진이란, 무기력, 만성  피로, 허약함, 권태를 말

하며, 정서  탈진은, 우울, 좌 , 무력감을 나타내고, 정신  탈진은 낮은 자아개념과 

자신과 업무  생활에 한 부정  태도로 인한 불만족감으로 설명한다. Cordes와 

Dougherty(1993)는 소진이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 인기능을 래한다고 주장

하며, 인간과 교류하는 직업에서 근로자들이 스트 스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

나는 정신  탈진 상태라고 하 다.

  여러 연구자들의 소진에 한 정의와 개념  오늘날 가장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는 것은  Maslach(1982)의 정의로, 그는 소진을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감정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자아성취감 하의 총체  상이며, 순차  심화라고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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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감정  고갈은 과도한 심리  부담 는 요구들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

한 개인의 감정  자원들이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정신  에 지 결핍을 의미하며, 직

무 소진의 핵심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직무 련 긴장, 불안, 우울, 신체  

피로, 불면증, 두통 등을 수반하는 증상으로 만성 인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비인격화는 서비스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을 물건이나 실험 상 혹은 숫

자처럼 여기며 그들에 해 부정 이고, 무감각하고, 냉소 이며, 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비인격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비인격화에 의하여 조

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을 온 한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사물 혹은 숫자로 

취 하여 에 지의 고갈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비인격화는 감정  고갈로 인

하여 자신의 고객, 동료, 직무 등에 하여 부정 이고 무감각하고, 냉소 이며, 형식

, 기계 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의 감정  고갈을 막으려는 일종의 방어  처방식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고객 등과의 상호작용을 비인격화하여 시간과 에

지를 덜 투자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일에 만족을 못하고 싫증이 나게 되며, 결과 으

로 개인 인 성과 하락과 함께 조직 체의 생산성 하를 래하게 된다.

   Maslach(1982b)는 더욱 체계 이고 실증 인 연구를 해 소진을 측정하기 한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 고 소진에 한 체계 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다. 소진에 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소진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소진의 단순한 육체  증상뿐 아니라 정서 , 심리  증상에 한 

다양한 연구와 소진의 결과에 향을 주는 사회  지원과 같은 선행변수, 소진의 결

과로 일어나는 결근, 이직 는 직무만족과 같은 결과변수에 한 연구로 그 차원이 

확 되었다. 최근에는 직무 소진의 하 차원들을 에 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고

갈(exhaustion), 일에 한 정체성과 의미 부여의 결여를 의미하는 냉소주의 

(cynicism),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뜻하는 직업  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감소로 개념화 되었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이는 직무 소진 

상을 인  서비스 부문에 제한하는 약 을 극복하여 다른 직업에도 일반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고갈은 직무 소진에서 가장 기본 인 스트 스 역으로서 정

서 이고 육체 인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된 상태를 말하며, 냉소주의는 자신이 하는 



26

업무와 다른 사람들에 해 정신 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며, 직업  효능감의 

감소는 업무에서 지각된 효능감과 성취감이 감소하는 것, 즉 직무에서 느끼는 낮은 

자존감과 함께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Bakker, 

Demerouti & Verbeke(2004)는 냉소주의와 고갈이 동료 평가의 역할 외  역할 내 

성과와 련이 있음을 발견한 반면에, Bakker, Van Emmerik & Van Riet(2008)는 냉

소주의가 의 매 성과를 측할 수 있음을 보 다

2) 직무열의 

    직무열의(job engagement)는 세 가지의 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 

Kahn(1990)은 직무열의란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생리·인지·정서 등

의 에 지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하 는데(권인수, 최 군, 2011) 조직 구성원이 직무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 할 때 는 직무역할에 완 히 몰입했을 때 직무열의의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그는 직무경험이 어떻게 직무열의에 향을 미

치는 지에 해 구성원 개인 수 의 심리상태에 을 맞추었다. 직무담당자가 높은 

직무열의를 갖기 해서는 직무에 한 의미성(meaningfulness), 안정성(safety), 가용

성(availability)의 심리상태를 경험하여야 한다(Kahn, 1990). 이때 의미성이란 ‘이 일

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를 말하며, 안정성은 ‘그 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로서 자신의 직무활동이 자신의 이미지, 지 , 

경력에 부정 인 양을 미릴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가용성은 ‘내가 

그 게 하는 것이 가능 한가’ 로서 직무수행에 한 육체 , 감정 , 인지  자원을 

투자하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 한 개인 인 믿음을 의미한다. 그는 직무열의가 

결과 으로 조직 수 의 성과를 증 시킬 분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성장과 발 과 

같이 개인에게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둘째, 직무소진에 한 반 개념

으로 직무열의에 한 연구가 있다. 직무소진은 정서 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동안 노출됨에 따라 나오는 생리 , 정서 , 정신 인 소진 상태로 정의될 수 있

다(Pine & Aronson, 1988). Maslach 와 Leiter(1997)은 직무소진을 정서  고갈

(exhaustion), 냉소(cynicism), 무능감(ineffectiveness)의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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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  고갈은 에 지가 고갈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쳐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이다. 직무에 한 냉소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한 소극 인 태도와 

인 계에서 무 심한 태도를 말한다. 무능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능력에 해 자

신감의 상실로서 ‘나는 일을 잘 할 수 없다’와 같은 직무능력에 한 부정 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소진을 겪는 구성원들과는 달리,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

원은 직무로 인한 스트 스 신에 자신의 직무에 높은 에 지를 가지고 집 할 수 

있다. 직무열의는 높은 수 의 에 지(energy), 몰입(involvement), 효능(efficacy)의 

세 가지의 구성개념을 포함한다(Maslach & Leiter, 1997) 이들은 직무소진의 세가지

의 하  개념에 각각 직 으로 응된다. 즉, 직무열의를 구성하는 에 지는 직무소

진의 하  개념  고갈에, 직무열의  몰입은 직무소진을 구성하는 냉소에, 효능은 

무능감에 각각 비되는 요소이다. 이들은 직무소진의 하  개념들이 낮으면 반 로 

직무열의의 하 개념이 높다고 보는 방식으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제

시하 다. 유사하게 Schauferi, Salanova, Gonzalez-roma, 와 Bakker(2002)도 직무소

진과 조되는 개념으로 직무열의를 소개하고 있으나 직무열의의 하  개념마다 일일

이 직무소진과 완 히 비되지는 않지만 직무소진과 반 되는 개념으로서 직무열의

를 제시하 다. 자들은 직무열의란 업무에 하여 정 이고 정력 이며 헌신하고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 하 다. 직무열의는 작업과 련된 정 이고 성취 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여 이는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 세 가지 

하 요소로 구성된다(Schauferi & Bakker, 2004; Schauferi, Bakker, & Salsnova, 

2006). 활력은 일하는 동안의 높은 에 지 수 과 정신 인 회복력을 가지며 자신의 

일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지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은 자신의 일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에 한 의미와 열정 드리

고 자부심을 가지며 도 하는 것을 뜻하며, 몰두는 자신의 직무에 완 히 집 함으로

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 가는 도 모르게 깊게 몰입된 상태로 일에서 자

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Schauferi & Bakker, 2004). 셋째, 최

근 정심리학의 출 으로 산업  조직 심리학과 조직행동 분야애서도 정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와 더블어 과거에는 조직행동분야에서 직무소진이라는 부정 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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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두어 이를 이려는데 심을 가졌던 반면, 최근에는 정 인 측면인 구

성원의 직무열의에 한 개념과 요성에 해 심이 증가하고 있다(Schauferi et al 

,2006). 연구자들은 조직에 한 부정 인 근에서 벗어나 정 인 측면에 을 

두고 조직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Seligman, 2002; luthans, 2002). 그 결

과 조직에 정 인 결과  성과를 증 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변수인 직무열의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심리학에 

새로운 경향으로 제시된 정 심리학의 향을 반 하는 개념으로서 직무열의는 

Schauferi 등(2002)이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직무열의에 향을 끼치는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직무열의의 선

행변인은 주로 직무요구-자원모델에 근거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이지우, 

2010), 사회  지원, 피드백, 기술의 다양성, 직무자율성, 학습의 기회등과 같은 직무자

원이 직무열의와 정 인 련이 있다는 것을 지속 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무자원은 

구성원의 성장, 학습과 자기개발을 진하므로 내재  동기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한 도구로서 외재  동기 역할을 담당 한다(Schaufeli & 

Bakker, 2004). 직무열의의 결과변인은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직몰입 등 직무와 조직 

련 변인들이 거의 부분이다(이지우, 2010). 표 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Sakes(2006)는 직무열의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밝히기 

한 실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직무열의에 향을 끼치는 선행변인은 직무특성, 조직지

원, 상사지원, 보상과 인정, 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직무열

의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직무의 구조  특성, 사회  계, 리  특성 등 다

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열의의 결과변인은 직무만족, 조직헌

신,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하 으며, 직무열의가 조직 련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직무열의가 이러한 선행변인과 결과 변인간 

에 매개효과의 역할을 담당한 것을 검증하 다. Wollard 와 Shuck(2011)은 직무열의

의 선행변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의 2 가지 수직  수 으로 나 어 제시하 다. 

개인차원에서 개인은 몰두, 활력, 처스타일, 호기심, 념, 감정  합도,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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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통제의 느낌, 높은 수 의 기업시민정신, 의미있는 일의 참여, 개인과 조직의 

목  연계 등에 의해 직무열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은 진정

성 있는 조직문화, 명확한 기 , 기업의 사회  책임(CSR), 격려, 생요인, 직무특성, 

직무통제, 과업의 도 수 , 미션과 비  등에 의해 직무열의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지우(2010)는 1990 년부터 2010 년까지 직무열의를 주제로 발표된 국내외의 실증

연구 48 편을 메타 분석하여 직무열의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 들을 통합 으로 분석

하 다. 직무열의의 선행변인들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들끼리 묶어 크게 직무자

원, 직무요구, 개인특성으로 나 었는데, 먼  직무자원에 포함되는 하  변인그룹으

로는 직무구조, 직무나 조직의 계,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 직무자율성, 사회  지

원, 리더십(Breevaart et al., 2014)이 포함되며, 이들 변인들이 직무열의에 정 인 

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무요구와 련된 주요 선행변인들은 업무과

부하, 시간압박, 일-가정 갈등, 가정목표와 일 목표와의 계, 고용불안정성 등이라는 

것을 분석하 는데, 이 변인들이 직무열의에 부 인 향을 끼치는 향요인이라는 

것을 악하 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에 포함되는 선행변인들로써, Big 5 성격이론의 

5 가지 성격(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경쟁심)과 이동성, 낙 주의, 주도  성

격(Bakker, Tims, & Derks, 2012)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인들이 직무열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 다.  

   직무열의의 결과변인은 직무와 조직에 련된 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육체 , 

정신  건강을 포함한 개인건강의 변인을 다룬 연구결과가 소수 있었다. 직무와 조직 

련 변인들은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역할 외 행동, 조직시민행동, 조직변화

에 한 인식, 감정노동 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

1) 이직의도

 이직은 인력의 조직 내 ․ 외부로부터의 이동으로,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

는 개인이 자발 으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으로(Mob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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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자발  이직은 조직에 불만이 있거나 보다 나은 기회를 찾기 해 다른 조직

으로 옮기는 경우 이며, 비자발  이직은 구성원의 의사와 계없이 경 자나 조직의 

입장에서 강제로 종결되는 것이다(Allen & Meyer, 1990; 박 옥 등., 2012).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 구성원을 고용하고 훈련을 시키기 해서 투입된 경비와 시간 낭비 외

에 인 구성원의 재구성 등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직의 최소화가 요구

된다. 한, 종사원이 이직해버리면 조직으로서는 다른 종업원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직자체보다는 이직의도에 직

인 심을 가지는 것이 방차원에서 필요하다(김형섭, 2005). 이직의도란 직무불

만족에 한 반응으로  직장에서 타 직장으로 옮기려는 의도  는 타 직종으로 

환하려는 성향이며(Lawler, 1983), 이직의 강력한 측변수이다. 이직의도는 직무성과

와도 련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한 것으로 (Gerhart, 1990), 구성

원이 재 조직의 구성원임을 자발 으로 포기하고 떠나려는 의도 (Bluedorn, 1982; 

Tett & Meyer, 1993)로 정의할 수 있다. 이직의도는 종사원이 고용 된 기 에서 고용

인이 자발 으로 분리되어 고용주로 하여  채용 공고를 내 지원자를 선별하고 선발

된 신입사원을 훈련시키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때문에, 조직의 에서 매우 민감

한 사항이다(Hom, 2011). 이직의도는 이직의 직 인 선행요인으로(Zimmerman & 

Darnold, 2009), 지  당장 이직 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이직을 할 의사가 있는 

지 말하는 것으로(김근우, 2006; Hom, 2011), 이직과 같은 외형상의 결과와는 다른 개

념으로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개인의 이직에 한 의지와 경향성을 의미하는

데, 종사원들의 이직을 측하는데 가장 향력이 있게 활용되어진 변수(Carsten & 

Spector, 1987)이다.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행동을 효과 으로 

측해주는 선행요인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종사원의 행동  성과변수로서 

이직행 의 체개념으로 이직의도를 사용하고 있다(Brown & Peterson, 1993; Price, 

2001). 한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요인으로 간주해왔으며(김형섭, 2005),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는 최종 으로 조

직발 에 부정 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인이지만, 조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부정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한 주요 측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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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직무소진은 만성  직무 스트 스 요인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

용하며(Cordes & Dougherty, 1993), 직무소진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감퇴시키고 직

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이직의도를 높여 다(김 , 송성인, 2008). 직무

소진과 반 되는 개념인 직무열의와 이직의도간의 계에 한 연구는 직무열의가 비

교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진 개념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직무열의와 반 되는 개념

인 직무소진과, 직무열의와 비슷한 개념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의 계를 통해 추

론할 수 있다. 김남기(2011)의 연구에서 직무소진과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와 고객지향

성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으며, 그 결과 직무열의의 헌신은 이직의도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공식  보상시스템에 의해서 명백히 는 직 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 으로 볼 때 조직의 효과  기능을 진하는 개인들의 재량  행동을 

말한다.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이 성립되어 유지되는 데 필수 인 요소들을 역할의 기

으로 본다면, 개인에게 맡겨진 역할의 요구수 을 충족하는 역할 내 행동(in-role 

behavior)과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역할 외 행동(out-role behavior)으

로 나 어 볼 수 있다(Katz, 1964; Scott, 1987). 구성원의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는 행

동에 한 심은 조직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 외 행동은 조직시민행동(Smith, Organ & Near, 1983; Organ, 1988; Van 

dyne, Graham & Dienesch, 1994), 친사회  조직행동(Brief & Motowidlo, 1986), 조

직 자발성(George & Brief, 1992) 등과 같이 유사 개념을 가진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Organ(1988)은 조직시민행동을 구성원의 자유재량의 행 로써 공식 인 보

상을 받는 행 는 아니지만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개인의 

행동으로 정의하 다. 즉,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구성원을 돕는 행 가 의무가 아니

라 개인의 자유재량권이며, 타인을 돕는 행 는 공식 인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보상

되지는 않으나,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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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시민행동은 사회  교환 조건에 기 하기 때문에 직무만족(Smith, Organ ,& 

Near, 1983), 신뢰(Konovsky & Pugh, 1994), 조직  지원(Moorman, Blakely, & 

Niehoff, 1998), 공정성(Moorman, 1991)과 같은 사회  교환의 지표와 련이 있다.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 는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계는 크게 경제  교환 계(economic exchange)와 사회  교환 계

(social exchange)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교환 계에서는 자신의 공헌에 한 보

상을 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계인 반면, 사회  교환 계란 상호간의 신뢰(trust)

와 암묵 인 의무(obiligation)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 임 미래에 한 보상에 주된 

심을 가지는 계이다. Tyler(1999)는 사람들이 조직을 하여 동하는가의 여부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자원의 본질(nature)과 질(quality)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조직

원들이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조직으로부터 많이 제공받을수록, 조직을 

한 자발 인 동행 (voluntary cooperative behavior)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사회  교환 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Konovsk & Pugh, 1994). 조직원들은 조직  지원에 해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 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Rhoades & Eisenberger, 2002; Wayne et al., 1997). 

   Van Dyne et al.(1994)은 최근 조직구성원에 의한 역할 이상의 자발 인 행 가 

지닌 요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개념들이 도입되었지만, 조직시민행동

을 측정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목 에 맞는 조직시민행동의 하 차원의 개념들

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tamper & Vandyne, 2001). 그 이유  

하나도 조직시민행동의 하 차원들이 서로 다른 선행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

각할 수 있다. Williams & Anderson(1991)의 연구에서 이타주의와 복종은 서로 다른 

선행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결과변수에 향을 다고 말하고 있다, 즉, 복

종은 조직 체의 차원에서의 비인격화된(impersonal)한 측면의 조직시민행동을 의미

하는 반면, 이타주의는 특정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Fahe 

et al.,1990; Williams & Anderson, 1991) Allen 와 Rush(1998)의 연구에서는 조직시

민행동에 내재된 동기  측면을 이타 주의  동기(altruistic motive)와 도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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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al motive)로 구분하고 있다. 이타 주의  동기는 개인 인 가치, 조직에 

한 충성심, 도덕  기 에 한 느낌 등으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도구  동기는 상

사에게 잘 보이기 한 욕구, 인정이나 기타의 조직  보상에 한 기 , 차후의 교환

을 한 사 구축 등의 목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

민행동의 하  차원으로서 Van Dyne et al.(1998)이 사용한 이타행동(helping)과 제안

행동(Voice)의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타행동(helping)의 경우 사

람과의 계에서 부수 으로 일어나며 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affiliative, 

interpersonal & cooperative). 를 들면, 자시의 직무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

람의 일을 도와줘나 그와 련된 행동을 말하며 ,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다른 신

규간호사나 업무가 바쁜 동료를 도와주는 행동은 일상 으로 일어필요하다. 제안행동

(voice)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다(change-oriented). 를 들면 불만사항이라

든지 제도상의 고쳐야 할 부분을 지 함으로써 기존의 행이나 행동의 신이나 변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열의가 높은 구

성원들은 궁극 으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외 인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바 있다 (Sakes, 2006; 

Rich et al., 2010; Kahn, 1990, 1992). 일반 으로 직무열의는 조직과 련된 변수와 

정 인 계를 가지며(Sakes, 2006), 직무와 련된 구성원의 정서에 정 인 향

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 으로 조직과 련된 정 인 결과를 창출한다. 사회교환이

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개인과 조직의 교환 계의 질이 높을수록 신뢰

와 충성 계를 통해 상호간에 높은 수 의 몰입을 가능  한다(Cropanzano & 

Mitchell, 2005). 그러므로 직무열의가 높은 종업원은 지속 으로 조직과 우호 인 상

호교환 계를 유지해서 조직에 해 높은 수 에서 신뢰 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에 

정 인 태도와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조직에 한 애착은 증

가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는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Schaufeli & 

Bakker, 2004 Sonnentag, 2003). 한 직무열의는 조직차원에서 높은 조직몰입과 정

(+)의 련이 있다는 것이 실증 으로 밝 졌다(Hankane et al., 2008). 조직몰입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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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민행동의 표 인 선행요인으로서 직무열의가 조직몰입과 정(+) 인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미 봤을 때 (Feacher & Kinicki, 2004), 직무열의가 조직시민행동과도 

정(+) 인 계를 가질 것을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

동 사이의 계를 살펴보면,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조직에 한 강한 소속감을 가

지고 있어 상사나 조직으로부터의 정 인 피드백을 얻기 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

하고 역할이외의 활동에도 강한 열의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조직에 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의 활동에 강한 열의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윤수민 이재식, 2010). 즉, 조직시민행동이 공식 으로 수행하는 행

이며 역할 외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직시민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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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Demands Jon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Energy 

Process 

 Motivational 

Process

Job 

Performance

•Work 

amount/work 

overload

•work /time 

pressure

•emotional 

deman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work-life 

conflict

• work-family 

unbalance

•emotional 

exhaustion

•cognitive 

demand

•molestation

•job control

•autonomy

•social support

•Leader 

member 

exchange

  (LMX)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promotion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ing

•feedback

•supervisor 

support

•procedural 

justice 

•optimism

•positive/non 

positive 

emotion

•professional 

identity

•self esteem

•self efficacy

•restitution 

 
•burnout

•work related 

anxiety

•health 

problem

 
•work 

eng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ntion to 

leave

•work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그동안, 다양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들이 JD-JR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되어 왔는데 

<Table 1>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검증되어 온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유

형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1. Variables used in JD-J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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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가설

1. 연구의 가설  모형 

    본 연구는 JD-JR 모델에 따라 조직 내 직무담당자의 직무 련 특성인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개인 인 특성인 개인  자원이 소진과 직무열의를 유발하고 이직의도

와 조직시민행동에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직

무열의와 소진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Bakker 와 Demerouti(2007)가 제안한 

JD-JR 모델에 의해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자원으로 분류하 다. 직무요구는 직무수

행 과정에서 직무담당자에게 스트 스와 피로 그리고 직무소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를 측정하여 악하고

자 하 다. 직무자원은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동료의지지, 상사의 지지로 측정하

여 악하고자 하 다. 개인자원은 개인특성 변수로서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부

정  감성, 정  감성, 문직 정체성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소진과 직무열의는 직무요구-자원 모형(Schaufeli & Bakker, 2004)의 

이론  배경에 근거하여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진으로 인핸 결과변

수로는 이직의도를, 직무열의에 의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한 결과변수로는 조직시

민행동을 포함하 다. 본 연구는 직무담당자의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자원  개인자

원의 정도가 낮으면 소진이 증 되어 이직의도가 유발되며, 반 로 직무담당자의 직

무요구가 낮고 직무자원  개인자원의 정도가 높으면 직무열의가 증 되어 조직시민

행동이 유발된다는 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본 연구의 개념  기틀 

<Figure 4>과 연구의 가설  모형은 아래 <Figure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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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Conceptual framework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직무요구-자원모델(Job Demands-Job Resources Model)을 용하여,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거쳐 이

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을 측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직무요구-자원모델을 검증하

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직무소진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1: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직무자원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개인  자원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열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2-1: 직무자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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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2: 개인 자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직무요구는 직무열의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직무소진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직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직무소진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 칠것이다.

가설 6: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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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 이를 설명하

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기 한 공분산 구조분석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1) 연구 상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를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기 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

합병원, 상 종합병원의 일반간호사(일반병동, 특수부서, 외래간호사, 코디네이터 포

함)로서 본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며, 입사 1년 미만의 간호사와 직  상 리직인 수간호사는 제외하 다. 그 

이유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입사 첫 1년 동안에는 응기간이며 문직으

로서의 간호사의 역할 습득기간이라 보고 결과변수인 소진, 직무열의, 이직과 조직시

민행동을 측을 한 선행변수에 하여 다른 특성을 보일것이라고 단되었기 때문

이다. 상자는 구조모형 분석을 한 보통 모수 1개에 5-10배 (Bentler & Chou, 

1987), 연구변수 당 최소 20배의 표본크기를 만족해야 한다는 Kline (2005)의 방법에 근거

해 본 연구에서 변수 8개를 기 으로 할 때 최소 필요인원은 160명이 산출되나, 체 최소

한 200명 이상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반 으로는 구조모형의 표본크기 200이 

단일기 치로 많이 사용(배병렬, 2011)하므로 탈락률 33%를 고려하여 총 300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QEEW (Quality 의 하부 역  총 6개 (업부과부하, 감정

요구,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의 하부 역을 사용하고 

있고 직 설문배부 후 회수방법을 사용하므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탈락

율을 참고하여 200명의 표본 수에 하여 총 300부의 설문을 실시하 으며 이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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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수되었고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27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2)  자료수집 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Y대학의 기관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부록 1). 

자료 수집은 연구 상 간호부서의 동의를 얻어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

월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상 종합병원 2~3곳에서 100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4곳에서 100명, 100병상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3~4

곳에서 100명을 모집하 다.  연구 상자 모집을 해, 본 연구의 설문  연구 상 

병원의 간호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료수집에 한 가능여부와 차를 확인하고, 

자료 수집에 한 요청 후, 각 기 별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모집공고문 등 연구

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필요시 공문발송 처리하 다. 기 의 승인 후에, 간호부로부터 

모집이 가능한 병동들을 안내 는 지정받으면, 설문 에 해당 부서의 리자에게 

연구 상자 모집과 련하여 모집공고문과 연구 설명문에 포함된 연구의 목 , 내용 

 보상에 해 설명하고 조를 구하고 부서 내 설문 안내문을 비치하 다. 이후, 부

서 리자의 허락 하에 사 에 방문약속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부서를 방문하여 병

동 내 독립된 공간에서, 리자가 없이, 잠재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내용, 연

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험과 이득, 자발  참여와 언제든지 지할 수 있음과 참여 

지 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는 학술  연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상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설문에 약 10∼15분 정도 소요된다는 , 수집된 자료는 잠 장치

를 하여 보 하며, 연구 종료 시 3년간 보  후 폐기함을 원칙으로 함과 한 연구 

참여시 불편사항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문에 작성된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함을 설명하 다. 한, 연구 상자의 참여가 지되거나 철회된 경우 수집

된 자료는 즉시 폐기하며 설문을 도에 지하더라도 답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는 것도 설명한후, 상자들에게 설명문, 동의서, 설문지, 답례품과 회신용 투를 제

공하 다. 상자는 이후, 편안한 시간에 직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보고식으로 기



41

입하도록 하 고 기입한 설문지는 상자가 직  회신용 투에 넣어 한 후, 회

신함에 넣도록 안내하 고, 회신함은 연구자가 추후 방문하여 직  회수하 다. 

   

3. 연구도구

  

연구모형의 합성  가설 검정을 해 모형에서 나타난 측정변수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하 다. 신뢰성은(reliability)은 반복된 자료가 유사한 상황아래 어느 정도의 일

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이군희, 2001).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Cronbach's alpha를 활용한 내 일 성 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Van de Ven $ 

Ferry(1980)는 조사단 의 분석수 에서 일반 으로 Cronbach's alpha의 값이 0.6이상

이면 측정도구의 신뢰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alpha은 모두 

.75이상으로 성문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모든 항목을 상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많기 때문

에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 이 실리는 것을 막기 해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

원을 하부 역으로 나 어 묶음지표(item parcel)로 활용하 다. 묶음지표란 동일한 내

용을 측정하는 일차원인 측정변수들을 묶어서 총 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Kishton & Widaman, 1994), 각 잠재변수를 측정해주는 지표변수의 수를 일 수 있

어 추정오차를 이는 효과가 있다(Sass & Smith, 2006).  따라서 직무요구는 업무과

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의 5가지 도구에서 사용된 각

각의 문항들의 합을 묶음지표로 사용하 다. 직무자원은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동료의지지, 상사의지지 4가지, 개인  자원도 각각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부정  

감성, 정  감성, 문직 정체성의 합을 5가지의 묶음지표로 사용하 다. 

1) 선행변수

1. 직무요구(Job Demands)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는 업무과부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등 각각의 하 차원의 

합으로 검증하 다. 이들 각각의 개념은 직무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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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피로를 유발시키는 직무 련 특성이기 때문이며. 한 이들 세 변수들이 독립

으로 직무담당자의 직무태도와 성과에 미치는 향보다 이들 간에 상호작용하여 결합

되면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1.1 업무과부하(Work Overload)

  업무과부하는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 능력 측면에서 업무를 효과 으

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업무가 부여된다는 인식(유선욱, 2013)으로 QEEW 2.0, 

van Veldhoven et al, 2015) 도구를 사용하 다. 업무과부하에 한 측정문항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 많다’, 나는 히 서둘러야 한다’, 등 6문항이며 4  척도(0=  

그 지 않다, 3=항상 그 다)를 사용하 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64 다. 

1.2 역할갈등(Role Conflict) 

  Lizzo와 Lirtzman(1970)이 제시한 설문문항을 Kim(2014)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고 총 5문항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역할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우(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07이었다.. 

1.3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

  역할모호성은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개인이 소속된 조 해 명확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Sims & Sztgilagyu, 1975), Lizzo와 Lirtzman(1970)이 제시한 5가지 설문

문항을 김 우(2014)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총 4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가 높을수록 역할모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우(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792 다. 

1.4 일·가정 불균형(Work- Family Unbalance)

  가족과 일터에서 역할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두 역에서의 생활이 원활하게 잘 이루

어지지 않는 불만족스런 상태(Grzywac. & Carlson, 2007)를 의미한다. (Grzyw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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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on, 2007)로 Carlsonet 등(2009)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이혜진 등(2014)이 발

췌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 다. 일 가정 불균형에 한 측정문항은 ‘내 주  사람

들은 내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나의 직장 상사

와 가족이 기 하는 바를 잘 실행할 수 있다’, ‘나는 직장과 가정 모두의 기 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 등의 6문항이며 4  척도(4=  그 지 않다, 1=매우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불균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rlsonet 

al.(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 Lee(2014)의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의 신

뢰도는 .906 다. 

1.5 감정  요구 (Emotional Demands)

  QEEW 2.0(van Veldhoven et al, 2015)를 근거로 하여 ‘감정  요구’ 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감정  요구는 ‘일을 하면서, 나는 나에게 개인 으로 향을 미

치는 감정 으로 민감한 사건을 경험한다.’ ‘일을 하면서, 나는 까다로운 고객이나 환

자와 해야 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며 4  척도 (0=  그 지 않다, 3=항상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감정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

의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70 다. 

2. 직무자원(Job Resources) 

  본 연구에서 직무자원은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의 각

각의 하 차원의 합으로 검증하 다. 이와 같이 직무자원을 산출한 값으로 연구를 진

행하는 것에 해 Loher, Noe, Moeller 와 Fitzgerald(1985)는 직무특성차원들 간의 상

호 련성이 높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메타분석 결과 직무특성차원을 평균한 것이 잠

재  동기유발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보다 작업결과를 보다 더 잘 

측하기 때문(Fried & Ferris, 1987)이라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2.1 직무자율성(Autonomy)

  QEEW 2.0 (2015)를 근거로 하여 ‘직무자율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직무

자율성은  ‘나는 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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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며 4  척도 (0=  그 지 않다, 3=항상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직무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1 다. 

2.2 경력성장기회(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경력성장기회는 구성원이 재 수행하는 직무가 향후 자신의 경력성장의 기회를 얻

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 로서(Bedian et al., 1991), QEEW 2.0 (van Veldhoven 

et al, 2015)를 근거로 하여 ‘경력성장기회’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들은  

‘나의 재 업무는 직업시장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내 직장은 나에게 

재의 업무 수행에 충분한 교육  가능성을 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며 5  척도 

(0=  그 지 않다, 4=매우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경력성장기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65 다. 

2.3 동료의 지원(College Support) 

  동료의 지원은 QEEW 2.0 (Van Veldhoven, 2015)를 근거로 하여 ‘동료의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은 ‘나는 내 작업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동

료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나는 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등 

6문항이며 5  척도(0=  그 지 않다, 3=항상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동료의 지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

의 신뢰도는 .767 다. 

2.4 상사의 지원(Supervisor Support)

  상사의 지원은 QEEW 2.0 (Van Veldhoven, 2015)를 근거로 하여 ‘상사의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은 ‘나는 내 작업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동

료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나는 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의 상사는 내가 나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도록 한다.’ ‘나의 상사는 나의 일이 요하

도록 느끼게 한다.’ 등 10문항이며 5  척도(0=  그 지 않다, 3=항상 그 다)를 사

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는 .87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6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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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자원

  본 연구에서 직무자원은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정  감성(PA)과 부정  감성

(NA), 문직 정체성의 각각의 하 차원의 합으로 검증하 다.

3.1 자아 존 감(Self Esteem)

  자아 존 감의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 감 도구를 

병재(1974)이 한국어로 번안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10문

항  5문항은 정  문항, 5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를 들어, ‘ 체로 나는 나 자신에 해 만족한

다’,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이며, 4  척도(1=  

그 지 않다, 4=매우 그 다)로 측정할 것이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92 고 병재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12 다. 

3.2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홍혜 (1995)이 수정·보완한 5개 문항의 일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부터 1 “ 매우 그 다 5 ‘로 측정되

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9 고 홍혜

(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9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16 다. 

3.3 정  감성(Positive Affectivity, PA)과 부정  감성( Nagative Affectivity, NA) 

  정  감성(PA)과 부정  감성(NA)은 Watson 등(1988)이 개발한 도구에서 각각 

세 문항을 추출한 Ko(2001)의 도구를 사용하 다.  정  감성은 ‘나는 아주 재미있

게 인생을 살고 있다’등으로 5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고 수가 높을 수록 정  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  감성은 ‘나는 종

종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낸다’ 등이며, 5  Likert 척도(5=  그 지 않다, 1=매우 그

다)로 측정하고 수가 높을 수록 부정  감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고종욱(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81, 76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정감성은  .838, 부정감

성은 .90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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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 

  문직 정체성은 직무 수행과 련하여 개인  그룹에서 공유되는 가치로 

Adams(2006)가 개발 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이 도구는 9개 문항으로 5  

척도로 ‘  그러지 않다’ 1 , ‘매우 그 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 수

록 문직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76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

도는 .871이었다. 

2) 과정변수

2.1 직무소진(Burn Out)

  직무소진은 Maslach, Jackson과 Leiter(1996)가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를 신강 (2003)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

하 다. 문항의 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정서 으로 지쳐 있다’ (고갈, 5문

항)과 ‘ 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한 심이 어들었다’ (냉소, 5문항),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직업효능감, 6문항) 총 

16문항으로 7  척도(0=  그 지 않다, 6=매우 그 다)를 사용하 고, 작업효능감

은 역변환하여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에서의 

신뢰도는 .82이었고 Shin(2003)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이 다. 

2.2 직무열의(Work Engagement) 

  직무열의는 정 이고 충만한, 업무와 련된 정서  동기 상태(Schaufeli & 

Bakker, 2004)로서 Schaufeli, Bakker 와 Salanova(2006)가 개발한 UWES-9(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을 백수진(201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활

력(Vigor, 3 문항), 념(Dedication, 3 문항), 몰두(Absorption, 3 문항)의 하 요소를 

측정하는 9개 문항에 해 Likert 7  척도(1=  그 지 않다, 7=매우 그 다)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는 활력( : 

나는 직장에서 에 지로 가득 차 있다.), 념( : 나는 내 일에 해 열정 이다), 몰

두( :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를 포함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4이 고 백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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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 다. 

3) 성과변수

3.1 이직의도(Intention to Leave)

이직 의도는 Lawler(1983)가 사용한 이직의도에 한 4문항을 박 옥 등(2012)이 간

호사의 이직의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형 5  척도이고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할 것이며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원 도구에서 .88 고 박 옥 등(2006)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 다. 

3.2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조직시민행동은 Van Dyne과 LePine(1998)이 개발하 고 돕는 행동(helping)과 변화를 

지향하기 해 제안/ 발언하는 행동(Voice)로 나 어져 있다. Lee 와 Chin(2016)의 연

구에는 총 13문항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는 Lee 와 Chin(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10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7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7 으로 측정하 고 수가 

높을 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92, 이정원(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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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 Category No. 
of 

items

Cronbach' 
α

References

Pre

Variables

JD Work Overload 6 .86 QEEW 2.0 (2012)

Role Conflict 5 .83 Rizz & Lirtzman(1970)

Kim (2014)

Role Ambiguity 4 .84 Rizzo & Lirtzman(1970)

Kim (2014)

Work-Family 
Unbalance

6 .90 Carlson et al. (2009)

Lee (2014)

Emotional Demands 5 .80 QEEW 2.0

Autonomy 4 .86 QEEW 2.0JR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6 .87 QEEW 2.0

Colleague 
Support

6

 

.81 QEEW 2.0

.

Supervisor support 10 .87 QEEW 2.0

PR Self Esteem 10 .92

.78

Rosenberg (1965)

Jeon (1974)

Self Efficacy 5 .89

.89

Sherer et al (1982)

Hong (1995)

Positive Affectivity 3 .81 Watson, et al. (1988)

Ko(2001)

Negative Affectivity 3 76 Watson et al. (1988)

Ko (2001)

Professional Identity 9 .76 Adams (2006)

Process

Variables

Burn Out 16 .83 Maslach, et al. (1996)

MBI-GS

Shin(2003)

Work Engagement 9 .83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UWES-9 (Baek, 2016)

Outcome

Variables

Intention to Leave 4 .88 Lawler (1983)

Park (201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0 .91 Van   Dyne (1998)

Lee(2016)

General 
Characteristi
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ospital tyoe,  Work 
unit, Work shift, Salary, Turnover 
experience

13

Total 132

Table 2. Construct and references of questionnaire 



49

4.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구축을 해 AMOS 20.0과 SPSS 18.0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의 합

도와 변수들간의 직 , 간 , 조 효과를 검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 직무소진, 직무열의,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은 

평균과 평균평 , 표 편차로 분석하 다.

3)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 직무소진, 직무열의,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간

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4) 모형추정은 최 우도법으로 합도 검증은 X2통계량, RMR(Root Mean aquare 

Residual),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표 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상 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분 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IFI), TLI(Turker-Lewis Index), 근사오차평균자승잔차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로 분석하 다.

   모델의 합도는 연구모델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결정하는 기 으로, 크게 

합지수, 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로 분류된다. 합지수는 연구자가 수

집한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합한지

를 보여주는 것으로, χ2(CMIN), Normed χ2(CMIN/DF), RMR, GFI, RMSEA 등이 

있다(우종필, 2012). χ2(CMIN)는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합지수로서 통계량

이 클수록 좋지 않으며, 통계량의 최  모형에 한 기 은 .05 이상을 권장하고 있

다. Normed χ2는 일반 으로 3 이하면 수용할 만하며, 2 이하면 좋으나, χ2 통계량의 

확률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을 일 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χ

2 통계량만을 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우종필, 2012). RMR(Root Mean-square 

Residual)은 표본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과 모델의 추정 공분산행렬간 차이인 오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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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곱한 값의 평균에 한 제곱근의 수치로, 두 행렬이 정확히 일치하면 0이 되므

로 작을수록 좋은 합도를 나타내며 0.05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0.1 이하면 수용할 

만한 수 으로 단한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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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보통인 것으로 단한다. 모델에서는 0.074로 수용할 만한 수 이었다. 증분 합

지수는 연구모델이 모델(null model)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로, NFI, IFI, TLI, CFI 등이 있는데 이는 0.9 이상이면 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NFI(Normed Fit Index)는 모델의 χ2와 제안모델의 χ2 차이를 모델의 χ2로 다시 

나  수치로 0～1이며,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가설검증은 경로분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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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직무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직무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자는 총 271명으로 여성이 95.6%이었다 상자의 평균연령은 31.39세 으며, 29세 

이하가 51.3%로 가장 많았고, 30∼39세(32.5%), 40세 이상(16.2%)순이었다. 병원 종별

로는 상 종합병원(45.0%)로 가장 많았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29.2%), 300병상 

이상인 병원(25.8%)순이었다. 미혼인 경우(61.8%)가 기혼보다 많았다(38.7). 교육수

은 학교 학사 졸업이 70.1%, 문학사가 22.9%, 학원 석사이상이 7.9% 다. 평균

임상경력은 12.9년이었으며, 10년 이상(32.8%)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년 미만

(27.3%) 3년 이상∼5년 미만(20.3%), 5년 이상∼10년 미만(19.6%))순이었다. 근무부서

에서 내·외과 병동이 36.9%로 가장 많았고, 기타(32.1%), 환자실과 응 실(31.2%)순

이었다. 근무유형은 3교 (83.8%)로 부분을 차지하 다.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가 

73.4%, 1회가 22.5%, 2회 이상이 4.1% 다. 여는 3천 만원∼4천 만원 미만(43.2%)로 

가장 많았으며, 5천 만원 이상(21.0%), 4천 만원∼5천 만원 미만(18.8%), 3천 만원 미

만(16.2%) 순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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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n(%)

Gender Male 12(4.4)

Female 259(95.6)

Age(year) ≤29 31.59±7.58 139(51.3.)

30-39 88(32.5)

≥40 44(16.2)

Education 3-year college 62(22.9)

University 190(70.1)

≥Graduate school 19(7.0)

Marital Status Married 105(38.7)

Single 166(61.3)

Hospital Type Teaching Hospital 122(45.0)

General Hospital 70(25.8)

Hospital 79(29.2)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1<3 12.98±10.78 74(27.3)

3-5 55(20.3)

5-10 53(19.6)

≥10 89(32.8)

Clinical Experience 1<3 11.40±10.29 88(32.5)

 in present hospital (year) 3-5 60(22.1)

5-10 51(18.8)

≥10 72(26.6)

Clinical Experience 1<3 8.21±8.27 117(43.2)

 in present unit (year) 3-5 66(24.4)

5-10 51(18.8)

≥10 37(13.7)

Work Unit 
Internal-medicine & 

Surgery ward
100(36.9)

Intensive Care Unit 와 

ER
84(31.0)

Others 87(32.1)

Work Shift 3 shift 227(83.8)

Only daytime 44(16.2)

Turnover Experience Not have 199(73.4)

once 61(22.5)

more than 2 11(4.1)

Salary less than 30 million KW 44(16.2)

30 ∼ 40 million KW 119(43.9)

40 ∼ 50  million KW 51(18.8)

over 50 million KW 57(21.1)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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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수의 특성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에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각 변

수의 신뢰도(Cronbach’s a)값을 산출하 다. 신뢰성은(reliability)은 반복된 자료가 유

사한 상황아래 어느 정도의 일 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우종필, 2012).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Cronback's alpha를 활용한 내 일 성 기법이 주로 이

용되고 있으며 Van de Ven 와 Ferry(1980)는 조사단 의 분석수 에서 일반 으로 

Cronback's alpha의 값이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k's alpha은 모두 .75이상으로 설문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모

든 항목을 상으로 검증을 실시하 다(Table 2).

2) 변수의 기술통계

  직무요구는 97  만 에 64.93±9.93이었고 이  업무과부하는 3  만 에 평균 

1.84±0.58 이었으며 일·가정 불균형은 4  만 에 평균 2.23±0.53, 역할갈등과 역할모

호성은 5  만 에 각각 3.05±0.69, 3.48±0.54 고 감정  요구는 3  만 에 1.88±0.65

이었다. 직무자원은 84  만 에 48.96±9.06이었다. 하부요인으로는 직무자율성이 3  

만 에 평균 1.41±0.54, 경력성장기회는 4  만 에 평균 2.31±0.60, 동료의 지지와 상

사의 지지는 3  만 에 각각 평균이 1.74±0.40, 1.40±0.45 이었다. 개인  자원은 

140  만 에 99.07±11.38이었는데 하부요인으로는 자아존 감이 4  만 에 평균 

2.89±0.37, 자기효능감이 5  만 에 평균 3.73±0.49, 정  감성과 부정  감성은 5  

만 에 각각 평균 3.1±0.85, 3.79±0.53 이었고 문직 정체성은 5  만 에 평균이 

3.79±0.53이었다. 

  과정변수인 직무소진은 96  만 에 평균 45.36±12.57이었고 직무열의는 63  만

으로 37.26±0.92 으며 성과변수인 이직 의도는 20  만 으로 평균이 13.69±3.66이었고 

 다른 성과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은 70  만 으로 44.95±8.81을 나타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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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No. 

of 

Items

  Range Mean±SD Min Max

Job Demands 16 97 64.93 ± 9.93 37 88

Work Overload 6 0 〜 18 11.07 ± 3.48 2 18

Work Family 
Unbalance 6 6 〜 24 16.58 ± 3.19 6 23

Role Conflict 5 5 〜 25 15.28 ± 3.46 5 25

Role Ambiguity 5 5 〜 25 12.57 ± 2.73 10 25

Emotional Demands 5 0 〜 15 9.42 ± 3.27 1 15

Job Resources 0 〜 84 48.96 ± 9.06 20 78

Autonomy 4 0 〜 12 5.64 ± 2.17 0 12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6 0 〜 24 13.88 ± 3.63 3 24

College Support 6 0 〜 18 11.86 ± 2.45 5 18

superior Support 10 0 〜 30 17.46 ± 4.57 5 30

Personal 
Resources 24 140 99.07 ± 11.38 63 129

Self Esteem 10 4 〜 40 28.93 ± 3.74 15 38

Self Efficacy 5 5 〜 25 18.66 ± 2.45 10 25

NA 3 3 〜 15 8.52 ± 2.57 3 15

PA 3 3 〜 15 8.79 ± 2.23 3 14

Professional Identity 9 9 〜 45 34.06 ± 4.82 22 45

±

Burnout 16 0 〜 96 45.35 ± 12.57 13 81

±

Work Engagement 9 9 〜 63 37.26 ± 8.27 13 62

±

Intention to Leave 4 4 〜 20 13.69 ± 3.66 4 20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0 10 〜 70 44.95 ± 8.81 20 70

Table 4. Level of JD, JR, PR, burn out,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and 

OCB

3) 변수의 상 계

  선행변수인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과 과정변수인 직무소진, 직무열의, 성

과변수인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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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Demand

 Work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Burn Out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Work 

Resources
-.334** 1

　 　 　 　

　 　 　 　

Personal

Resources
-.489** .475** 1　

　 　 　

　 　 　

Burn Out .658** -.405** -.672** 1　
　 　

　 　

Work 

Engagement
-.388** .333** .643** -.669** 1　

　

　

Intention to 

Leave
.363** -.268** -.337** .463** -.431** 1　

OCB -.215** .273** .451** -.450** .581** -.237**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요구는 직무소진과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직무자원,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직

무자원은 개인  자원,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과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직무

요구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개인  자원은 직

무자원, 개인  자원,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과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직무요

구와 직무소진,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직무소진은 이직의

도와는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계

를 보 다.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과는 유의한 정(+)의 계를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부(-)의 계를 보 다

(Table 5).

Table 5. Correlation

**P<0.01  

 

  변수 내 하부 역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

무요구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감정  요구 간 상

계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으나(p<.01), 역할모호성은 역할 갈등과 감정

요구과 상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자원 간에는 직무자율성, 동료의지지, 상사

의지지, 경력성장 기회 모두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p<.01). 개인  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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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부정  감성, 정  감성, 문직 정체성 간 모두 

유이한 정의 상 계를 보 다(p<.01).

  직무소진은 직무요구  업무과부하, 역할갈등, 감정  요구에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고(p<.01), 일가정 불균형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p<.01). 직

무자원  상사의 지원(p<.01)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p<.01)보 으며, 개인  

자원  자기 효능감(p<.01)과 부정  감성과 유의한 정의 상 계를, 정  감성

(p<.01), 문직 정체성(p<.01)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한 결과변수로

서 직무열의와도 유의한 부(-)의 상 계를,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정(+)의 상 계

를 보 다(p<.01)

  직무열의는 직무요구  업무과부하,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p<.01), 일가정 불균형과는 부(+)의 상 계를 보 다(p<.01). 직무자원에서

는 직무자율성, 경력성장기회, 상사의 지지와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보 고

(p<.01). 개인  자원에서는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정  감성, 문직 정체성과 

정(+)의 상 계를, 부정  감성과는 부(+)의 상 계를 보 다(p<.01). 한 이직의

도와는 부의 계를 조직시민행동에는 정의 계를 보 다(p<.01). 마지막으로 이직의

도는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p<.01)(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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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WFD RC RA ED Au CDO CS SS SE SEf NA PA PI BO WE IL OCB

WFD

.147 1 　 　 　 　 　 　 　 　 　 　 　 　 　 　 　 　

.008 　 　 　 　 　 　 　 　 　 　 　 　 　 　 　 　 　

RC
.381 .136 1 　 　 　 　 　 　 　 　 　 　 　 　 　 　 　

.000 .013 　 　 　 　 　 　 　 　 　 　 　 　 　 　 　 　

RA
.076 .356 .063 1 　 　 　 　 　 　 　 　 　 　 　 　 　 　

.106 .000 .149 　 　 　 　 　 　 　 　 　 　 　 　 　 　 　

ED
.424 .149 .348 .064 1 　 　 　 　 　 　 　 　 　 　 　 　 　

.000 .007 .000 .148 　 　 　 　 　 　 　 　 　 　 　 　 　 　

Au
-.068 -.326 -.143 -.342 -.006 1 　 　 　 　 　 　 　 　 　 　 　 　

.131 .000 .009 .000 .459 　 　 　 　 　 　 　 　 　 　 　 　 　

CDO
-.042 -.323 -.128 -.403 -.104 .381 1 　 　 　 　 　 　 　 　 　 　 　

.244 .000 .018 .000 .044 .000 　 　 　 　 　 　 　 　 　 　 　 　

CS
.088 -.237 -.116 -.086 .014 .138 .195 1 　 　 　 　 　 　 　 　 　 　

.074 .000 .028 .078 .409 .012 .001 　 　 　 　 　 　 　 　 　 　 　

SS

.039 -.309 -.192 -.205 -.062 .177 .323 .532 1 　 　 　 　 　 　 　 　 　

.264 .000 .001 .000 .155 .002 .000 .000 　 　 　 　 　 　 　 　 　 　

SE

-.140 -.394 -.066 -.341 -.139 .292 .290 .211 .258 1 　 　 　 　 　 　 　 　

.011 .000 .138 .000 .011 .000 .000 .000 .000 　 　 　 　 　 　 　 　

Table 6. Correlation of sub-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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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WFD RC RA ED Au CDO CS SS SE SEf NA PA PI BO WE IL OCB

SEf
-.017 -.289 .096 -.427 -.008 .254 .202 .112 .107 .474 1 　 　 　 　 　 　 　

.390 .000 .057 .000 .448 .000 .000 .033 .039 .000 　 　 　 　 　 　 　 　

NA
-.358 -.277 -.313 -.288 -.441 .164 .213 .016 .162 .421 .170 1 　 　 　 　 　 　

.000 .000 .000 .000 .000 .003 .000 .398 .004 .000 .002 　 　 　 　 　 　 　

PA
-.193 -.330 .021 -.215 -.170 .153 .239 .153 .209 .378 .231 .304 1 　 　 　 　 　

.001 .000 .367 .000 .002 .006 .000 .006 .000 .000 .000 .000 　 　 　 　 　 　

PI
-.104 -.312 -.190 -.374 -.204 .298 .415 .306 .299 .514 .426 .314 .316 1 　 　 　 　

.044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O
.381 .460 .373 .385 .428 -.334 -.332 -.115 -.318 -.530 -.335 -.544 -.451 -.505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9 .000 .000 .000 .000 .000 .000 　 　 　 　

WE
-.201 -.378 -.098 -.359 -.191 .287 .325 .080 .222 .448 .383 .354 .534 .538 -.669 1 　 　

.000 .000 .053 .000 .001 .000 .000 .09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L
.204 .249 .218 .169 .270 -.042 -.331 -.005 -.244 -.215 -.090 -.358 -.303 -.250 .463 -.431 1 　

.000 .000 .000 .003 .000 .247 .000 .465 .000 .000 .069 .000 .000 .000 .000 .000 　 　

OCB
-.036 -.283 .046 -.376 -.071 .322 .266 .023 .165 .319 .432 .196 .266 .369 -.450 .581 -.237 1

.275 .000 .224 .000 .123 .000 .000 .356 .003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WO: Work Overload, WFU: Work Family Unbalance, RC: Role Conflict, RA: Role Ambiguity, 

CDO: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CS: College Support, SS: Supervisor Support,

SE: Self esteem, SEf: Self Efficacy, NA: Negative Affectivity, PA: Positive Affectivity, PI: Professional Identity

BO: Burn Out, WE: Work Engagement, IL: Intention to Leave, 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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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모형의 구축

1) 가설  모형의 합도 검증

 (1)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성

  본 연구는 JD-JR 모델을 토 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거쳐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경로와 효

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분석  가설모형을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토 로 구조방정

식 모델에 맞게 구체화한 모형은 <Figure 5>와 같다.

< Figure 5>  Priori measurement model 

 (2) 가설  모델의 합도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χ2 통계량은 429.9(df=149, p<.001)로 합도 기 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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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p  χ2/df  GFI NFI CFI TLI IFI RMSEA  RMR

Score 429.9 .000
2.886

(df=149)
 .879 .842 .886 .807 .891 .084 0.12

족하지 않았으나, Normed χ2은 2.886 로 수용할 만한 수 이었다. RMR은 0.12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 이었고 GFI은 0.879로 부 합한 수 이었다. RMSEA 0.084로 수

용할 만한 수 이었으나 NFI은 0.842로 부 합하 고, IFI, TLI, CFI은 각각 0.891, 

0.807, 0.886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 이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  모형은 

합지수  증분 합지수를 고려했을 때 일부 요 지수들이 양호한 수 에 미

치지 못하여 최종 모형을 제시하기 하여 모형의 수정을 진행하 다. 

Table 7 . Priori measurement model 

2) 모형의 수정  검증

  모형의 수정은  첫째, 가설  모형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나온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와의 경로를 삭제한 하 다. 둘째로, 잠재변수의 측정지표의 오차 항을 공분산 계로 

연결하는 ‘요인 내 측정오차 상 (within-factor correlated measurement)’ 기법을 이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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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추가하 다. 

  수정결과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χ2 통계량은 273.9(df=133, p<.0001으로 향상되

었고, RMR은 0.049, GFI은 0.919, RMSEA 0.063, NFI는 0.900, IFI, TLI, CFI은 각각 

0.946, 0.943, 0892로 나타나, 모형의 합도 수 이 높아져 모형으로 수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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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p  χ2/df  GFI NFI CFI TLI IFI RMSEA  RMR

Score 273.9 .000
2.060

(df=133)
 .919 .900 .943 .892 .946 .063 0.049

 <Figure 6> Modified model

Table 8 . Modified model



62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Variable Estimate S.E. C.R. P SMR

*

Burn Out

Work Demands .653 .710 3.092 .002** .857

Work Resources -.467 .496 -2.756 .006
**

Personal Resources -.461 .082 -3.846 ***

Work 

Engagement

Work Resources .512 .368 2.906 .011 .720

Personal Resources .165 .052 2.542 .004**

Burn Out -.413 .085 -3.454 ***

Intention to 

Leave
Burn Out .873 .112 6.031 *** .761

OCB Work Engagement .916 .182 6.639 *** .839

3)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

  수정모형의 각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총 9개의 경로  8개의 경로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Table 11). 따라서 최종 수정모델에서는 직무요구

는 소진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고 (p=.002), 직무자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고(p=.011), 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며(p= 0.006), 개인  자

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며(p<.001), 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

을 미쳤다(p<.001). 한, 소진은 직무열의에는 유의한 부(-)의 향을 주었으며

(p<.001)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직무열

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Table 9. Path analysis of modified model

*SMR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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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검증

   각 변수들 간의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모형

의 효과분석을 실시하 다. 간 효과란 두 변수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

되는 것으로(우종필, 2012), Bootstrap을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우선 으로 검증하

다. 

   모형의 선행변수와 과정변수들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직·간 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본 연구에서 최종 변수이자 성과변수인 이직의도에는 

인 직무소진이 .873의 직 효과를 보 고, 직무요구가 .570, 직무자원이 -.408, 개인  

자원이 -.402의 간  효과를 보 다. 조직시민행동에는 직무열의는 .916의 직 효과를 

직무소진은 -.378, 직무요구는 -.247, 직무자원은 .646, 개인  자원은 .326의 간 효과

를 보 다. 과정변수인 직무소진에는 직무요구가 .653, 직무자원은 -.467, 개인  자원

은 -.461의 직 효과를 보 고 직무열의에는 직무요구는 -.269의 간 효과를 모 고, 

직무자원은 -.269, 개인  자원은 -.461의 직 효과를 보 고, 직무자원은 .705의 총 

효과와 .512의 직 효과, 0.193의 간 효과를 보 으며 개인  자원은 .356의 총 효과

와 .166의 직 효과, 0.190의 간 효과를 보 고 소진은 –0.413의 총 효과와 직 효과

를 보 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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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variables   

 

Process·Outcome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Job Demands  Burnout  .653 - .653

Job Resources -.467 - -.467

Personal

Resources
-.461 -.461

Job Demands
Work 

Engagement
-.269 -.269

Job Resources
.512 .193 .705

Personal 

Resources
.166 .190 .356

Burn Out  -.413 -.413

Job Demands OCB -.247 -.247

Job Resources - .646 .646

Personal 

Resources
- .326 .326

Work 

Engagement
.916 - .916

Burn Out  -.378 -.378

Job Demands
Intention to 

Leave
- .570 .570

Job Resources -.408 -.408

Personal 

Resources
- -.402 -.402

Burn Out .873 - .873

Table 10.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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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의 검증

1) 직무소진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1-1: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가설1-2: 직무자원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가설1-3: 개인  자원은 직무소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2) 직무열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2-1: 직무요구는 직무열의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되었다.

가설2-2: 직무자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가설2-3: 개인 자원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것이다.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가설2-4: 직무소진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3) 이직의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은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4) 조직시민행동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은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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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그리고, 이직이도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직무요구-자원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연구 상자  주요 

변수의 특성, 직무요구-직무자원 측모형에 한 고찰과 연구의 제한   의의를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상자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 상자에 참여한 상자의 사회 인구학  특성을 살펴보면 체 간호사의 

95.6%가 여성이고 남자간호사는 4.4%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비율을 보 고. 상자

의 평균연령은 31.39세로 타 연구들에 비해 높았으나 30 의 비율(32.5%), 40  이상

의 간호사 비율(16.2%)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병원 종별로는 상 종

합병원(45.0%)로 가장 많았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29.2%), 300병상 이상인 병원

(25.8%)순이었는데, 본 연구의 상자를 병원규모별로 나 어 편의표집 하 으므로 특

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었다. 자료수집 시 각각 100명의 상자에게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 으나 300병상미만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의 상자 모집을 해 각

각 4〜5개의 병원을 섭외하 으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많지 않고, 

한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와 리직을 제외하고 자료 수집을 해야 함으로 인 

상자의 확보가 어려워 상 종합병원의 상자가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혼여부

(미혼인 경우(61.8%))  교육수 (학사 졸업 70.1%, 학원 석사이상이 7.9%) 한 

이러한 표본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본 연구의 상자의 

특이할 만 한 은 수간호사 등 리직을 제외하 음에도 평균임상경력은 12.9년으로 

타 연구들에 비해 경력이 많거나(김 우, 2014) 유사하 으나(안정아, 춘정, 염동문, 

2011), 여는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상으로 하고 경력 10년이상의 경력자가 많음에

도 여수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우, 2014).

   직무요구는 반 으로 총 97   평균 64.93으로 높은 수를 보 는데, 이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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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를 상으로 한 타 연구(안정아, 춘정, 염동문, 2011)와 유사하 다. 이 , 연령

의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와, 문학사  학사 졸업인 경우, 상 종합병원에서 근무

하는 경우, 총 근무경력이 3〜5년 미만인 경우, 교 근무인 경우 직무요구가 높았는

데, 이는 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이 비교  고, 상 병원과 교 근무의 경우 업무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무자원은 총 84   48.96 으로 반

으로 낮은 수를 보 는데, 일반  특성에 따른 직무자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상근근무가 교 근무보다 직무자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자원의 경우는 40   평균 99.07로 비교  높은 수를 보 는데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에 경우에만 남성이 여성 보다 높았는

데 이는 직무자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소진과 직무열의가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과의 상 계에서도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간호사의 직무성과에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  지원(social support)이 심리 , 신체  응에 

도움을 다는 것이 밝 짐으로써, 종종 높은 수 의 직무요구에 한 처자원으로 

간주되는데(Demerouti & Bakker, 2007). 이후 사회  지원을 사회  계를 응도를 

높이고 특히 스트 스 상황에서의 응에 도움을 주는 사회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

었으며, 사회  계에 바탕을 둔 사회  지원이 개인의 부 응을 방하는 재 

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 다(Heller, Swindle & 

Dusenbury, 1986). 동료나 상사의 지원 같은 사회  지원이 스트 스요인과 같은 직

무요구에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에 해 정 인 이미지를 형성 하게 하여, 

직무 열의와 같은 정 인 일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며(정승언, 천

명섭, 1995). 개인들은 무력감이나 직업  효능감 하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한 직무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학수, 2011).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서는 조직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과업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해야 하며, 궁극 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해 높은 직무열의를 가지고 정

인 직무태도  성과를 실 하는 등 구성원의 자발 이고 극 인 기여와 헌신이 

매우 요하다.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요구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 조직에 한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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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한 동기부여가 하되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에 한 동기부여는 쉽지 않

은데 이러한 에서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조직행동의 주요 변인으로 인식하고 조직

에서 이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밝힘으로써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성과 향상을 진

하고 조직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오아라, 2009). 따

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들에게 성과에 한 압박과 목표 리를 통해서 이들을 동기부

여 시키기보다 이들의 직무 수행 상황과 직무  개인특성에 한 세심한 배려와 지

원을 통해 인간 심 인 직무  조직 리를 구 해서 이들의 진정한 내  만족감을 

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스스로가 직무에 한 열의를 가지고 몰입해야 개인과 

조직에 지속 으로 성과를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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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 다. 직무소진과 직무요구, 이직 의도는 정(+)의 계를 직무자원, 개인  자원,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과 정(+)의 계를 보 고 직무자원과 소진은 부(-)의 계를 

보여 앞서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무 련 특

성  직무담당자가 지각하는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의 수 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

게 나타났다. 직무자원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한 내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향

을 미치는 직무 련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직무자원들이 직무열의에 정(+) 인 

련이 있다는 Bakker 와 Demerouti(2008)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 고, 이를 통해

서 구성원들이 직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작용하는 업무의 정체성, 요성, 직무자율성, 

피드백 등과 같은 직무자원은 직무열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재

확인 할 수 있다(Bakker & Demerouti, 2006;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Bakker et al., 2008; Hakanen et al., 2008). 한 개인  자원이 직무

열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자원과 직무열의 계에 한 이론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ker & Demerouti, 2007). 

2.  가설모형

  본 연구에서는 JD-JR 모델을 토 로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를 직무요구로, 직무자율성, 동료의지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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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지, 경력개발 기회를 직무자원으로, 자아 존 감, 지기 효능감, 부정 감성, 

정 감성, 문직정체성을 개인  자원으로는 하여 과정변수로서 직무소진과 직무열

의를, 성과변수로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을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합도  경

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JD-JR 모델은 국내에서는 주로 경 학분야에서 사용되었

는데 최근에는 간호학을 비롯한 사회복지학, 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직무요구-직무자원모형으로 수용할만한 수 으로 단

된다.  직무요구- 직무자원 모형에 따른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

기에 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에 정(+)의 향을 미치며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은 직무소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Ashforth 

(1996), Maslach와 Leiter(2008)는 직무소진은 직무자원에 비해 직무요구와 더 높은 

상 계를 가졌으며, 특히 직무요구 에서 업무과부하와 가장 높은 상 계를 가

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가 직무자원이나 개인  자원 보다 

더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직무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 으로 부과되면, 개인  차원에서 불안감과 업무집 력 하, 업무의욕

의 상실, 각종 스트 스성 질환 등 정신 , 육체 으로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향은 결국 직장에서 업무 집  하, 성과 감소, 이직 증가, 건강비

용의 지출 증  등 조직차원의 성과에도 직, 간 인 심각한 부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De Jonge & Schaufeli, 1998).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소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Bakker, Demerouti & Euwema, 2005; 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Bakker et al. 2003;  Hansen, Sverke &  Näswall, 2009; Xanthopoulou et 

al., 2007), 직무소진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원은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이직의도를 보

유하게 된다고 하 다(Schaufeli et al., 2009).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감정노동(김소희, 2016), 엔지니어를 상으로 

업무과부하, 고객요구(김형태, 2018), 사무직을 상으로 역할과부하, 역할 갈등과 역

할모호성(이진욱, 2003)등이 소진의 향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간호 계 에서도 직

무요구들 즉,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감정요구 또는 감정노동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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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요구 요소들이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Park et al., 2016; 안

정아 등., 2011, 김효진, 박순주, 2016; 김 우, 2014; 변 식, 염 희, 2012). 그러나, 

JD-JR모델에 의하면, 직무요구가 많더라도 구성원이 이의 효과 인 수행에 필요한 직

무자원을 보유할 경우, 직무소진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하 는데 (Bakker & Demerouti, 

2007; Halbesleben & Buckley, 2004; Karasek, 1979; Schaufeli et al., 2009). 이는 구

성원이 업무과부하를 경험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업

무과부하를 스트 스 요인으로 덜 인식함으로써 직무 소진은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Eatough et al., 2011; Gilboa et al., 2008).  를 들어, 감정적 직무자원과 인지

적 직무자원은 소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나종호, 2014), 

직무직무자율성 및 경력성장기회가 높은 경우 소진을 낮출 수 있으며(최병곤 2013) 

있으며,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과부하, 고객요구등 직무요구는 정(+)

의 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자원인 경력개발 지원은 직무소진에 부(-)의 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주었고(김형태, 2018) 자율성,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이 소진과의 부

(-)의 향을 보고하 다(최민석, 2015). 본 연구에서도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은 각각 

직무소진에 반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둘째,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은 직무열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JD-JR 모델의 동기화 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직무요구-자원 모형에서 

직무자원은 동기부여의 가장 요한 선행요인이며 결과 으로 정  결과를 낳게 되

고(Lewig et al., 2007) 근무지에서 직무 만족과 높은 작업 성과와 같은 정  인 결

과를 진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Demerouti & Bakker,  2007). 를 들

어, 직무자율성이나 사회  지원과 같은 직무자원이 잘 갖추어질 경우 직무 열의는 

높아지게 된다고 하 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Halbesleben & Buckley, 2004; Lewig & Dollard, 2003; Schaufeli & Bakker, 2004), 

국내에서도 직업상담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개발기회와 상사지원 등이 직무 

열의에 정 인 향을 미치며(이철기, 윤동열, 2015), 엔지니어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내 사회  지원과 경력개발기회가 직무열의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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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형태, 2018). 또한 컨텐츠 산업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직무열의에 정 인 향을 미쳤고(박주훈, 2014), 직무자율성, 사회  지원, 리더-구

성원 교환 계가 직무열의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최민석, 2013)  자기효

능감, 희망, 낙 주의, 복원력과 같은 정심리자본이 직무열의에 향을 다(오아라, 

2015)고 하는 등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  자원은 직무

소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 감

(self-esteem), 자기효능감(self-efficacy), PA와 NA가 소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고종욱, 2001), 자아존 감(self-esteem),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통제소재, 정서  안정성 등은 직무요구와 정서  소진간의 계를 조

하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이진욱, 2003). 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이었던 직무요구와 

직무열의 간의 부(+)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Schaufeli 와 Bakker(2004)가 제안한 연구모형에서 직무소진은 직무요구  직무자원

과 련이 있고 건강 문제와 이직의도를 측하는 변수인 반면에, 직무열의의 선행요

인으로는 직무자원만 검증된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와 같다. 이와 련하여 

Cavanaugh와 Noe(1999)이 주장한 직무요구에 한 실증연구에서는 직무요구를 도

성 스트 스요인과 방해성 스트 스요인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이들이 직무담당자의 

직무열의  직무소진에 서로 차별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

해성 스트 스요인에 포함되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조직 정치 등은 조직에 부

정 인 결과를 유발하지만 도 성 스트 스요인에 포함되는 업무 과부하, 시간압박 

 업무에 한 책임감 등은 정 인 결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도 성 스트 스요인 업무과 부하와 직무열의 간의 계인데. 물론 직무요구

와 직무열의 간의 계는 직무소진과의 계에 한 연구들보다 상 으로 실증연구

가 미흡하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요구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은 직무열의와 

부(-) 인 련성을 갖고 직무소진에는 정(+) 인 련성을 갖는 반면, 업무과부하와 

업무복잡성 그리고 책임감 등은 직무열의  직무소진과 정(+) 인 련성을 가진다

는 것을 밝힌 바 있다(Cavanaugh & Noe, 1999; Rich et al., 2010). 이와 같이 방해성 

스트 스요인인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결과에 해서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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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 성스트 스요인인 업무과부하와 시간압박 등 

요인은 일 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는 직무요구를 구성하는 하 차원 

 방해성 스트 스 요인와 도 성 스트 스 요인로 분류되는 요인이 서로 상충작용

을 일으켜서 직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진을 통한 간 인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JD-JR모델에서 제시하듯이 직무요구가 직무자원에 의해 조

되기 때문에 직무요구의 직무열의에 한 직 인 효과보다는 소진을 낮춤으로써 직

무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아라(2009)의 연

구에서도 직무요구의 직무열의에의 향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김형태(2017)의 연구에

서는 업무과부하는 직무열의에 정(+)의 향을 미쳤으나 감정  요구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증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셋째, 소진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주었으며 직무열의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Crawford 등(2010)은 직무요

구 및 직무자원과 직무소진 및 직무열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는 직무소

진과 직무자원은 직무열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은 보고되고 검증된 바 있

는 반면, 조직시민행동은 직무요구-직무자원의 성과변수로 많이 사용되지 않은 변수

이기도 하다. 직무요구- 직무자원 모형은 직무열의에 한 성과변수를 직무소진과 통

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건강 문제, 우울과 같은 개인 인 문제에서부터 이직의

도, 조직몰입 등과 같은 직무 련 태도 변수들을 다루고 있다(Schaufeli & Bakker, 

2004; Hakanen et al., 2008). 국내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간호학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심리학자들도 외

국 논문에서와 같이 직무열의와 직무소진을 비되는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바탕으로 직무소진과 직무열의를 통합하여 이의 결과변수를 

보여 주고 있다(구효진 김병용 고재윤, 2010; 박근수 유태용, 2007; 이랑 김완석 신강

, 2006). 조직의 성과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많은 의견과 방법이 있으며 간호조직의 

경우 간호성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직무요구 자원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력과정의 

성과변수로 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태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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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직의도와 함께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역할 내·외 행동에 한 측정을 포

함하여 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 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

다. 조직시민행동은 한 조직  직무에 정 인 결과를 낳는 표 인 변수이기 

때문에 직무열의의 결과를 살펴 본 선행연구를 토 로 직무열의의 결과변수로 선택하

다. 조수민과 이재식(2010)의 연구에서도 직무열의의 결과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오아라(2015)의 연구에서도 직무열의가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간호계에서는 고미순, 이 숙, 고명숙(2017)이 직

무열의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침으로써 간호업무성과에 간 으로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직무열의가 조직시민행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향후 실증 인 추가 연구를 거쳐 직무요구-직무자원 모델의 변수로써 연

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외 개인  자원 등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으나 (Bowling et al., 2010; Luthans, Zhu, & Abolio, 

2006; Tuten & Neidermeyer, 2004).  김 우(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자원이 이직의

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리고 

Luthans, Zhu, 와 Abolio(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조직기반 자아존 감이 이

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개인  자원이 소

진에 향을 미쳐 결과 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이 업무과부하와 같은 직무요구와 직무소진, 는 직무소진과 이직의

도라는 각각의 계를 살펴보았고(Lee & Ashforth, 1996; Wright & Cropanzano, 

1998), 간호계에서도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들의 변수를 사용하여 직무열의 이직의도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옥 등., 2016; 안정아, 춘정, 염동문, 2011, 

김효진, 박순주, 2016; Kim, 2012; 변 식, 염 희, 2012). 본 연구는 직무요구, 직무자

원, 개인적 자원의 각각의 변수들의 소진 및 직무열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보다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개인적 자원이 서로 상호작

용하면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직무요

구와 직무자원, 개인  자원을 통합 으로 악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극 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의지를 가질 때 직무재창조를 통한 직무수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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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을 시사한다. Buss(1987)와 Diener, Larsen 와 Emmons(1984)이 제시한 인간

이 환경에 의해 단순히 수동으로 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극으로 직무

련 환경을 평가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부정 감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일을 변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직무재창조(Job craftinb)를 참고해 볼 만 하

다. Wrzesniewski 와 Dutton(2001)에 소개된 직무재창조는 직무의 수량, 유형, 특성 

등 과업의 물리  범 를 변경하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Lyons(2006)은 자신의 연구에

서 표본의 74%가 자발 직무수정 활동을 수행한 이 있다고 답했으며, 79%가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 그들이 직무수정 기회를 가진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간호사들이 환자 리를 개선하기 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과

업으로 추가시키곤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강혜선, 서배배, 구자선, 2015),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련하여 보다 직무재창조를 한 간호 리  근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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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JD-JR 모델을 토 로 간호사의 직무요구과 직무자원, 개인  자원이 

직무소진과 직무열의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측모형을 구축

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간호사의 직무요구는 역할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역할

갈등, 역할모호성, 감정  요구로, 직무자원은 직무자율성, 경력개발기회, 동료의지지, 

상사의지지로 개인  자원은 자아 존 감, 자기 효능감, 부정  감성, 정  감성, 

문직 정체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과 과정변수인 

소진, 직무열의, 성과변수인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의 인과 계를 추정하기 한 구

조모형을 구축한 후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역할 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 모형의 합도  직, 간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가설  모형을 통해 수

립된 가설 9개  8개의 경로가 유의하 다.

   연구결과, 직무소진은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이 을수록 

증가하고 직무열의는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직무소진 한 직무열의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직무소진은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JD-JR모델은 간호사를 상으로 하여 잘 용되는 모델임이 검증되었으며, 병

원  간호 리자는 간호사의 직무자원과 개인  자원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요구로 

인한 소진과 이로 인한 이직을 일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자원과 직무자원증진을 

통해 직무열의의  조직시민행동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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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간호사에게 용될 수 있는 다른 직무요구, 

직무자원, 개인  자원을 포함하고 JD-JR 모델에서 과정변수로 제안하고 있는 직무동

기(motivation)와 직무압박(strain)에 해당하는 변수들, 즉, 건강문제, 직업 련 불안, 

몰입, flourishing등과 같은 변수들을 활용한 추가의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교육 측면에서 개인  자원과 직무자원이 직무열의에 한 향이 있으므

로 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표함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조직 , 개인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재창조(Job crafting), 부담약화(Self underming)을 포함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직

무성과를 증진시키기 하여 직무요구를 자발 으로 약화시키거나, 개인  자원을 증

진시키고 직무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 는 직무자원을 증진할 수 있

는 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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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매우그

다

1 내가 해야 할 일이 무 많다.

2 작업을 완수하기 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3 나는 히 서둘러야 한다.

4 나는 내 작업진도에서 뒤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6 나는 시간 인 압박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문  항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매 우

그

다

1
내 주  사람들은 내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한다.

2
내 직장 동료& 가족들은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

할을 동시에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한다.

3
나는 나의 직장 상사& 가족이 기 하는 바를 잘 실행할 

수 있다

4
나는 직장과 가정에서 요한 사람들(상사, 배우자, 부

모 등)이 내게 바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5 나는 직장과 가정 모두의 기 를 잘 충족시키고 있다.

6
내 직장 동료& 가족은 내가 그들의 기 를 충족

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아래의 질문에 하여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주십시오.

I. 다음은 간호사의 직무요구에 한 질문입니다.

업무과부하 

일가정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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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항 상

그

다

1 내 일은 감정 으로 요구가 아주 많다

2
일을 하면서, 나는 나에게 개인 으로 향을 미치

는 감정 으로 민감한 사건을 경험한다

3
일을 하면서, 나는 까다로운 고객이나 환자& 해

야 한다

4
일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납득시켜

야 한다

5
내 일은 나를 감정 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

게 한다.

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 통

이다

그

다

매 우

그

디

1 나의 의사와 상반되는 업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2
나는 소속된 병원의 정책 는 지침과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

3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요구받을 때

가 있다

4
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서로 다른 업무를 요구 받

을 때가 있다

5
나는 모호한 지시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가 있다

6
나는 내가 병원 내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졌는지 정확

히 알고 있다

7
나는 나의 시간을 히 나 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나는 나의 업무& 책임들에 해서 잘 알고 있다

9 내 직업에 한 목 과 목표가 뚜렷하다

10
나는 병원 내에서 나에게 기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

확히 알고 있다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감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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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는 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율권이 있다

2
나는 내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
나는 특정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4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다

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의 직업은 나에게 재정 으로 도움을 다

2
나의 재 업무는 직업시장에서 기회&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3 나의 직업은 승진할 기회를 다

4
내 직장은 나에게 재의 업무 수행에 충분한 교육  

가능성을 다

5
나는 미래에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에 만족한다.

6 나는 나의 경력성장을 해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Ⅱ. 다음은 간호사의 직무자원에 한 질문입니다.

직무자율성 

경력성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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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항 상

그

다

1
내 작업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상사에게 
의지할 수 있다 

2
필요하다면, 나는 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나는 내 상사& 계가 좋다

4 나는 나의 상시& 마찰을 빚은 이 있다

5 나의 상사는 나를 호의 으로 한다

6 나의 상사&의 사이에 불쾌한 일이 생긴 이 있다

7
나의 상사는 내가 나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도록 
한다

8 나의 상사는 업무에 있어 좋은 를 들어 다

9 나의 상사는 나의 일이 요하도록 느끼게 한다

10
나의 상사는 나의 미래의 가능성에  하여 명확한 
비젼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 다

그

지 않

다

때 때

로 그

다

자 주

그

다

항 상

그

다

1
나는 내 작업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동료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2
필요하다면, 나는 내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나는 내 동료들과 계가 좋다

4 나는 나의 동료들과 마찰을 빚은 이 있다.

5 내 동료들은 나를 호의 으로 한다.

6
나의 동료들과 사이에 불쾌한 일이 생긴 이 
있다.

동료의 지원

상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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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체로 나 자신에 하여 만족하고 있다.

2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3 나에게 몇 가지 좋은 장 이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내게는 내세울만한 것이(자랑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6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7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했을 때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8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9 체 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10 나는 내 자신에 하여 정 으로 생각한다.

문항
그

지 않

다

체

로 그

지 

않다

보 통

이다

체

로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는 처음에는 일을 잘하지 못해도 끝마칠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한다

2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경우, 처음에 실패를 하더

라도 계속 배우기 해 노력한다

3
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그 문제

를 잘 처리하는 편이다.

4 일을 해내는 내 능력에 한 자신감이 있다. 

5
나는 생활 에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Ⅲ. 다음은 간호사의 개인  자원에 한 질문입니다.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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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

다

체

로 그

지 

않다

보 통

이다

체

로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 구성원들과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종종 부끄러울 때가 있다

4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변

명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5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이 되기 해 공부하고 있

다는 것을 숨기려고 한다

6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에 속하는 것이 기쁘다

7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의 구성원들을 정 으로 여긴다

8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요하다

9
나는 내가 공하는 문직 구성원들과 특성이 비슷하

다고 생각한다

문  항
그

지 않

다

체

로 그

지 

않다

보 통

이다

체

로 그

다

정 말

그

다

1 나는 종종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낸다

2 종종 나는 기분이 들쑥 날쑥한다

3 때때로 조그만 좌 로 인해 지나치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4 나는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다

5 나는 정말로 재미있는 순간들이 거의 매일같이 있다

6 나는 개 내 생활을 활기차게 할 방도를 찾아낸다

정 감성(PA) 부정 감성(NA)

문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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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체

로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

로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 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2 직장일을 마치고 퇴근시에 완 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3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만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4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5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 히 지쳐있다

6
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한 심이 

어들었다

7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 소극 이다

8 나의 직무의 기여도에 해 더욱 냉소 으로 되었다

9 나의 직무의 요성이 의심스럽다

10 나는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를 원한다

11
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

12
내가 재 소속된 직장에 효과 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13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을 잘한다

14 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15 나는 재의 직무에서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16
직무상에서, 나는 일을 효과 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

신감을 가지고 있다

Ⅳ. 다음은 직무소진,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한 질문입니다.

직무소진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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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체

로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

로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직장에서 에 지로 가득 차 있다

2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4 나는 내 일에 해 열정 이다

5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고취시킨다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8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9 일할 때 나는 열 한다

이직의도

 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통

이다

체

로 그

다

매 우 

그

다.

1 나는 때때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3
타 직종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나 상황과 조건

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4
보다 나은 조건의 타직장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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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나는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체

로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

로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자발 으로 맡아서 한다

2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한다

3 조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해 노력한다

4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5 다른 동료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도& 다

6 조직 련된 이슈에 해 고민하고 생각을 제안한다

7
업무에 있어 동료들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달한다

8
자신의 의견이 도움될 만한  이슈에 해 지속 으로 

정보를 얻는다

9 조직의 업무환경에 향을 미치는 일들에 여한다

10
조직의 새로운 로젝트나 차 등 의 사안에 해 

자신의 의견을 소신있게 밝힌다

조직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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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① 문학사 졸업     ② 학 졸업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졸업

5. 재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내과 병동   ② 외과 병동  ③ 환자실   ④ 응 실   ⑤ 외래 등   ⑥ 기타

6.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교 근무  ② 고정근무(주간 근무 고정, 야간 근무 고정 등) 

7. 귀하의 총 임상실무경력 ( 직기  포함) :     년     개월

8. 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임상실무경력 :     년     개월

9. 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임상실무경력 :     년     개월

10. 귀하의 여는 얼마입니까? (각종 수당 포함)

 ① 2000만원 미만      ② 2000 ~ 3000만원    ③ 3000 ~ 4000만원   

 ④ 4000 ~ 5000만원    ⑤ 5000 ~ 7000만원    ⑥ 7000만원 이상

11. 귀하가 일하는 병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상 종합병원      ②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③ 종합병원(300병상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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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의 이직 경험은?          

  ① 없음         ② 1∼2회        ③ 3회 이상 

13.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사유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육아부담     ② 교 근무       ③ 여      ④ 직장 내 갈등 

 ⑤ 업무부담     ⑥ 건강문제       ⑦ 기타 _____________

 -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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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Verification of the Job Demands-Job Resources (JD-JR) Model

Yim, Yeong Yi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Qualified and highly skilled nursing workforce display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s critical for hospitals to provide 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promote patient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explore 

the paths of factors affecting nurses'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 provide basic data for potentiating nursing management.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tical model of Bakker and Demerouti’s (2017) 

expansion of the Job demands-Job Resources (JD-JR) model. Integrating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ith the JD-JR model, exogenous variables were set as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Job demands consisted of work 

overload, work-family unbalance,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emotional 

demands. Job resources included autonomy,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colleague support, and supervisor support. Personal resources were self esteem, 

self efficacy, positive affectivity, negative affectivity, and professional identity. 

End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were burnout and work 

engagement, which existed at the process stage of the model, and inten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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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set as outcome stage variables. 

  The following instruments were used in the study via self-report: The 

questionnaire on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work, work family unbalance 

scale, work conflict and work ambiguity scale, negative and positive affectivity 

scale, professional identity scale, Maslach burnout inventory - general survey,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intention to leave scale,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cale. 

  Following IRB approv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to August 31, 2017 

at nin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Kyungi-ki province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Nurses who had more than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excluding nursing manag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A total of 271 intact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mong 280 collected data after 

distributing 300 questionnaires.  SPSS 18.0 and AMOS 21.0 were used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hypothetical model’s goodness of fit was tested using the indices χ

2, χ2/df, GFI, RMSEA, RMR, CFI, NFI, and TLI.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ypothetical model’s fit was tested with χ2 = 273.9 (df = 1331, p = .000), 

CMIN/DF (χ2/df)=2.060, GFI=0.919, RMSEA=0.063, RMR=0.049, CFI=0.919, 

NFI=0.900, and TLI=0.943, indicating that the model had an adequate data fit. In 

the study, eight of the nine hypotheses were supported.

2. Test results indicated that burnout was affected positively by job demands and 

negatively affected by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whereas work 

engagement were positively affected by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and negatively affected by burnout. Burnout affected intention to leave 

positively and work engagement negatively, while work engagement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 A direct effect to intention to leave was shown from burnout, and indirect 

effects existed from job demands negatively and job resources and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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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positivel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directly affected by 

work engagement and indirectly affected by job demands negatively and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positively.

Summing up, nurses' intention to leave was affected by burnout, which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demands and nega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affected by work engagement, which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from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and a nega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demands. Therefore, hospitals and nursing managers need to consider balanced 

and integrat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regulating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to enhance organizational outcomes.

Key words: Job Demands-Job Resources Model. Job Demands, Job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Intention to leav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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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s'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Verification of the Job Demands-Job Resources(JD-JR) Model

                                   Yim, Yeong Yi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1.  Introduction

  Securing the supply of highly skilled nursing workforce is vital to achieve 

qualitativ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centr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expansion of larger hospitals.

In fact, the nurse’s turnover rate has been quite high, and the rate of the turnover 

intention has been estimated as high as 70~80% (Han et al., 2010) which lead low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result in management loss. It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nurse’s motivation and productivity as a whole (Lee & Kim, 2008).

It is essential to retain the employees who are highly skilled, creative, and 

productive in order to increase the survival probabil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to 

improve their productivity. In the same context, when managers tries to mitigate 

burnout due to high job demands and increase support by offering available job 

resourc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is regarded as a crucial factor 

for the organization as it contains voluntary contribution to the organization 

without any financial rewards.

For nurses, OCB is the essential quality as they face unpredictable situations 

which need immediate and accurate responses for patients' life and safety. 

Job demands-Job Resources (JD-JR) model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explains that job performance is related to strain and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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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strain and motivation are from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1, Schaufeli & Bakker, 

2004, Demerouti & Bakker, 2011, Bakker & Demerouti, 2014). JD-JR model has 

been applied to many studies for many job performance outcomes and 

characteristics including burnout, health problems, absence, work engagement, 

commitment, work satisfaction, turnover, etc.(Crawford, LePine, & Rich, 2010, 

Halbesleben, 2010, Nahrgang, Morgeson & Hofmann, 2011, Bakker et al., 2003, 

Bakker et al., 2007, Hakanen et al., 2006, Judge, Van Vianen, & De Pater, 2004, 

Bakker & Demerouti, 2017). However, many researches do not take all aspects of 

JD-JR model; do not carry personal resources; do not contain two pathways 

which are motivative process leading work engagement and energy process 

leading burnout. Therefore, this study is to identity influencing factors of nurses' 

intention to leave, the result of burnout, and OCB, the result of work engagement, 

and job performance to provide basic data for helping nursing management.  

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level of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intention to 

leave and OCB, to construct and verify structural model of JD-JR Model .  

 
3.  Methods

1) Participates and data collection procedures

  Following IRB approva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 to August 31, 2017 

at nin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Kyungi-ki province using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Nurses who had more than 1 year of clinical experience, 

excluding nursing manag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A total of 271 intact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mong 280 collected data after 

distributing 300 questionnaires.  

2) Measur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tical model of Bakker and Demerout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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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the Job demands-Job Resources (JD-JR) model.  Endogenous 

variables of the hypothetical model were burnout and work engagement, which 

existed at the process stage of the model, and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set as outcome stage variables. Previously 

established scales were employed in th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constructs of 

interest because of their well established reliability and validity. 

(1) Job Demands

  Work overload was measured with QEEW 2.0 (Questionnaire on the Experience 

and Evaluation of Work, (Van Veldhoven, Prins, Van der Laken & Dijkstra, 2015).  

The reported Cronbachꠓs alphas was 0.86, and 0.86 in this study. Respondents 

rated emotional exhaustion on a four-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0 

(strongly disagree) to 3 (strongly agree).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was measured with scale used by Kim(2014) 

which was developed by Rizzo & Lirtzman(1970). The reported Cronbachꠓs alpha 

were 0.83 and 0.84 from Kim(2014) and 0.79 and 0.80 in this study. The five-item 

scale assesses respondents' perceptions with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Work- Family Unbalance was the scale used by Lee et al(2014) derived from 

Carlson et al.(2009). The reported Cronbach's alpha was 0.88 from Lee(2014) and 

0.88 in this study. Respondents rated this six item scale of Work- Family 

Unbalance on a four-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agree) to 4 

(strongly disagree). 

Emotional Demands was measured by QEEW 2.0(van Veldhoven et al, 2015). The 

scale has 5 items rating from 0(strongly disagree) to 3(strongly agree). Reported 

Cronbach's alpha was 0.80 and 0.87 in this study.

(2)  Job Resources

  Autonomy,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college support, and supervisor 

support were measured by QEEW 2.0(van Veldhoven et al, 2015). The scale has 

each 4 items, 6 items, 6 items and 10 items, rating from 0(strongly disagre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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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rongly agree). Reported Cronbach's alpha were 0.86, 0.87, 0.81, and 0.87, and 

0.81, 0.86, 0.76, and 0.86 in this study.

(3) Personal resources

  Self Esteem was measured by Self Efficacy Scale(Rosenberg, 1965) used by 

Jeon(1974). The scale consisted of 10 items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4(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78 from Jeon(1974) and .81  in this 

study.

  Self Efficacy was measured by Self Efficiency Scale(Sherer et al, 1982 used by 

Hong(2007). The scale consisted of 5 items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89 from Hong(1994) and .81  in 

this study.

  Positive Affectivity(PA) and Nagative Affectivity(NA) was measured by the 

scale used by Ko(2001) derived from the scale from Watson et al.(1988). The scale 

consisted of 3 items each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81 and 0.76 from Ko(2001) and .83 and 0.90  in this 

study. 

  Professional identity was measured by Professional Identity Scale from 

Adams(2006). This 9 item scale was five-point Likert-type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76 and 0.87 in the 

study.

(4) Burn out was measured by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aslach, Jackson& Leiter, 1996) used by shin(2003).

A total of 16 items scale was seven-point Likert-type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76 and 0.87. The 

Cronbach's alpha was 0.87(Shin, 2003) and 0.88 in the study.

(5) Work engagement was measured by UWES-9(Dutch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used by Baik(2009). A 

total of 9 items scale was seven-point Likert-type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84 and 0.83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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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6) Intention to leave was measured by the scale used by Park et al. (2012) 

derived from the scale from Lawler(1983). The scale consisted of 4 items each 

rat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88 and 0.91 from Park et al. (2012) and 0.88 in this study. 

(7)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measured by the ten item scale used 

by Lee & Chin(2016) derived from the thirteen item scale from (Van Dyne & 

LePine, 1998). The scale rated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The 

Cronbach's alpha was 0.93 and 0.91 in this study. 

4.  Analysis

 SPSS 18.0 and AMOS 21.0 were used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correlation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hypothetical model’s 

goodness of fit was tested using the indices χ2, χ2/df, GFI, RMSEA, RMR, CFI, 

NFI, and TLI. 

5.  Results

1) Response rat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300 RNs. In total, 271 nurses 

returned the valid questionnaires, giving a 90% response rate. The respondents 

consisted of 95.6% women and 4.4% men. In all, 51.3% of participants were aged 

under 30 years, 32.5.8% were aged 30 to 39 years, and 16.2% were aged 40 and 

over. Most of the participants (47.6%) had been working at their current position 

for <5 years (table 2).

  Job demands scored 64.93 out of 97, 48.96 out of 84 for Job resources 99.07 and 

out of 140 for personal resources. burn out scored 45.35 out of 96, 37.26 out of 63 

for work engagement, 13.69 out of 20, 13.69 out of 20 for intention to leave and 

445.95 out of 70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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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 Category No. 
of 

Items

Cronbach' 
α

References

Pre

Variables

JD Work Overload 6 .86 QEEW 2.0 (2012)

Role Conflict 5 .83 Rizz o& Lirtzman(1970)

Kim (2014)

Role Ambiguity 4 .84 Rizzo & Lirtzman(1970)

Kim (2014)

Work-Family 
Unbalance

6 .90 Carlson et al. (2009)

Lee (2014)

Emotional 
Demands

5

 

.80

 

QEEW 2.0

JR Autonomy 4 .86 QEEW 2.0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6 .87 QEEW 2.0

Colleague 
Support

6

 

.81 QEEW 2.0

.

Supervisor support 10 .87 QEEW 2.0

PR Self Esteem 10 .92

.78

Rosenberg (1965)

Jeon (1974)

Self Efficacy 5 .89

.89

Sherer et al (1982)

Kim (2007)

Positive Affectivity 3 .81 Watson, et al. (1988)

Ko(2001)

Negative Affectivity 3 76 Watson et al. (1988)

Ko (2001)

Professional Identity 9 .76 Adams (2006)

Process

Variables

Burn Out Burn Out 16 .83 Maslach, et al. (1996)

MBI-GS

Shin(2003)

Work 
Engagement

Work 
Engagement

9 .81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UWES-9 (Baek, S. J(2009)

Outcome

Variables

Intention to 
Leave

Intention to 
Leave

4 .88 Lawler (1983)

Park, K.W et al. (2012)

OCB OCB 10 .89 Van   Dyne (1998)

Lee(201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Hospital tyoe,  Work 
unit, Work shift, Salary, Turnover 
Experience

13

Total 132

Table 1. Construct and references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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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n(%)

Gender Male 12(4.4)

Female 259(95.6)

Age(year) ≤29 31.59±7.58 139(51.3.)

30-39 88(32.5)

≥40 44(16.2)

Education 3-year college 62(22.9)

University 190(70.1)

≥Graduate school 19(7.0)

Marital Status Married 105(38.7)

Single 166(61.3)

Hospital Type Teaching Hospital 122(45.0)

General Hospital 70(25.8)

Hospital 79(29.2)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 1<3 12.98±10.78 74(27.3)

3-5 55(20.3)

5-10 53(19.6)

≥10 89(32.8)

Clinical experience 1<3 11.40±10.29 88(32.5)

 in present hospital (year) 3-5 60(22.1)

5-10 51(18.8)

≥10 72(26.6)

Clinical experience 1<3 8.21±8.27 117(43.2)

 in present unit (year) 3-5 66(24.4)

5-10 51(18.8)

≥10 37(13.7)

Work Unit 
Internal-medicine & 

Surgery ward
100(36.9)

Intensive Care Unit & 

ER
84(31.0)

Others 87(32.1)

Work shift 3 shift 227(83.8)

Only daytime 44(16.2)

Turnover Experience Not have 199(73.4)

once 61(22.5)

more than 2 11(4.1)

Salary less than 30 million KW 44(16.2)

30 ∼ 40 million KW 119(43.9)

40 ∼ 50  million KW 51(18.8)

over 50 million KW 57(21.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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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No. 

of 

Items

  Range Mean±SD Min Max

Job Demands 16 97 64.93 ± 9.93 37 88

Work Overload 6 0 〜 18 11.07 ± 3.48 2 18

Work Family 
Unbalance 6 6 〜 24 16.58 ± 3.19 6 23

Role Conflict 5 5 〜 25 15.28 ± 3.46 5 25

Role Ambiguity 5 5 〜 25 12.57 ± 2.73 10 25

Emotional Demands 5 0 〜 15 9.42 ± 3.27 1 15

Job Resources 0 〜 84 48.96 ± 9.06 20 78

Autonomy 4 0 〜 12 5.64 ± 2.17 0 12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6 0 〜 24 13.88 ± 3.63 3 24

College Support 6 0 〜 18 11.86 ± 2.45 5 18

superior Support 10 0 〜 30 17.46 ± 4.57 5 30

Personal 
Resources 24 140 99.07 ± 11.38 63 129

Self Esteem 10 4 〜 40 28.93 ± 3.74 15 38

Self Efficacy 5 5 〜 25 18.66 ± 2.45 10 25

NA 3 3 〜 15 8.52 ± 2.57 3 15

PA 3 3 〜 15 8.79 ± 2.23 3 14

Professional Identity 9 9 〜 45 34.06 ± 4.82 22 45

±

Burn Out 16 0 〜 96 45.35 ± 12.57 13 81

±

Work Engagement 9 9 〜 63 37.26 ± 8.27 13 62

±

Intention to Leave 4 4 〜 20 13.69 ± 3.66 4 20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0 10 〜 70 44.95 ± 8.81 20 70

Table 3. Level of JD, JR, PR, burn out,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OCB

2) Correlation

Job demands, job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burn out,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re all correlated each 

other.(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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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Demand

 Work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Burn Out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Work 

Resources
-.334** 1

　 　 　 　

　 　 　 　

Personal

Resources
-.489** .475** 1　

　 　 　

　 　 　

Burn Out .658** -.405** -.672** 1　
　 　

　 　

Work 

Engagement
-.388** .333** .643** -.669** 1　

　

　

Intention to 

Leave
.363** -.268** -.337** .463** -.431** 1　

OCB -.215
** .273** .451** -.450** .581** -.237**

Table 4. Correlation

**P<0.01, 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 Test of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model

  The pattern of results from the test of the a priori measurement model indicated 

that the model did not fit the data well (χ2 = 429.9(df=149); RMSEA = 0.12; CFI 

= 0.86; GFI = 0.87; IFI= 0.89, TLI,=.807). So the model modified by removing a 

path, and connecting residual errors of latent variable which indicated more than 

ten modification index using within-factor correlated measurement. The modified 

model was fit as χ2 = 273.9 (df = 1331, p = .000), CMIN/DF (χ2/df)=2.060, 

GFI=0.919, RMSEA=0.063, RMR=0.049, CFI=0.919, NFI=0.900, and TLI=0.943, 

indicating that the model had an adequate data fit. In the study, eight of the nine 

hypotheses were supported.

   Test results indicated that burnout was affected positively by job demands and 

negatively affected by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whereas work engagement 

were positively affected by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and negatively affected 

by burnout. Burnout affected intention to leave positively and work engagement negatively, 

while work engagement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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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stimate S.E. C.R. P SMR

Burn Out

Work Demands .653 .710 3.092 .002** .857

Work Resources -.467 .496 -2.756 .006**

Personal Resources -.461 .082 -3.846 ***

Work 

Engagement

Work Resources .512 .368 2.906 .011 .720

Personal Resources .165 .052 2.542 .004**

Burn Out -.413 .085 -3.454 ***

Intention to 

Leave
Burn Out .873 .112 6.031 *** .761

OCB Work Engagement .916 .182 6.639 *** .839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igure 2 Modified Model 

 Table 5. Path Analysis of Modified Model

*SMR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4)  Verification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 direct effect to intention to leave was shown from burnout, and  indirect 

effects existed from job demands negatively and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positivel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directly affected by 

work engagement and indirectly affected by job demands negatively and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positively. The result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outcome variables from pre variables and process variables ar shown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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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Hypothesis for burnout 

1-1: Job demand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burnout.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1-2: Job resource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burnout positively.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1-3: Personal resource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burnout.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2) Hypothesis for work engagement

2-1 Job demands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This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2-2 Job resource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2-3 Personal resources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2-4 Burnout will have nega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3) Hypothesis for intention to leave 

 3: Burnout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leave.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4) Hypothesis f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4: Work engagement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as it was identified 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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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variables   
 Process·Outcome

 variables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Job Demands  Burnout  .653 - .653

Job Resources -.467 - -.467

Personal

Resources
-.461 -.461

Job Demands Work Engagement -.269 -.269

Job Resources .512 .193 .705

Personal 

Resources
.166 .190 .356

Burn Out  -.413 -.413

Job Demand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247 -.247

Job Resources - .646 .646

Personal 

Resources
- .326 .326

Work 

Engagement
.916 - .916

Burnout  -.378 -.378

Job Demands Intention to Leave - .570 .570

Job Resources -.408 -.408

Personal Resources - -.402 -.402

Burn Out .873 - .873

Table 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modified model

6.  Discussion

  The data showed that age and clinical experience were higher but salary was lower than other 

studies(Kim, 2014)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clinical experiences was higher. This indicated 

that nurses who worked in less than 300 beds small hospital receive low salaries. Job demands 

is reduced when job resources are adequate as job resources are regarded as coping resources, 

and the result reveled the fact that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helped to mitigate burn 

out and eventually lessen intention to leave. Job resources can be increased through job c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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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employees try to evaluate and change their working environment intending to decrease 

negative emotions. Wrzesniewski & Dutton(2001) explained that job crafting included 

amount, characteristics and the war of work, for example, increasing 

communication within organiz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s' care. In the study, job demands did not affect work engagement 

which was similar result from other studies(Schaufeli & Bakker, 2004, OH, 2009). 

Studies showed that challenging stressors, such as work overload and work 

responsibility, affected work engagement positively whereas hinderance stressor, 

such as work conflict and work ambiguity, could affected negatively(Cavanaugh & 

Noe, 1999; Rich et al., 2010, Kim, 2014)). This could explain that confliction of two 

difference stressors brought no effect between job demands work engagement.

  Intention to leav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explained by 

burn out and work engagement and this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nursing management to reduce burn out and increase work engagement through 

allocating job demands and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was shown that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working environment so that the programs for 

increasing personal resources should be planed and conducted as well as those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7.  Conclusion

  Nurses' intention to leave was affected by burnout, which had a posi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demands and nega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affected by work engagement, 

which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from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and a 

negative indirect effect from job demands. Therefore, hospitals and nursing managers 

need to consider balanced and integrat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rough regulating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personal resources to enhance organization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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