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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대학원 과정 중, 그 수 많은 논문을 읽으며 제일 앞 장에 있던 감사의 글을 볼 때마

다 ‘나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글을 쓰는 날이 올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오늘의 지금을 

있게 하였습니다. 나의 책을 가지고 싶었던 작은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봅니다. 이

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글을 쓰게 된 지금, 저의 학위논문을 위해 많은 도

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병원 근무와 병

행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

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저의 학위논문을 지도해주신 김광숙 교수님과 김인숙 교수님, 박정옥 교수님

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 난관 속에서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진행

속도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연구의 길을 

밝혀주셨던 김광숙 교수님,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몇 번이

나 겪었던 난관들로 지치고 힘들어 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건네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소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저에게 언제

나 봄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따뜻한 봄 속에서, 햇살 가득 품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제자이자 후배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시간마다 여

러 책을 무겁게 들고 오셔서 제자들과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하셨던 김인숙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논문 진행과정을 챙겨주시고 따로 남아서 논문을 함께 고민해주셨던 



그 큰 가르침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제자임에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반겨

주시고, 격려해주신 박정옥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필로 하나하나 그

어주시면서 많은 가르침 주신 덕분에 저의 마음 속에서도 연구자로 향해가는 길을 하

나하나 그려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4년, 석사 2년간 많은 꿈을 품게 해주

시고 참된 간호인의 모습을 깨닫게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업무와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5살, 꼬꼬마 신규간호사 시절부

터 지켜봐 주신 저의 스승님, 이선영 파트장님께도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일

이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다독여주셔서, 제게 너무나 높아 보였던 임상에서

의 여러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내라고 항상 용기 북돋아주던 우

리 병동 식구들, 연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병원의 많은 관

계자 분들과 162명의 간호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힘들었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답을 구하

고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의 친구 원희, 대학 입학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유쾌한 웃음소리로 활짝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히 간호의 길을 걷는 모습에, 친구이지만 많이 배우

고 또 그런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지 못하고 울면서 있는 나에게 

항상 손을 내밀며 일으켜 세워주는 나의 친구들 은정이와 영이, 지현에게도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 1년 여간 너무도 힘들었던 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푸르른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그들과 함께 했기에 나의 



20대 대학시절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반짝였습니다. 내 인생의 별들

이라고 생각하고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대학원 생활 동안 함께 고민하고 답을 구하며, 힘든 길도 같이 걸어주었던 동기 지

윤, 수진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의 마음 속에, 대학원 시절이 너무나 즐

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함께 했던 모든 동기

들과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선후배 선생님들과도 졸업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논문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함께 고민하며 걱정해주던 나의 후배이자 동료, 

창환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 경하, 나에게 너의 석사학위 

논문 인쇄 본을 선물해준 게 엊그제 같은데, 많은 도움 주어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나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우리 가족. 힘들 때마다 용기 

내어 일어 설 수 있게 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아낌

없는 큰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 너무나 행복하고 이러한 큰 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콜라 병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던 아가가 벌

써 이렇게나 컸습니다. 지금처럼 제 곁에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자랑스러

운 딸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제

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내색은 잘 안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 

대해 걱정 많은 우리 오빠. 항상 손 꼭 붙잡고 함께 길 건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흘렀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만큼,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고 새언니와 윤우 손 잡고 세상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가길. 잘 할 수 있고 또,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힘내라고 사진도 자주 보내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새언니도 너



무나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예쁜 조카, 윤우.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미소 짓

는 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빠네 식구 모두 항상 건강하고 웃음이 떠나질 않는 행

복한 가정이 되기를 매일 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를 토닥토닥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기

를, 그리고 나 또한 항상 행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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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 년 11 월부터 12 월까지로 서울시에 소재한 3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 1 년이상의 간호사 145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의 평균은 5 점 만점에 평균 2.68 점, 직무만족은 5 점 만점에 

2.72 점이었다. 이직의도의 경우 5 점 만점에 평균 3.30 점을 보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평소 

즐기는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의 종류(F=2.581, p=.040)과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대상(F=5.520, p=.005), 근무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t=-3.081, 

p=.002),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32.794, p=<.001), 건강상태(F=29.92, 

p<.001), 근무 부서(F=2.947, p=.022), 기대근무 연수(t=-2.224, p=.028) 

고용 형태(t=-4.369, p<.001), 근무 형태(F=3.396, p=.036), 월 평균 밤근무 

개수(t=2.439, p=.017), 초과 근무 시간(t=3.748, p<.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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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서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5.408, p=.005)와  건강상태 (F=5.925, p=.003), 기대근무 

연수(t=-2.269, p=.025), 초과근무시간(t=2.093, p =.038)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이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t=2.027, 

p=.045), 성별 (t=2.655 , p=.009), 결혼 유무(t=0.061, p=.027), 자녀 

수(F=3.640, p=.029), 건강상태(F=7.778, p=.001), 기대근무 연수(t=4.783, 

p=<.001),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 유무(t=2.589, p=.01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일-생활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일-

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은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β=-2.316, t=-2.324, p=.022), 

일-생활균형(β=-0.035, t=-2.122, p=0.036), 직무만족(β=-0.183, t=-

7.248, p=<.001)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일-생활에서의 균형과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이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핵심어: 간호사, 이직의도,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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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김창희, 2009)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 중 약 29%

를 차지하는 간호사는 병원의 생산성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자 의료서

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보건복지부, 2017; 강기노, 2012).  

그러나 2018년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3.9%로(병원간호사협회, 2018) 보건, 복지 

서비스업 전체 종사자의 2017년 평균 이직률 3.1%(고용노동부, 201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2017). 더불어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6.5명의 53.8%수준이며 2017년 기준, 전체 면허자(37만 5000명)대

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18만 6000명)비율은 약 49.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의

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이직률이 높고 근속

연수가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 2018).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의 

전문성이 낮아지고 남아있는 동료에게 업무량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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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또한 환자도 간호의 질에 불안을 가지게 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신규간호사를 채용, 교육하는데 많

은 비용이 요구되어 재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양질의 간호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된다(Liou, 2009). 

이직의도는 조직을 이탈하는 구성원에 대한 의도로서 실제 이직행동을 잘 설명하는 

변수이자 실제 이직간에 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der, 2001; 어

금숙, 2004). 이러한 이직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구성원의 이직을 예견하는데 중요하

며 이직의도가 높은 간호사의 증가는 실제 조직의 성장에 큰 장애이므로(어금숙, 

2004)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구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에 따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요인을 분석한 

결과, 25세 미만과 면허취득 1년 미만의 간호사는 근무로 인한 대인관계 및 여가생활

의 어려움, 40세 이상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였다. 또한 임상근무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19개 요소의 중요도 분석결과 휴가, 휴직 활용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는 등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늘 날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김종관, 2009) 직장선택에 있

어서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강우란, 2006) 일과 개인 생활

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관점이 아닌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직

의도 감소를 위해서는 일-생활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김정운, 2005). 

  직무만족은 개인이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해 효율적인 업무를 가능케 하고(이광자, 2011)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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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제시된다(Ellenbecker, Porell, Samia, 

Byleckie, & Milburn, 2008). 양질의 간호서비스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만족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송인숙 2007) 간호사가 자신

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면 업무 성과의 저하로 이어져 이직률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장인순, 2011).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련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박지혜, 2019; 박나경, 

2018; 박선민, 2015; 김미란, 2007; 어금숙, 2004)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여전히 

감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다. 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김미정, 2016; 이승수, 2013; 김주엽, 2009)가 있기는 하나,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

칙한 근무의 특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간호사 직종에 이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간호사의 일과 생활에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추후 간호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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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가 인지하는 일-생활의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일-생활의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3) 간호사의 일-생활의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이직의도 

 이론적 정의: 구성원이 현재의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사나 의도가 얼마나 

큰가를 의미한다(신유근,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obley(1982)가 개발하고 김미란(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일-생활 균형 

이론적 정의: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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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200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개발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직무만족 

이론적 정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개인이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백기복, 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lavitt(1978)이 개발하고 박정혜(200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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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이직의도 

 

이직이란 어느 조직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이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로서 

(Steers, 1982)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종결 

짓는 행위라고 정의한다(Mobley, 1982). 이직 의도는 이직행동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실제 이직행동을 잘 설명하는 변수로서 이에 대한 중재를 

통해 이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Brown & Peterson, 1993; Iverson, 

1992) 이직의도와 실제 이직 간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Shader, 

2001; 김미란, 2007).  

조직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더불어 조직을 이탈하려

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윤은자, 2013). 적극적인 이직관리를 통하

여 고용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직에 대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바

탕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직 후에도 조직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 조직홍보의 방법이 되며,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조영숙, 1998). 

하지만 대부분의 이직은 남아있는 구성원의 사기 저하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구성원간의 협동심, 역할 구분, 상호 지지적인 분위기 등이 저

해 받게 된다. 또한 신규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발생하게 되어 조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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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산성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영자, 1991; 

정재희, 1991). 

오늘 날,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간호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며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및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다양해 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또한 간호간

병 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 치매책임제 시행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간호사 수요는 급속한 증가를 보인다(보건복지

부, 2018). 하지만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다른 보건 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와 비교

하여 약 4배 정도 높고(보건복지부, 2017) 실제로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49.6%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높은 이직률은 

재직 간호사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비율을 증

가시킴에 따라 간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김가은, 2004).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선행변수인 이직의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일반적 특성, 직무관

련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부양책

임, 건강상태, 자녀 수(김진규, 2012; 어금숙, 2004; 김미란, 2007; 박선민, 2015; 강

기노, 2010; 김가은, 2004; 이영옥, 2016; 방병문, 2013)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된다.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근무경력, 직위, 급여, 근무형태, 근무부서, 승진경

험, 부서이동 경험, 월 야간근무 일수, 초과근무, 기대근무 연수(김진규, 2012; 김미란, 

2007; 박선민, 2015; 강기노, 2010; 김가은, 2004; 이영옥, 2016)가 간호사의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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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되는데 높은 직무만족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직무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이직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방병문, 2013; 손소영, 2014; 이은희, 2007; 박선민, 2015; 정희영, 2012).  

더불어 일-생활 균형은 국내 여러 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며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김미정, 

2016; 김주엽, 2011; 남기섭, 2017; 이요행, 2005). 특히나 일-생활 균형의 

하위요인인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은 이직의도와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남기섭, 2017; 완리, 2014). 하지만 국내에서의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이직의도에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간호사의 직장-

가정갈등과 이직의도를 탐구한 연구가(김경희, 2017) 있으나 이는 기혼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생활의 전반적 영역이 아닌 가정 생활에만 한정하여 연구의 제한을 보인다.    

이처럼 타 직종에서는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간호업무 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9 

 

2. 일-생활 균형 

 

1972년 국제 노동관계 컨퍼런스(International lab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노동환경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김유진, 2016). 

Robin(1989)은 이를 근로자의 욕구에 따라 근로자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며 근로자의 

만족감을 지원하고 증대시키는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정운, 2004). 

이후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Work-Life Balance 개념이 등장하였고 2000년대 영국에서 범국가적 일-

생활 균형 캠페인을 통해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었다(장영철, 김현정, 

Beatrice, Verma, & Moos, 2006).  

과거 산업사회는 경제적 활동인 일이 이루어지는 직장영역과 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개인의 취미 및 여가를 즐기는 사적 생활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이 두 

영역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Shumate, 2004).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삶에 

대한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전통적 접근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일과 생활간의 갈등이나 조화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가족, 동료, 조직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함에 따라 두 영역의 균형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김귀례, 2008; 김주엽, 박상언, & 지혜정, 2011). 

 초기에는 일-생활 균형을 삶의 각 영역에 동일한 수준의 관심, 시간을 할애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겼다(Greenhaus, 2003). 그러나 점차 삶의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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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중요도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양적인 균형이 아닌 

질적으로 배분한 것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Guest, 2002; Tausig, 

2001). 이와 같이 일-생활 균형(Work Life Balance)이란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2008).  

이와 관련한 연구 초기에는 일 이외의 영역을 가족 혹은 가정으로 한정하여 

복지학, 가정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여가생활, 자기개발,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의 전반적 영역으로 일-생활 균형을 보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게 되었다(Greenhaus et al., 2003; 

박예송 & 박지혜, 2013). 

Greenhaus(2003)는 일-생활 균형의 영역을 일, 가정, 여가생활, 자기개발, 

취미생활로 분류하였고 김정운(2008)은 일, 가정, 여가(여가 생활 및 건강), 

성장(교육 및 자기개발)의 4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김종관(2009)은 가정, 자신, 

놀이 및 여가영역으로 나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주요 영역을 가정, 성장, 여가로 전제하였다.  

첫 번째로 일-가정 영역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함께 일-생활 균형의 

주요한 영역이 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그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일-가정 영역의 균형이 개인, 조직,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유진, 2016). 두 번째, 성장 영역은 

Maslow(1954)욕구 단계에서도 최상위 단계로서 한 개인의 창조적이고 성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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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욕구가 이에 속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된다(박정열, & 손영미, 2005). 세 번째로 여가영역은 일과는 구별된 

삶의 영역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된다(김수경, 2017; 양지명, 2018).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 및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과 같은 조직 효과성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김미정, 2016). 즉 일과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저하와 함께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이직률 

증가를 초래한다(박정열 & 손영미, 2005; 박종찬, 2009; 이혜정 & 유규창, 2013). 

반면에 일과 생활의 균형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업무몰입을 높여 

직무만족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된다(전문혁, 

2012; 김미정, 2016).  

일-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특성, 근로 특성, 조직 

특성으로 분류된다(정미숙, 김현리, & 이윤정, 2017).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녀 수 및 부모 동거여부, 근로특성으로는 근로형태, 직장유형, 

평균임금, 고용형태, 평균 근로시간 등이었으며 조직특성으로는 자율성, 시간제근무, 

상사나 동료의 지원유무, 모성보호, 양육서비스가 있다(김유진, 2016; 이지혜, 2017; 

Camerino, 2010; 정미숙, 김현리, & 이윤정, 2017). 

특히 간호사에게 일-생활 균형은 일과 가정에서의 시간과 심리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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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간호 업무 만족 및 개인의 성장과 여가만족, 나아가 

가정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김수경, 2017)이며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Makabe, Takagai, 

Asanuma, Ohtomo, & Kimura, 2015). 김수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일-

생활 균형 정도는 총합 145점중 평균 81.56점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국내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한선영(2015)의 연구에서의 평균 

93.89점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간호사의 근무 특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과 생활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2014년 근로환경조사 원시 자료를 이차 분석한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성별, 건강상태,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무, 

근무유연성 등이 간호사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정미숙, 김현리, & 이윤정, 2017).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직위, 근무 부서,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부서이동 등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중요 요소로 

보고되었다(Makabe, Takagai, Asanuma, Ohtomo, & Kimura, 2015).  

그러나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이직의도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생활의 전반적 영역이 아닌 

가정 생활에만 제한하여 연구 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기혼 간호사로 한정되어 연구에 

제한을 보인다. (김한나 & 김정선, 2016; 현경순, 2014) 따라서 간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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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보다 유쾌하고 

충족된 삶을 바란다(신유근, 1982). 그러므로 직장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임을 

벗어나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조직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신유근, 1982).  

직무 만족이란 직무,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개인이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며(백기복, 2002) 인지(인식), 정서(감정), 그리고 

행위경향의 복합체라고 하였다(신유근, 1982).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므로 관찰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주관적 개념으로 간주된다. (이명희, 1997)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조직 전체, 작업환경, 직무내용, 

개인내용의 4가지 요인으로 나뉘는데 조직 전체요인으로는 급여와 승진기회, 

조직정책과 절차, 조직구조이며 작업환경 요인에는 감독유형, 작업집단의 규모, 

참여적 의사결정, 동료관계, 작업조건 등이다. 직무내용 요인으로는 직무범위,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근속기간, 개인적 특성이 

포함된다(신유근, 1991). Slavitt (1978)은 직무만족 요인으로 보수, 업무요구, 자율성, 

행정요구, 상호작용, 직업의 전문적 수준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보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이나 이익이며 자율성은 직무활동에서 욕구되는 일과 관련한 

독립성, 자유의 양을 말하고 업무 요구는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다. 또한 

행정요구는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에 의한 강요와 압박이며 상호작용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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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회 집단과의 접촉으로 존재하는 기회와 요구, 직업의 

전문적인 수준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일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과 가치를 의미한다.  

간호사가 조직 속에서 업무를 최적의 수준으로 수행하려면 직무만족이 높아야 

하며 이는 간호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Larson, 1984). 높은 직무 

만족은 사기를 높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직무에 만족한 개인은 업무를 계속하도록 

동기화되어 수행이 높아진다. 특히나 업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이직률 감소를 통한 간호 인력 관리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Brief, 1979; 윤종숙, 

2004). 많은 선행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직무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직장에 머물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한다(Price & Mueller, 

1981; 양애선, 2008; 어금숙, 2004; 김가은, 2004).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효율적인 간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으로 연령, 소득, 결혼 여부, 직위, 

총 근무 경력, 학력, 종교, 근무부서, 기대근무 연수, 초과근무시간 등을 

제시하며(김수진, 2009; 김향옥, 2004; 봉영숙, 2007; 박선민, 2015; 정일희, 2001; 

어금숙, 200; 이향련, 2009) 자율성, 전문성, 동료와 상급자와의 의사소통, 의사와의 

관계, 직무스트레스, 행정요구, 소진, 이직의도 등이 직무만족과 관련한 요소로 

제시되었다(박정혜, 2002; 방병문, 2013; 오의진, 2010; 어금숙, 2004; 이향련, 2009). 

특히나 20대 후반, 30대 연령의 간호사는 업무, 조직인사, 의료기관에 관한 

직무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바쁜 업무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중역할로 

스스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충족이 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남정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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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낮다고 보고된다(박선민, 2015; 

은종환, 2013). 이는 일-생활 균형과 관계되는데 타 직종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

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된다(김미정, 2016; 

이승수, 2013; 김주엽, 2009; 한선영, 2015). 직무만족을 이루지 못한 경우 좌절에 

도달하여 전이효과를 가져와 일 이외의 생활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며 

가정생활, 여가활동, 나아가 삶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신유근, 

1991). 그러나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전반적 영역이 아닌 일-가정균형으로 제한되어 연구에 한계를 보인다.  

이상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직무 만족이란 직무, 직무 경험에 대한 개인이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높은 직무 만족은 간호업무 생산성 증진 및 

이직의도의 감소를 가져와 간호의 질 향상과 조직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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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자료수집 당시에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며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근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신규간호사들이 근무부서에 따라 2-5개월의 수련기간 

이후에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부서에 

배치되기까지의 근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본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방법에 충분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유지하고 예측변수 14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필요한 대상자는 135명이다. 탈락율 

17%를 고려하여 목표 연구대상자 수는 162명이었다. 총 162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제출 7부와 결측 응답 10부를 제외한 총 145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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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95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31문항, 일과 

생활의 균형 29문항, 직무만족 29문항, 이직의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Mobley(1982)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란(2007)이 간호사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잔류의도를 

나타내는 4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김미란(2007)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2)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김정운, 박정열(2008)이 일-생활 균형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의 측정도구 29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일-가족의 

균형 8문항, 일-여가의 균형 8문항, 일-성장 균형 9문항, 전반적 평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최저 29점에서 최고 14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원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이 낮음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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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하여 각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수준이 높은 것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직종에 부합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

가족균형 영역의 2문항에서 회사라는 용어 대신, 병원으로 대체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이었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Slavitt(1978)이 개발하고 

박정혜(200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만족의 6가지 

요소인 보수 6문항, 전문성 5문항, 행정요구 8문항, 자율성 3문항, 업무요구 4문항, 

상호작용 3문항,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최저 

29점에서 최고 145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그 중 10문항은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정혜(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5이었다 

  

4)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결혼유무, 자녀유무, 가족과 

동반 거주 유무, 맞벌이 유무, 가사와 육아활동 소요시간, 부양가족 유무, 종교, 최종 

학력, 학위과정 병행여부, 여가활동 현황, 건강상태를 포함하였다.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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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는 직위, 경력, 근무부서, 부서이동 경험, 이직 경험, 승진 경험, 고용 형태, 

근무 형태, 월 평균 밤 근무 횟수, 월 평균 휴일 수, 초과 근무시간, 휴가 일수, 

지원제도 이용유무, 기대근무 연수를 포함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작하였으며, 간호부에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고 연구자가 직접 

대상 병동을 방문하여 연구 설명문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에게 연구 목적, 설문 응답 

방법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함께 연구 설명문, 답례품을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완성된 동의서 

한 부는 연구 대상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를 작성한 설문지와 함께 각각의 

별도로 마련된 봉투에 분리하여 넣어 밀봉된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함을 회수하였으며 총 162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제출 7부와 

결측 응답 10부를 제외한 총 145개의 설문지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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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의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2)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및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3)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및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와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의 세 변수와 연령 및 

기대근무 연수, 초과근무시간의 비율변수로 이루어진 특성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5)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SMC 2018-03-153, Y-2018-0098)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행사, 거부 시 어떤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음과 연구 자료의 사용 범위, 익명성 

보장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연구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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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 식별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설문지와 동의서에 

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대상자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전자 파일의 

경우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한 PC에서 관리하여 연구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보관기간 이 후에, 모든 자료는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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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30.97(±6.66)세이며 

20대가 58.6%로 가장 많고 30대이상이 41.4%이다. 성별은 여자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자는 7.6%였다. 교육 정도는 학사학위가 80%로 가장 많았고 

석사, 박사학위 과정 재학 및 수료자가 13.8%의 분포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는 

51%로 종교가 있는 경우 49%보다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67.6%로 기혼 

32.4%보다 많았다. 또한 동반 거주가 62.1%로 단독 거주 37.9%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부양책임이 없는 경우가 65%로 경제적 부양책임이 있는 경우 35%보다 

높았다. 기혼자 중 맞벌이가 95.7%로 홑벌이 4.3%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혼자의 일 

평균 가사 또는 육아 활동의 경우 근무 일에는 평균 152.98(±100.39)분이며 

휴일에는 420.64(±292.10)분으로 휴일에 일 평균 가사, 육아 활동 시간이 더 

많았다. 또한 기혼자의 가사, 또는 육아 활동이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0(±1.7)점을 보였다. (부록 5-1 참고) 자녀가 없는 

경우 71.7%였으며 15.9%는 자녀 1명, 12.4%는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고 있었다.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TV시청, 영화관람 등의 휴식적 여가활동이 

68.3%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활동의 신체적 여가활동이 15.2%, 독서, 전시회,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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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등의 지적 여가활동이 9.7%, 컴퓨터게임, 바둑 등의 오락적 여가활동이 4.1%, 

종교, 자원봉사의 정신적 여가활동이 2.8%순이었다. 여가활동은 친구 및 직장 동료, 

동호회원등과 함께 하는 경우가 40%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가 33.1%, 

혼자 하는 경우가 26.9%로 가장 낮았다. 일 평균 여가활동은 근무 일에는 

62.97(±97.04)분, 휴일의 경우 240.43(±162.27)분을 보였다. 여가활동시간의 

충분함은 7점 만점에 2.52(±1.47)점으로 충분치 않다가 54.5%, 보통이 33.1%, 

충분하다가 12.4%를 보였다.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57.2%, 나쁘다고 답한 

경우가 32.4%, 좋다고 답한 경우가 10.4%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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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Min~Max) 

   

Age(yr) ≤ 29 85 58.6 30.97±6.66 (23~49) 

 > 29 60 41.4  

   

Gender Male 11 7.6  

 Female 134 92.4  

   

Education Associate degree 9 6.2  

 Bachelor 116 80  

 Master or higher 20 13.8  

   

Marital status Single 98 67.6  

 Married 47 32.4  

   

Number of child None 104 71.7  

 1 23 15.9  

 2 18 12.4  

   

Religion In religion 71 49  

 No religion 74 51  

   

Living type With family, others 90 62.1  

 Alone 55 37.9  

   

Dependent liability Yes 51 35  

 No 9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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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 N=145 )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Min~Max) 

Leisure  Type  

activities    Resting 99 68.3  

 Physical 22 15.2  

 Intellectual 14 9.7  

 Entertainment 6 4.1  

 Mental 4 2.8  
  

 A person with whom  

 Family 48 33.1  

 Alone 39 26.9  

 Friend, 

Coworker, 

58 40.0  

 Social club  
  

 Daily average leisure 

time(min) 

 

 Working day≤60 106 73.1 62.97±97.04(0~60) 

                 > 60 39 26.9  

 Day off   ≤ 120 52 35.9 240.43±162.27(90~570) 

             > 120 93 64.1  
   

 Enough leisure time   2.52±1.47 (0~6) 

 Not enough 79 54.5  

  Normal 48 33.1  

 Enough 18 12.4  
  

Health status Very good /Good 15 10.4  

 Normal 83 57.2  

 Very bad/Bad   47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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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1.7%, 

선임간호사 이상이 28.3%를 보였으며, 근무 부서의 경우 병동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26.2%, 외래 및 기타 18.6%, 응급실 14.5%, 수술실 

8.3%순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5년 초과가 44.8%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하가 

29.7%, 3년 초과에서 5년 이하가 25.5%를 보였다. 현 부서에서의 임상경력은 

3년이하가 53.8%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는 21.4%였다. 향후 간호사로서 얼마나 

더 근무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평균 75.36(±72.49)개월이었다. 부서이동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55.2%였으며 44.8%는 부서이동 경험이 있었다. 타 직장으로의 

이직경험은 82.1%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승진을 경험한 간호사는 34.5%로 65.5%는 

승진을 경험하지 못했다. 고용형태로는 95.9%가 정규직이었으며 4.1%만이 계약직 

근무였다. 근무형태로는 3교대와 2,3교대 근무의 혼합은 74.5%였으며 상근직 근무 

22.1%, 2교대 근무는 3.4%순이었다. 병원의 휴직, 돌봄 지원 등의 복지제도 이용 

경험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42.8%가 이용한 경험이 있고 57.2%가 이용경험이 없었다.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밤 근무 횟수는 7개 이하가 76.6%, 7개 초과는 23.4%이고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휴일 개수는 8일 이하가 26.2%, 8일 초과는 73.8%이다. 지난 

2주간 총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5.24(±6.06)시간이었으며 지난 1년간 가장 길었던 

휴가 일수는 평균 5.77(±2.0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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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SD(Min~Max)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104 71.7  

 Over charge nurse 41 28.3  
   

Clinical experience(yr) ≤ 3 43 29.7  

 3< ~ ≤ 5 37 25.5  

 >5 65 44.8  

Department Ward  47 32.4  

 ICU 38 26.2  

 Emergency 21 14.5  

 Operating 12 8.3  

 Outpatient, etc. 27 18.6  

Current department  ≤ 3 78 53.8  

experience (yr) 3< ~ ≤ 5 36 24.8  

 >5 31 21.4  

Expected term of  ≤3 67 46.2  75.36±72.49(0~360) 

employment(mon) >3 78 53.8  

Movement of department Yes 65 44.8  

 No 80 55.2  

Change jobs Yes 26 17.9  

 No 119 82.1  

Get a promotion Yes 50 34.5  

 No 95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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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continued)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Min~Max) 

Employment type Permanent position 139 95.9  

 Temporary position 6 4.1  

   

Working type 3 shift rotation or 

mix of 3 shifts and 2 

shifts 

108 74.5  

 2 shift rotation only 5 3.4  

 Day shift 32 22.1  

   

Experience of  Yes 62 42.8  

welfare system No 83 57.2  

   

Monthly avg. night shifts ≤ 7 111 76.6  

 >7 34 23.4  

   

Monthly avg. holiday ≤ 8 38 26.2  

 >8 107 73.8  

   

Period on vacation(days) ≤ 5 64 44.1     5.77±2.03(0~14)  

 >5 81 55.9  

   

Overtime ≤ 5 99 68.3 5.24±6.06(0~30) 

(hours/2 weeks) >5 4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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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 의도 

대상자의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 의도의 분포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생활 균형은 전체 평균 77.61(±20.59)점을 보였으며 문항별 평균은 

2.68(±1.19)점이다. 하위영역별로는 일-가정균형이 평균 3.14(±1.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성장 균형 2.56(±1.24)점, 일-여가 균형 2.55(±1.04)점, 전반적 평가 

2.27(±1.07)점이다. 직무만족은 전체 평균 80.68(±11.56)점, 문항별 평균은 

2.72(±0.95)점으로 각 하위영역별로는 상호작용이 3.49(±0.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요구가 2.52(±0.91)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수 2.57(±0.84), 전문적 수준 

2.62(±0.97), 행정요구 2.62(±0.93), 자율성 3.30(±0.90), 업무요구 

2.52(±0.91)점이다. 이직의도의 경우 전체 평균 19.82(±4.22)점, 문항별 평균은 

3.30(±1.07)점을 보였다.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의 4가지 하위영역별 문항의 평균 값을 살펴보면 일-가정 

균형의 하위 영역별 문항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이 “병원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3.88±1.05)였는데 이는 역환산 문항이므로 병원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적음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2.21±1.03)로 이 또한 역환산 

문항이므로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여가균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3.36±1.18) 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2.10±0.96)이다. 두 문항 모두 역환산 문항이므로 

주말이 재미있고 무료하지 않음을, 또한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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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일-성장균형에서는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2.86±1.10)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역환산 문항이므로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을 

의미한다.“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2.30±0.97)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역환산 문항으로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평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2.50±1.00)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1.91±1.05)이다. 두 문항 모두 

역환산 문항이므로 각각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음을, 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부록 1 참고) 

간호사의 직무만족 6가지 하위영역별 문항의 평균 값을 살펴보면 보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급여정책에 공정성이 부족하다”(2.86±0.72)로 

역환산 문항이므로 급여정책에 공정성이 부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간호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기 위해 병원 급여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2.23±0.83)로 역환산 문항이므로 적절한 급여를 받기 위해 병원 

급여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3.15±0.86)이고 “나는 다시 직업을 갖는다 해도 이 직업을 가질 

것이다”(2.10±0.96)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행정요구 영역에서는 “나의 

업무는 조직적으로 되어있다”(3.05±0.86)가 가장 높고 “병원의 정책을 계획 또는 

수행 시 나의 의견을 반영한다”(2.21±0.85)가 가장 낮았다. 자율성 영역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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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나는 때때로 나의 전문적 판단과 반대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받는다”(3.37±0.87)이며 “상사들로부터 지시사항이 일치되지 않아 업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3.22±0.87)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두 문항 모두 

역환산 문항이므로 때때로 나의 전문적 판단과 반대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받지 

않음을, 상사의 지시사항이 일치되지 않아 업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함을 나타낸다.  

업무요구 영역에서는 “간호제공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동료나 타 전문직 

종사자와 의논할 기회가 많다”(2.97±0.8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의 

업무 시간은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적당하다” (2.33±0.87)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우리 

간호사들은 엄격한 직급구분으로 다른 직종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3.85±0.85)이나 역환산 문항이므로 다른 직종의 사람과 잘 어울림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내가 일하는 간호단위(병동)에서는 

수간호사나 진료보조원의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3.21±0.87) 이다. (부록 2 참고)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의 문항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나는 종종 병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4.01±0.86)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만일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병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2.88±1.00) 이다.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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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N =145)  

Variables Domain 
Total Score   Item Score(1~5) 

M±SD   M±SD 

Work-life balance a 77.61±20.59 2.68±1.19    

     Work-Family 25.09±5.93 3.14±1.24 

     Work-Development 22.94±7.20 2.56±1.24 

     Work-Leisure 20.51±7.29 2.55±1.04 

 General evaluation 9.08±3.62 2.27±1.07 
  

Job satisfaction b 80.68±11.56 2.72±0.95 

     Pay 15.42±3.16 2.57±0.84 

     Professionalism 13.35±3.04 2.62±0.97 

     Administrative requirement 20.99±4.52 2.62±0.93 

     Autonomy at work 9.62±2.14 3.30±0.90 

     Work requirement 10.52±2.26 2.52±0.91 

     Interaction 10.48±1.80 3.49±0.88 
   

Turnover intention c 19.82±4.22 3.30±1.07 

Note. a,b: Range (29~145), c: Range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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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의 종류(F=2.581, p=.040),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대상(F=5.520, p=.005), 근무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t=-3.081, p=.002),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32.794, p=<.001), 건강상태(F=29.92, p<.001)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직무만족의 경우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5.408, p=.005)와  건강상태 

(F=5.925, p=.003)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활동의 충분함이 불충분한 

경우보다 보통인 경우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한 

경우보다 보통이라고 인지한 경우 직무만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Table 6에서 살펴보듯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t=2.027, p=.045), 성별 (t=2.655, p=.009), 결혼 

유무(t=0.061, p=.027), 자녀 수(F=3.640, p=.029), 건강상태(F=7.778, p=.001) 

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 정도, 

종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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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difference of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Work-life balance 

M±SD t/ F(p) 

Age ≤ 29 80.15±20.61 1.781(.077) 

 > 29 74.02±20.17  

Gender Male 87.73±24.98 -1.706(.090) 

 Female 76.78±20.06  

Marriage  Unmarried 79.72±20.59 1.796(.075) 

 Married 73.21±20.09  

Leisure activities    

Type Physical 87.68±20.34 2.581(.040) 

 Intellectual 81.14±20.60  

 Mental 73.75±12.58  

 Resting 75.98±20.52  

 Entertainment 62.00±13.34  

A person Alone a 77.10±19.94 5.520(.005) 

with whom Family b 70.73±17.20 b<c† 

 Friend, Coworker or Club c 83.66±22.01  

Daily average leisure time   

Working day ≤ 60 74.51±19.04 -3.081(.002)  

 >60 86.05±22.46  

Day off ≤ 120 72.46±21.90 -0.600(.550) 

 >120 80.49±19.34  

Enough leisure Not enough a 68.81±15.01 32.794(<.001) 

time Normal b 82.40±16.37 a<b†, a,b<c† 

 Enough c 103.50±25.85  

Health status Very good/Good 105.40±29.9 29.92(<.001) 

 Normal  79.16±15.59  

 Very bad/Bad 66.02±15.11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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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atisfaction 

    M±SD   t/ F(p) 

Age ≤ 29 81.12±20.61 0.546(.586) 

 > 29 80.05±12.42  

Gender Male 86.91±9.10 -1.876(.063) 

 Female 80.16±11.62  

Marriage  Unmarried 80.95±10.46 0.409(.683) 

 Married 80.10±13.69  

Leisure activities   

Type Physical 79.59±13.13 0.079(.989) 

 Intellectual 81.36±10.49  

 Mental 80.75±16.68  

 Resting 80.73±11.57  

 Entertainment 82.00±6.57  

A person Alone 81.33±10.10 1.016(.365) 

with whom  Family 78.75±13.14  

 Friend, Coworker or Club 81.83±11.08  

Daily average leisure time  

Working day ≤ 60 79.86±10.67 -1.408(.161) 

 >60 82.90±13.61  

Day off ≤ 120 79.90±10.66 -0.657(.550) 

 >120 81.11±12.08  

Enough leisure Not enough a 77.87±10.76 5.408(.005) 

 time Normal b 84.02±10.96 a<b† 

 Enough c 84.06±13.74  

Health status Very good/Good a 82.53±16.63 5.925(.003) 

 Normal b 83.11±9.80 c<b† 

 Very bad/Bad c 76.11±11.46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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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 differenc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urnover intention 

M±SD t/ F(p) 

Age ≤ 29 20.41±3.72 2.027(.045) 

 > 29 18.98±4.75  

Gender Male 16.63±3.10 2.655(.009) 

 Female 20.08±4.20  

Marriage  Unmarried 20.36±3.82 0.061(.027) 

 Married 18.70±4.81  

Living type Alone 20.22±3.96 0.885(.378) 

 With family, Others 19.58±4.38  

Dependent liability Yes 19.21±4.58 -1.273(.205) 

 No 20.15±4.00  

Number of child None 20.39±4.00 3.640(.029) 

 1 18.65±4.69  

 2 18.00±4.49  

Leisure activities Physical 19.18±4.91 0.355(0.840) 

Type Intellectual 19.07±5.65  

 Mental 20.50±4.80  

 Resting 20.00±3.81  

 Entertainment 20.67±5.20  

A person Alone 20.15±4.00 0.209(0.812) 

with whom Family 19.56±5.01  

 Friend, Coworker or Club 19.81±3.70  

Daily average leisure time  

Working day ≤ 60 19.93±4.28 0.531(.596) 

 >60 19.51±4.10  

Day off ≤ 120 19.52±4.92 -0.596(.553) 

 >120 19.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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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 differenc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urnover intention 

  M±SD   t/ F(p) 

Enough leisure Not enough 20.29±4.34 1.124(.328) 

time Normal 19.35±3.98  

 enough 19.00±4.31  

Health status Very good/Good a 18.27±4.57 7.778(0.001) 

 Normal b 19.04±4.10 a,b<c† 

 Very bad/Bad c 21.70±3.75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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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먼저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근무 부서(F=2.947, p=.022), 기대근무 연수(t=-2.224, p=.028) 고용 형태(t=-

4.369, p<.001), 근무 형태(F=3.396, p=.036), 월 평균 밤근무 개수(t=2.439, 

p=.017), 초과 근무 시간(t=3.748, p<.001)이다. 기대 근무 연수가 3년 이하인 

집단보다 3년 초과 집단에서 일-생활 균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상근직이 2교대보다 일-생활 균형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밤근무 

개수가 7개 이하인 경우보다 7개 초과인 경우, 지난 2주간 총 초과근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보다 5시간 초과인 경우 일-생활균형이 유의하게 낮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Table 8에서처럼 기대근무 연수(t=-2.269, p=.025), 초과근무시간(t=2.093, p 

=.038)이었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대근무 연수(t=4.783, p=<.001),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 유무(t=2.589, 

p=.011)임을 Table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 복지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기대근무 연수였으며 초과근무시간도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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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 difference of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Work-life balance 

  M±SD    t/ F(p)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79.06±20.91 1.349(.179) 

 Over charge nurse 73.95±19.51  

Clinical experience ≤ 3 80.91±19.09 1.169(.314) 

 3< ~ ≤ 5 78.59±22.96  

 >5 74.88±20.59  

Department Emergency 84.76±22.78 2.947(.022) 

 ICU 80.13±21.78  

 Operating 71.00±20.00  

 Ward 70.94±15.34  

 Outpatient, etc. 83.07±22.50  

Expected term of 

employment(yr) 

≤ 3 73.57±18.07 -2.224(.028) 

>3 81.09±22.05  

Employment type Permanent position 76.15±19.46 -4.369(<.001) 

 Temporary position 111.50±17.84  

Working type 3-shift rotation, Mix of 

3 shifts and 2 shifts a 

77.36±19.77 3.396(.036) 

 2-shift rotation b 56.60±14.06 b<c† 

 Day shift c 81.90±22.55  

Number of night 

duty(month) 

≤ 7 78.52±21.61 2.439(.017) 

>7 70.79±10.59  

Overtime 

(hours/2 weeks) 

≤ 5 81.25±22.06 3.748(<.001) 

>5 69.78±14.31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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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atisfaction 

    M±SD     t/ F(p)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80.28±11.55 -0.657(.512) 

 Over charge nurse 81.68±11.68  

Clinical experience ≤ 3 82.35±9.45 0.672(.512) 

 3< ~ ≤ 5 79.57±11.35  

 >5 80.20±12.92  

Department Emergency 83.29±9.68 0.715(.583) 

 Ward 80.00±11.18  

 ICU 79.53±12.92  

 Operating 78.17±8.88  

 Outpatient, etc. 82.56±12.73  

Expected term of 

employment(yr) 

≤ 3 78.36±11.30 -2.269(.025) 

>3 82.67±11.50  

Employment type Permanent position 80.41±11.59 -1.336(.184) 

 Temporary position 86.83±9.79  

Working type 3-shift rotation, Mix of 

3 shifts and 2 shifts 

80.44±11.39 1.727(.182) 

 2-shift rotation 72.80±11.87  

 Day shift 82.81±11.56  

Number of night 

duty(month) 

≤ 7 81.05±11.24 1.464(.146) 

>7 77.21±11.84  

Overtime 

(hours/2 weeks) 

≤ 5 82.03±11.05 2.093(.038) 

>5 77.76±12.22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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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 differenc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N= 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Turnover intention 

   M±SD t/ F(p) 

Clinical position Staff nurse 20.15±3.88 1.519(.131) 

 Over charge nurse 18.98±4,94  

Clinical experience ≤ 3 20.00±3.74 1.738(.180) 

 3< ~ ≤ 5 20.76±3.67  

 >5 19.16±4.74  

Department Operating  21.42±4.81 1.307(.270) 

 Ward 20.19±4.35  

 ICU 20.13±4.09  

 Emergency 19.10±3.73  

 Outpatient, etc. 18.60±4.18  

Expected term of 

employment(yr) 

≤ 3 21.51±3.87 4.783(<.001) 

>3 18.37±4.00  

Employment type Permanent position 19.79±4.29 -0.401(.689) 

 Temporary position 20.50±2.43  

Working type 3-shift rotation, Mix of 

3 shifts and 2 shifts 

19.97±4.12 2.019(.137) 

 2-shift rotation 22.60±4.22  

 Day shift 18.84±4.44  

Experience of Yes 18.80±4.33 2.589(0.011) 

welfare system No 20.59±4.00  

Number of night 

duty(month) 

≤ 7 19.72±4.24 -1.932(.056) 

>7 21.54±3.41  

Overtime 

(hours/2 weeks) 

≤ 5 19.47±4.12 -1.495(.137) 

>5 20.59±4.48  

Note. †: Scheff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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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연령, 기대 근무 연수, 

초과근무시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10 과 같고 각 변수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부록 4 와 같다.  

일-생활 균형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53, p<.001)를 보이는데 

일-생활 균형의 모든 하부영역, 일-가정균형(r=-.227, p=.006), 일-

성장균형(r=-.391, p<.001), 일-여가균형(r=-.280, p<.001), 전반적 

평가(r=-.291, p <.001)에서 모두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일-

생활 균형이 증가하면 이직의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r=-.620, p<.001) 직무만족이 증가하면 이직의도가 감소하였다. 

직무만족의 모든 영역, 즉 보수(r=-.475, p <.001), 전문적 수준(r=-.609, p <.001), 

행정요구(r=-.480, p<.001), 자율성(r=-.238, p=.004), 업무요구(r=-.379, 

p<.001), 상호작용(r=-.191, p =.021)에서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령(r=-.238, p=.004)과 기대되는 근무 연수(r=-.259, p=.002)도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연령과 기대되는 근무 연수가 증가하면 

이직의도는 감소하였다. 초과근무 시간은 이직의도(r=.191, p=<.02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일-생활균형(r=-.321, p=<.001), 직무만족(r=-.185, p=.026)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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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초과근무 시간이 증가하면 이직의도는 증가하며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은 감소하였다.  

일-생활균형과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11, p 

<.001). 구체적으로 일-생활균형의 하부 영역인 일-가정균형(r= .312, p<.001), 

일-성장균형(r= .315, p<.001), 일-여가균형(r=.195 . p=.019), 전반적 

평가(r=0.238, p=004) 모두에서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하부영역 중 전문적 수준(r=.286, p <.001), 자율성(r=.252, p=.002), 

업무요구(r=.416, p<.001)가 일-생활 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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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rrelation between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N= 145) 

 

Variables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Turnover intention   

2. Work-life balance -.353

(<.001)

  

3. Job satisfaction -.620

(<.001)

.311

(<.001)

  

4. Age -.238

(.004)

-.151

(.070)

-.08

(.920)

  

5. Expected term of 

  employment(month) 

-.259

(.002)

.143

(.085)

.161

(.053)

.276 

(.001) 

 

6. Overtime  

(hours/2weeks) 

.191

(.021)

-.321

(<.001)

-.185

(.026)

.031 

(.708) 

-.139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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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 특성,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입력방법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 이직의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결혼 유무, 자녀 수, 건강상태)과 직무관련 특성(총 임상경력, 

기대근무 연수, 초과근무 시간,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 유무),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범주형 변수들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나이, 기대근무 연수, 초과근무시간은 그룹간 비교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및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p)이 더 높게 

나타나 회귀모형에는 비율변수 형태로 포함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독립성과 등분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규 P-P 곡선과 잔차산점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었고 개별 잔차들의 독립성 및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나이와 총 임상 경력의 VIF 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총 임상 

경력을 제외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총 임상경력을 제외하여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이직의도의 분산팽창인자는 

1.073~4.838 로 모두 10 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2.072 로 독립변수들간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분석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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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정된 회귀모형은 47.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11.798, 

p=<.001 ) 다중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

2.316, t=-2.324, p=.022), 일-생활균형(β=-0.035, t=-2.122, p=0.036), 

직무만족(β=-0.183, t=-7.248, p=<.001)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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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Factors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 N= 145 ) 

Variables Categories     β   SE   t    p VIF 

Age(year)  -.106 0.065 -1.629 .106 2.806 

   

Gender Male -2.316 0.997 -2.324 .022 1.073 

(ref: female)    
   

Marriage Yes -0.745 1.214 -0.614 .541 4.838 

(ref: no)    
   

Number of child   

(ref: none) 1 0.018 1.410 0.013 .990 4.084 

 Over 2 -0.662 1.531 -0.432 .666 3.543 
   

Health status   

(ref: good) Bad 0.566 1.175 0.482 .631 4.534 

 Normal -0.288 1.009 -0.286 .775 3.775 
   

Expected term of employment 

(yr) 

-0.005 0.004 -1.299 .196 1.198 

   

Experience of welfare system   

(ref: no) Yes -0.226 0.649 -0.349 .728 1.563 
   

Overtime  0.000 0.047 0.007 .995 1.231 
   

Job satisfaction -0.183 0.025 -7.248 <.001 1.282 
   

Work-life balance -0.035 0.017 -2.122 0.036 1.762 

  F(p )= 11.798(<.001)   

  R2 = 0.521   

  Adj R2= 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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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 정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생활균형 정도는 총합 평균이 77.61(±20.59)점으로 

동일한 연구 도구를 이용한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선영, 2015)의 93.89 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일-

가정균형이 3.14(±1.24)점, 일-성장 균형 2.56(±1.24)점, 일-여가 균형 

2.55(±1.04)점인데 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비서직종(유은혜, 2015)의 일-

가정균형3.20(±0.8)점, 일-성장균형2.93(±0.85)점, 일-여가균형3.36(±0.89)점보다도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여러 업종의 교대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지혜(2016)의 일-가정균형 3.29(±0.6)점, 일-성장균형 2.92(±0.82)점, 일-

여가균형 2.89(±0.8)점과 비교하여도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 타 직종과 

비교하여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하위영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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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여가 균형이 2.55(±1.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정 시간대에 

참석해야 하는 각종 모임, 동호회 등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근무 후에 여가활동을 유지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광역시에 소재한 2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수경, 2017)에서의 일-생활 균형 총점 81.56 점보다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가 더 높고, 보다 많은 환자를 접하기에 업무시간 동안의 에너지 소진 정도가 

높아 일상생활에서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의 종류,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대상, 근무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 건강상태였으며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 

부서, 기대근무 연수, 고용 형태, 근무 형태, 월 평균 밤근무 개수, 초과 근무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건강상태,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무, 

근무유연성을 간호사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정미숙(2017)의 연구와 결혼여부, 직위, 근무 부서,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부서이동을 중요 요소로 보고한 Makabe(2015)의 연구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근무형태 및 월 평균 밤근무 개수는 일-생활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근직에 비해 2 교대 근무자가, 월 평균 밤근무 개수 7 개 이하 근무자보다 

7 개 초과 근무자가 일-생활 균형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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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정미숙, 201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밤 근무를 적게 할수록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형태 다양화가 필요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활용한 야간근무 부담 완화와 

야간근무 간호사의 추가 수당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상태 또한 일-생활균형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일-생활균형이 높으며 이는 간호사의 일-생활균형에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정미숙, 2017)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조직에서는 간호사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유진(2016)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일-생활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성이 92.4%, 남성이 7.6%를 차지하여 

남녀 대상자 수의 차이에 따른 한계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전체 평균 80.68(±11.56)점이었고 문항별 

평균 점수는 2.72(±0.95)점으로 동일한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분석한 선행연구(박정혜, 2002; 공유경, 201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업무요구가 2.52(±0.91)점으로 가장 낮아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유경, 2014; 양애선, 2008). 이는 환자 간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각종 기록 및 서류 작성 등의 다양한 

사무적 업무와 여러 필수교육 등으로 인해 업무의 요구도가 많아짐에 따라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던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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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안은미, 2013; 장현숙, 2009; 이성자,2001)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보상이 높으면 직무만족이 높은 것(김순현, 2005)을 고려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보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근로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 

건강상태, 직무관련특성에서는 기대근무 연수, 초과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근무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직위, 기대근무 연수를 

직무만족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공유경(2015)의 연구와 연령, 결혼여부, 종교, 학력, 

임상경력, 현 근무지 경력, 직위를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김수진(2009)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선행연구(박선민, 2015; 은종환,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근로시간이 감소 할수록 직무만족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 조직차원에서도 

초과근무를 줄이고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18)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의 

취약지역 확대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간호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이직의도 전체 평균은 19.82(±4.22)점, 문항별 평균 점수는 

5 점 만점에 3.30(±1.07)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연구 도구를 이용한 P 광역시의 

P 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박나경, 2018)의 이직의도 3.17(±0.42)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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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며 G 광역시의 300 병상 미만의 9 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기혼간호사(문지선, 2013)의 이직의도 2.55(±0.52)점, B 시와 G 시에 소재한 13 곳의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3.14(±7.28)점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이므로 환자의 중증도가 비교적 높고 많은 업무량 

및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직의도는 일반적 특성의 연령, 성별, 결혼유무, 자녀 수, 건강상태와 직무관련 

특성의 기대근무 연수,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 유무와 비율변수 형태의 

초과근무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30 대 이상 보다 

20 대의 집단, 남자보다 여자가, 기혼보다 미혼이, 자녀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이, 기대근무 연수가 3 년 이하의 경우, 병원의 복지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서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부양책임, 건강상태, 자녀 수(김진규, 2012; 어금숙, 

2004; 김미란, 2007; 박선민, 2015; 강기노, 2010; 김가은, 2004; 이영옥, 2016; 

방병문, 2013)와 직무관련 특성의 근무경력, 직위, 급여, 근무형태, 근무부서, 

승진경험, 부서이동 경험, 월 야간근무 일수, 초과근무, 기대근무 연수(김진규, 2012; 

김미란, 2007; 박선민, 2015; 강기노, 2010; 김가은, 2004; 이영옥, 2016)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령의 경우 이직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0 대 이상인 간호사보다 20 대의 

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더 높았다. 이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 

다른 선행연구(박선민, 2015; 김미란, 2007; 어금숙, 2004; 강기노, 2010)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이가 많은 간호사 일수록 주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할 확률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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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익숙하며, 밤근무 횟수가 줄어들어 규칙적인 근무시간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강기노, 2010).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활동력이 가장 높고 각 부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젊은 간호사 집단은 조직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보다 미혼이 이직의도가 더 유의하게 높았는데 다른 

선행연구(어금숙, 2004; 김미란, 2007; 박선민, 201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미혼 간호사가 기혼 간호사에 비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재취업에 

대한 이동이 자유스럽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박선민, 2015). 또한 미혼 간호사의 경우 

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기혼 간호사 보다 적게 받고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문현숙, 2018; 박선민, 2015).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일-생활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생활균형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박연준, 2016; 김진숙, 2018; 김은영, 2014).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선행연구(어금숙, 2004; 이승수, 2013; 양애선, 

2008)와 같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직무만족의 모든 영역, 즉 보수, 

전문적 수준, 행정요구,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에서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생활균형과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정(2016)의 연구와 강사를 대상으로 한 

김주엽(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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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과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 일-생활 균형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에 비하여 여자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러 연구(박선민, 2015; 김미란, 2007; 박지혜, 2019) 에서 성별이 이직의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의 일차적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는 기대가 높고, 연구 대상자 중 77.9%가 

교대근무자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역할 부담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아(정미숙, 2017) 이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7.6%로 절대적인 차이 비교를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직의도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일-생활 균형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직무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전문혁, 2012; 김미정, 2016).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가치를 고려한 질적 배분이라고 

하나(Guest, 2002; Tausig, 2001), 하루는 24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생활영역의 절대적 비율이 감소되어 이와 같은 

양적, 질적 배분이 모두 어렵게 된다. 즉,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간호사의 소진이 

높아지고 직장 외 영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일-생활 

균형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과 근무시간이 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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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지되었다(Makabe, Takagai, 

Asanuma, Ohtomo, & Kimura, 2015; 정미숙, 김현리, & 이윤정, 2017; 이지혜, 

2017). 따라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일-생활의 균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8 년 

7 월 1 일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법정근로 40 시간과 

연장근로 1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지만 보건업은 

법에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초과근무시간을 방지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18)는 간호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고 과중한 3 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로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근무형태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데 주당 근무시간의 100%(40 시간/주), 80%(36 시간/주), 50%(20 시간/주), 

근무형태로는 8시간 교대, 10시간 교대, 12시간 교대 등 다양한 근무제도가 존재하여 

교대근무 형태와 일할 시간(%)을 사전 선택 할 수 있다. 그 결과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15%정도만이 비 활동간호사로서,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면허소지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약 49.6%만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과 함께 밤근무 전담 간호사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밤근무 전담제도 활성화 및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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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차원에서의 가족친화제도와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인지는 일-생활 및 일- 

가족 균형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다(이효정, 2018; 최성일, 2007; 장예지, 2007). 이는 본 연구에서도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유무에 따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족친화적 정책은 남녀 근로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훈련 및 기업문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탄력근무제,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수준이 높고 제도의 이용이 

활발할수록 근로자의 일-생활이 조화롭고 직무만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아진다(최성일, 2007). 따라서 조직차원에서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기혼 여성 

47 명을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 중 가사, 육아에 평균 참여시간이 높을 수록, 가사, 

육아가 일 생활균형에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인지할 수록 일-생활균형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정미숙, 2017)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생애주기에 있을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역할 

부담이 상충하기에 일-생활 균형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가족친화적인 

조직 분위기가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지지가 많이 제공될수록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장영은, 2011; 박정열, 2016; 정서린, 2016)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다양한 가족지원제도가 요구되며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2013)에 따르면 6 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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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일-생활균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인력부족(24.2%), 불규칙한 

근무패턴(17.4%) 다음으로 보육시설 부족(16.1%)이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기 및 

가족 돌봄 필요에 의한 유연 근무제도, 24 시간 운영되는 직장 보육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가활동의 참여는 일-생활균형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킨다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는데(이효정, 2018; 이문원, 2017; 안병훈, 2008) 본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의 참여시간과 충분함은 일-생활 균형에, 여가활동시간의 충분함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여가활동시간은 근무 일의 경우 

62.97(±97.04)분, 휴일은 240.43(±162.27)분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년 만 

15 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근무일 3.1 시간, 휴일 5 시간보다 월등히 낮았다. 

여가활동 충분함 정도에서도 통계청(2017) 발표가 7 점 만점을 기준으로 근무일 

4.5 점, 휴일이 4.9 점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2.52(±1.47)점으로 크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대근무로 인해 일정한 시간에 여가활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여가활동의 만족도 및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대상이 친구, 직장동료, 

동호회인 경우 일-생활 균형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는 불규칙한 근무로 인하여 

정기적인 모임참여가 어려우므로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다양한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일하는 병원조직 

내에서의 동호회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Brief, 

1979; 윤종숙, 2004; Price & Mueller, 1981; 양애선, 2008; 어금숙, 2004)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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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직무만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은 업무요구이고 “나의 

업무시간은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적당하다”가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요구 영역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김유경, 2014;  

양애선, 2008)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로 환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작성이나 보고서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요구되어 전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은 감소하여 직무만족을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정책과 관련한 의료기관 인증제, 국제의료기관 평가의 많은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적 업무량 증가와 함께 초과근무가 늘어나고,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김선미, 2012; 

박정미, 2015; 김미자, 2014). 이와 더불어 병원조직 내에서의 근무 시간 외 필수 

교육의 참석과 다양한 질 향상 활동의 참여 등도 간호사의 업무요구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및 행정요구를 낮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조직 내의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간소화,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경우 불규칙한 근무와 많은 업무량으로 다른 직종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 호소 및 건강증진행위 이행 정도가 낮아짐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안영은, 2018; 박애순, 2011). 본 연구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Wilkins(2009)에 따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간호사들의 직무불만족 감소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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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므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간호사의 

인지를 높여 건강증진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특별시 3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중 남성의 비율은 7.6%로, 국내의 전체 간호사 375,245 명 중 남자 

간호사가 3.37%(12,676 명)인 비율인 것에 비해 많기는 하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 수에 한계를 보이므로 남자간호사의 일-생활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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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 년 11 월부터 12 월까지로 서울에 소재한 3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경력 1 년이상의 간호사 162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미제출 7 부와 결측 응답 10 부를 제외한 총 145 개의 설문지 자료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생활균형은 전체 평균 77.61(±20.59)점, 문항별 평균은 5 점 만점에 평균 

2.68(±1.19)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일-가정균형이 평균 3.14(±1.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성장 균형 2.56(±1.24)점, 일-여가 균형 2.55(±1.04), 

전반적 평가 2.27(±1.07)점 순이었다. 직무만족은 전체 평균 

80.68(±11.56)점, 문항별 평균은 5 점 만점에 2.72(±0.95)점이었다. 각 

하위영역별로는 상호작용이 3.49(±0.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요구가 

2.52(±0.91)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수 2.57(±0.84), 전문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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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97), 행정요구 2.62(±0.93), 자율성 3.30(±0.90)점이다. 

이직의도의 경우 전체 평균 19.82(±4.22)점, 문항별 평균은 

3.30(±1.07)점을 보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일-생활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의 종류(F=2.581, p=.040)과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대상(F=5.520, p=.005), 근무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t=-3.081, 

p=.002),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32.794, p=<.001), 건강상태(F=29.92, 

p<.001)였다. 기혼자 47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휴일에 일 평균 가사 또는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r=-0.291, p=.047), 가사 또는 육아 활동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정도(r=-0.335, p =.021)가 있었다.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근무 부서(F=2.947, 

p=.022), 기대근무 연수(t=-2.224, p=.028) 고용 형태(t=-4.369, p<.001), 

근무 형태(F=3.396, p=.036), 월 평균 밤근무 개수(t=2.439, p=.017), 초과 

근무 시간(t=3.748, 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가활동의 충분함 정도(F=5.408, p=.005)와  건강상태 (F=5.925, p=.003),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기대근무 연수(t=-2.269, p=.025), 

초과근무시간(t=2.093, p =.038)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이직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t=2.027, p=.045), 성별 (t=2.655 , p=.009), 결혼 유무(t=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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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7), 자녀 수(F=3.640, p=.029), 건강상태(F=7.778, p=.001)였으며 

직무관련 특성에서는 기대근무 연수(t=4.783, p=<.001), 병원의 복지제도 이용 

유무(t=2.589, p=.01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일-생활균형,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일-

생활균형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r=.311, p <.001), 일-

생활균형(r=-.353, p<.001)과 직무만족(r=-.620, p<.001)은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β=-2.316, t=-2.324, p=.022), 

일-생활균형(β=-0.035, t=-2.122, p=0.036), 직무만족(β=-0.183, t=-

7.248, p=<.001)이었다. 세 변수가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은 간호사의 이직의도 

설명력이 47.7%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일반적, 직무 관련 특성이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일-생활 

균형과 직무만족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일-생활에서의 균형과 간호사의 

근무여건 및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이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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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3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간호사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중소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일-생활 균형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일-생활 균형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생활 균형은 주관적 의미에서 

매우 개인적이고 배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일-

여가, 일-성장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 

연구였으므로 결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일-생활 균형의 다양한 

구성요소 계발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대부분의 이직의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양한 역할 

부담을 가진 여성이 이직의도에 취약할 것이라는 전제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간호사의 영역이 

점차 확대,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남자 간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본 연구 대상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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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비율은 7.6%로 국내의 전체 간호사 375,245명 중 남자 간호사가 

3.37%(12,676명)인 비율인 것에 비해 많기는 하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 수에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의 일-생활균형,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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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생활 균형의 영역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항목 M±SD 

일-가정균형 ㆍ병원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3.88±1.05 

 ㆍ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3.77±1.09 

 ㆍ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 (생일, 결혼 

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3.37±1.27 

 ㆍ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

렵다 

3.27±1.13 

 ㆍ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3.07±1.20 

 ㆍ퇴근 후에도 병원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2.80±1.06 

 ㆍ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2.74±1.17 

 ㆍ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2.21±1.03 

일-여가균형 ㆍ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3.36±1.18 

 ㆍ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3.00±1.33 

 ㆍ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 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

지 않는다 

2.57±1.28 

 ㆍ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

렵다 

2.54±1.13 

 ㆍ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2.44±1.09 

 ㆍ나는 여가 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

지 못 한다 

2.28±1.19 

 ㆍ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2.21±1.20 

 ㆍ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는 적이 있다 2.10±0.96 

일-성장균형 ㆍ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 

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기 못한다 

2.86±1.10 

 ㆍ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2.85±1.05 

 ㆍ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

이다 

2.71±1.06 

 ㆍ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2.63±1.02 

 ㆍ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2.49±0.98 

 ㆍ일에 치이다 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2.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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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일 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

지 않는다 

2.34±1.04 

 ㆍ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

렵다 

2.33±0.96 

 ㆍ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30±0.97 

전반적 평가 ㆍ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2.50±1.00 

 ㆍ하루하루가 업무 스케줄로 가득 차 있어 바쁘다 2.47±1.13 

 ㆍ나는 요즘 일에 치어 사는 것 같다 2.20±1.01 

 ㆍ퇴근 후에는 지쳐서 아무 것도 하고 싶은 마음

이 없다 

1.91±1.05 

Note. 모든 문항에 대해 역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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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직무만족의 영역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항목 M±SD 

보수 ㆍ급여정책에 공정성이 부족하다※ 2.86±0.72 

 ㆍ우리 병원의 급여체계는 적당하고 합리적이다 2.74±0.73 

 ㆍ승진에 따른 급여차이가 충분치 않다※ 2.73±0.84 

 ㆍ내 직업의 급여 인상률은 만족스럽다 2.48±0.90 

 ㆍ일반적으로 내 직업에 기대하는 업무를 고려할 때 현

재의 내가 받는 급여는 만족스럽다 

2.39±0.84 

 ㆍ간호사가 적절한 급여를 받기 위해 병원 급여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2.23±0.83 

전문적  ㆍ나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3.15±0.86 

수준 ㆍ나의 업무를 통해 지적인 자극과 만족을 얻는다고 생

각한다 

3.01±0.79 

 ㆍ현재 내게 맡겨진 업무에 만족한다 2.81±0.80 

 ㆍ나는 다른 직장에서 더 좋은 보수를 받더라도 이 병

원의 근무조건 때문에 옮기지 않겠다 

2.28±1.00 

 ㆍ나는 다시 직업을 갖는다 해도 이 직업을 가질 것이

다 

2.10±0.96 

행정요구 ㆍ나의 업무는 조직적으로 되어있다 3.05±0.86 

 ㆍ병원 내 간호행정과 실제 아는 업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3.03±0.82 

 ㆍ우리 병원은 직원 전체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2.81±0.84 

 ㆍ나는 수간호사 이상의 상급자와 업무상 문제점에 대

해 의논한다 

2.72±0.96 

 ㆍ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병원의 행정업무가 

체계화 되어 있다 

2.60±0.90 

 ㆍ나는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2.30±0.89 

 ㆍ나의 직업에서 승진의 기회가 많다 2.28±0.85 

 ㆍ병원의 정책을 계획 또는 수행 시 나의 의견을 반영

한다 

2.21±0.85 

자율성 ㆍ나는 때때로 나의 전문적 판단과 반대되는 업무를 하

도록 지시를 받는다※ 

3.37±0.87 

 ㆍ나는 상사로부터 필요이상으로 지나친 감독을 받고 

있다※ 

3.3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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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상사들로부터 지시사항이 일치되지 않아 업무에 혼동

을 일으키게 한다※ 

3.22±0.87 

업무요구 ㆍ간호제공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동료나 타 전문직 

종사자와 의논할 기회가 많다 

2.97±0.82 

 ㆍ나는 행정업무나 사소한 일이 많아서 환자 간호에 지

장이 있다※ 

2.77±0.90 

 ㆍ환자를 돌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못한다※ 2.46±0.90 

 ㆍ나의 업무 시간은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적당하다 2.33±0.87 

상호작용 ㆍ우리 간호사들은 엄격한 직급구분으로 다른 직종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3.85±0.85 

 ㆍ내가 일하는 간호단위의 동료들은 가족같이 서로 이

해하며 잘 지낸다 

3.42±0.81 

 ㆍ내가 일하는 간호단위(병동)에서는 수간호사나 진료

보조원의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 

3.21±0.87 

Note. ※: 역환산 문항 

 

 

 

 

 

 

 

 

 

 

 

 

 



81 

 

<부록 3> 이직의도의 영역별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항목 M±SD 

상호작용 ㆍ나는 종종 병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 4.01±0.86 

 ㆍ현재보다 병원 조건이 나빠진다면 나는 병원

을 떠날 것이다 

3.95±0.92 

 ㆍ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 3.15±1.10 

 ㆍ만약 병원을 옮긴다면 지금보다 좋은 병원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92±0.98 

 ㆍ나는 이 병원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한다※ 

2.90±0.82 

 ㆍ만일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병원

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88±1.00 

Note. ※: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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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생활 균형,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영역별 상관관계  

 

Variables 

Work-life balance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r(p) r(p) r(p) 

Work-life balance  - 0.311(<.001) -0.353(<.001)  

Work-family - 0.312(<.001) -0.227(.006) 

Work-development - 0.315(<.001) -0.391(<.001) 

Work-leisure - 0.195(.019) -0.280(.001) 

Work-general - 0.238(.004) -0.291(<.001) 

Job satisfaction - - -0.620(<.001) 

Pay 0.146(.079) - -0.475(<.001) 

 Professionalism 0.286(<.001) - -0.609(<.001) 

Administrative   

requirement 

0.150(.072) - -0.480(<.001) 

 Autonomy at work 0.252(.002) - -0.238(.004) 

 Work requirement 0.416(<.001) - -0.379(<.001) 

Interaction 0.033(.696) - -0.191(.021) 

Turnover inten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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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1> 기혼자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Housework Average participation time (in a day)  

, child care Working day 152.98±100.39 

 Day off 420.64±292.10 

 The degree to which affects work and 

life balance 

7.80±1.7 

 

<부록 5-2> 기혼자 대상의 일-생활 균형                                (N= 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r(p) 

Housework Average participation time (in a day)  

, child care Working day -0.202(0.174) 

 Day off -0.291(0.047) 

 The degree to which affects work and life 

balance 

-0.335(0.021) 

 

<부록 5-3> 기혼자 대상의 직무만족                                     (N= 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r(p) 

Housework Average participation time (in a day)  

, child care Working day 0(0.999) 

 Day off -0.097(0.515) 

 The degree to which affects work and life 

balance 

-0.17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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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4> 기혼자 대상의 이직의도                                     (N= 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r(p) 

Housework Average participation time (in a day)  

, child care Working day -0.118(0.429) 

 Day off 0.269(0.068) 

 The degree to which affects work and 

life balance 

0.26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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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기관윤리위원회 연구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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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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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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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Sa, Hyunha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AND AIM: The current turnover intentions for nurses remain all-

time high despite large demands for newly recruited nursing staffs due to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aging populations. Substandard work 

environments such as overwhelming workloads and irregular working hours 

promote unbalanced life and minimal job satisfaction, which subsequently lead to 

increased turnover intentions. However, a direct association study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level that contribute to turnover intentions 

in nurses remain elusive. To explore the effects of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at attribute to turnover intentions in nurses 

  

METHOD: This study includes all data that were generated and collected from 

145 nurses with at least 1 year of work experience at three general hospital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8. The survey consisted of various short-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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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No: SMC 2018-03-153, Y-2018-00908) from respective institutions. 

The following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Statistics ver. 25.0.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calculated us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for work-life balance was 2.68(±1.19) out of 5, 

comparatively lower than that of other occupations. The mean score for job 

satisfaction was 2.72(±0.95) out of 5. The mean score for turnover intention 

was 3.30(±1.07) out of 5. Job satisfaction demonstrat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work-life balance, while both job satisfaction and work-life 

balanc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gender (β=-2.316, p=.022), work-life 

balance (β=-0.035, p=0.036) and job satisfaction (β=-0.183, p=<.001) were 

all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The model 

including each of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7.7% of the variance in these 

nurses’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explored dynamic associations between 

nurses’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with turnover intention and 

identified criti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high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feasible that work-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could significantly decrease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through 

improvements of substandard work environments and welfar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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