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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암병동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

성 정도와 직무만족도 수준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2020년 3월 21일 부터 2020년 5월 18일 까지 서울소재

의 Y 대학병원의 암병원에서 시행하였고,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일반

간호사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154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으며, 최종적

으로 13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는 임상간호사 직무만족 측정도구(이병숙

외 2인, 2018), 역할 모호성 도구 및 역할 갈등 도구(이해정 외 3인, 2002), 전문직

자율성 척도(Han, 1994)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Bonferroni 사후 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34 명 이었고,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여자가 126 명(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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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평균은 31.97±7.80 세 였다. 대상자의 결혼여부는 미혼이 91명(67.9%)이었

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64명(47.8%)이었다. 대상자의 임상 경력 평균은

8.429±7.422 년이었고, 학력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가 122 명(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의 근무 병동은 내과 병동이 81명(60.4%), 외과 병동이

53명(39.6%) 이었으며, 종양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9

명(73.9%), 종양 전문 자격증을 획득한 대상자는 20명(14.9%)에 그쳤다.

2.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평균은 3.430±0.494 점으로 측정되었으며,

6 개의 하위 영역 중 간호사로서의 책임완수(3.938±0.529)와 직업의 안정성과 보

람(3.942±0.662)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측정 되었다.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

호성 평균은 2.306±0.442 점, 역할 갈등 평균은 2.938±0.567 점, 전문직 자율성

은 164.388±16.393 점으로 측정 되었다. 전문직 자율성 중 낮은수준 항목은

2.836±0.301 점, 중간수준 항목은 2.722±0.318 점, 높은 수준 항목은

2.719±0.304 점으로 중간수준 및 높은 수준의 자율성 항목 보다 낮은 수준의 자

율성 항목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p=0.005),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의 역할갈등 점

수에 비해 낮게 측정 되었고(p=0.034), 교육 정도에 있어서 전문학사 집단이 학사

및 석사 이상의 대상자 보다 역할 모호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46). 임상적

특성 중 종양관련 보수교육 이수여부에 있어 종양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한 대상

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역할 모호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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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만족도는 역할 모호성과 음의 상관 r=-.381(p<0.001), 역할 갈등 또한

음의 상관 r=- .265 (p= .002 ) , 전문직 자율성과는 양의 상관 r=0 .362

(p<0.001)을 나타냈다.

5.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성별(β=-.165, p=.032), 역할 모호성(β=-.064, p=.003), 역할 갈등(β=-.736,

p=.007), 전문직 자율성(β=.101, p=.002) 모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25.7%였다.

본 연구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일반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별,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이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을

낮추고 전문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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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환자에 대한 보다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간호

사 스스로의 사기를 증진 시키도록 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Adams & Bond, 2000).

반면 간호사의 직무 불만족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여 환자

의 건강과 안전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Scott et al., 2006),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Ames, 1992). 이직률의 증가는 조직적

차원에서 효과성과 생산성의 감소, 비용의 증대를 야기하며, 간호사 스스로에게도 스

트레스뿐만 아니라 비용적 손실을 초래한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활동

인력은 연평균 8.7%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이

직률은 20.4%로 의사, 약사 등 병원내의 타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보건복지

부,2018), 신규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34%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병원 간호사회, 2017). 특히 암병동의 간호사는 암 환자들의 통증 호소 및 다양

한 불평, 항암 화학요법과 수혈, 업무량의 과다, 준무균실 간호 및 다양한 특수검사

등 일반 병동과 다른 특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김혜란, 2014)으로 인해 높

은 소진과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일반 병동 간호사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속적 연구가 필

요하겠다(유경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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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직무만족도가 병원의 조직적, 비용적인 측면, 환자 안전활동과 간호사의 개인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암환자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암 전문 병

원 및 암센터의 설립이 증가하였고, 암센터의 경우 타 부서에 비해 간호인력의 비율

이 높은 수준(홍수연, 2016)인데 반해,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암환자를 위한 교육자, 암 치료를 위한 연구자, 간호 요

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다학제 진료를 위한 자문 및 협진자로서 전문가로서의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민영, 2003).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확장되고 있

지만 그에 반해 역할을 정의한 명확한 업무 지침은 부족하며, 간호부분에서의 업무

분석이 주로 특수부서 및 특정 직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국한되어(이선미, 2017) 일

반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arrant.T,

2010)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어 지속적 연구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암병동의

간호사는 일반 병동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와 달리 통증 및 증상 조절, 임종

간호를 수행하는 등(김미경, 2016) 다양한 병기의 암환자에 대해 차별화 되고 전문적

인 간호를 수행하고 있다(김남신, 2001). 전문성이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독자적 권한

을 가지고 업무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어

떤 직업이 전문적인 지위를 성취하느냐는 그 직업이 가진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Boughn S, 1992). 간호사의 자율성은 법적, 윤리적 업무수행표준에 의해 전문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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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위한 의사 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상의 독

립성과 상호의존성 및 이에 관련한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며, 업무에 있어 자율성의

확보는 전문지식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과 의사 결정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직무환경

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대한

헌신을 강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지성애, 2001). 따라서 복잡한 암환자를 돌봄에 있

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암병동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직무만

족도의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양 간호사의 직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에 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암

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암병동 간호

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

도로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

자 안전을 향상시킬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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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정도와 직무

만족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는 다음과 같다.

1)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 수준

을 파악한다.

2)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4)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직무만족도

이론적 정의 : 직무만족이란 조직 구성원 개인의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

으로 주관적이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

운 정서상태라고 정의 하였다(Lock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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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이병숙 외 2인(2018)에 의해 개발된 임상

간호사 직무만족 측정도구(Job Satisfaction Scale for Clinical Nurses [JSS-CN])를

이용해 측정한 점수를 위미하며,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역할 모호성

이론적 정의 : 역할 모호성은 조직에서의 업무 수행상황에서 개인이 업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때 경

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Churchill et al., 1985).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역할 모호성은 Rizzo, House와 Lirtzman (197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슐러(Schuler, 1977)에 의해 축약된 역할 모호성 도구(Role Ambiguity

Scale) 6문항을 이해정 외 3인(2002)이 병원간호사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하며, 평균 점수가 낮을 수록 역할 모호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역할 갈등

이론적 정의 : 역할 갈등이란 개인의 욕구와 역할의 요구가 불일치하는 상태(Rizzo

et al. 1970)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역할 압력이 존재할때 하나를 따르게 되므로써

다른 한 역할을 포기할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Kahn et al.,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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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역할 갈등은 Rizzo, House와 Lirtzman (197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슐러(Schuler, 1977)에 의해 축약된 역할 갈등 도구(Role conflict

Scale) 8문항을 이해정 외 3인(2002)이 병원간호사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전문직 자율성

이론적 정의 : 간호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사가 양심과 윤리, 법과 책임, 업무 수행

표준에 따라 스스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간호행위를 결정하여 실천하고 책임지는

것이며, 간호대상자를 돌보고 옹호하며 다른 건강전문직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동적

상호의존성을 갖는 폭넓은 수용성과 능동성,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다(지성애, 200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율성은 Schutzenhofer (1983)가 개발한 전문

직 자율성 척도(Schutzenhfer Professional Autonomy Scale [SPAS])를 Han 등

(199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

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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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문헌고찰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의 각 변수들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때 긍정적인 감정 경험하는 것으로

간호사 개인의 동기를 부여할 뿐 만 아니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Adams & Bond, 2000). 학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직무 만족도를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Hoppock는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 들의 심리, 생리, 환경적

상황의 결합상태”라고 최초로 정의 하였다(Hoppock, 1935). Loke는 직무만족이란

“직무나 직무 평가에서 오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것 사이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고,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수와 복리후생, 회사의 경영방침, 직무자체, 승진과 조직

내 인정, 감독, 직업조건의 9가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Locke, 1976). Smith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불호의 총화, 또는

이러한 호불호감의 균형상태에서 기인되는 하나의 태도”로 정의하여 정서적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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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Smith, 1976). Porter & Lowler은 “직무만족이란 실제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실제의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미달할 수록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고 하여 보상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Porter & Lowler, 1968).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 사회 전반에 걸쳐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Golbasi, Z., Kelleci, M., & Dogan, S., 2008).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 환자 만족도(최은희, 2013)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및 간호사의 이직의도(안민권, 2015)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환자에 대한 최상의 간호서비스 제공 및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암 환자들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외과적 수술부터, 항암·방사선 치료, 통증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 말기 호스피스케어까지 그 중증도와 치료의 범위가 매우 다

양하다(손명균, 2018). 새로운 의료기술의 출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환자의 권

익 신장 등 빠른 의료환경의 변화와 함께 암환자에 대한 치료 및 간호 요구도는 꾸준

히 증가하여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수

현, 2014). 암 환자 및 암 생존자의 증가는 암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사에 대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요구하였으며, 암환자 간호는 높은 중증도와 장기간의 치료, 복잡

한 치료과정으로 인해 높은 간호 인력 수준을 필요로 함에 따라 암환자를 돌보는 간

호인력도 증가하고 있다(김수현, 2015).

전통적으로 직무만족을 행동적 요소,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요소, 임금, 복지,

근무시간과 같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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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하는 정서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이 직무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김주엽, 2012). 그

러나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헌신적인 노력에도 환자의 고통이 경감되지 않거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때, 환자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높을수록 좌절을 경험

하기 쉬으며(조계화, 2001),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우 피로와 같은 신체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연

구 결과가 있다(이소우 외 6인, 1997). 이렇듯 암병동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

적 탈진은 부정적인 업무 태도를 야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무 만족도

를 저하시키게 된다(김향옥, 2004). 환자들의 고통과 간호요구가 클수록 간호사의 소

모정도는 커지고, 스스로 재충전과 자가간호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축된

환자 간호를 수행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업무와 간호수행만을 실시하게되어 간호의 질이 저하된다(서민정, 2001). 또

한 암병동 간호사는 암환자의 고통, 임종환자에 대한 죄책감, 암환자를 돌보는 부담감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며, 직무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다(박미선, 2005). 병원내

의 암환자를 돌보는 일반 간호사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호스피스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 등 특수한 역할이 한정된 간호사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암환자를 돌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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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

고성향, 임상적 의사결정(정삼출, 2011), 직무스트레스, 소진 경험(성미혜, 2007), 부

담감(박미선, 2005), 자아존중감(한승희, 2019),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안윤실,

2019) 등 정서적, 자기 개념적 측면의 개인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잘 알려진 요인들 외에도 간

호사의 개인적 특성, 직무와 관련된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 역할 모호성

역할이란 사회구조 내에서 어떠한 직위에 알맞은 행동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정의된

다(Rizzo et al. 1970). 역할 모호성은 조직에서의 업무 수행상황에서 개인이 업무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때 경험하는 것으로(Churchill et al., 1985), 역할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실라기와 윌리

스에 의해 처음 제시 되었다. 역할 모호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역할 수행자 개인

의 특성과 역할 수행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지각, 업무가 복잡하고 의무

를 강조할 수록 증가하는데, 직위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인지, 의무와 권한의 이행, 의

사결정 정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지각, 타인의 직무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할 때 발생한다(Szilagyi & Wallace, 1990). 역할 모호성은 조직이 직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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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수행자를 위해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경계의 불확실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 그와 관련된 정보 결여로 인해 발생(Kahn, 1964)하고, 역할 담당

자가가 일을 전부 수행하기 어려운 상충되고 합당한 여러 역할기대 사이에서 발생한

다(Parsons, 1951). 현대사회의 비표준화 된 업무의 증가는 역할모호성을 증가시키

며(Behrman & Perreault, 1984), 역할 모호성은 조직 구성원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efillippi, R. J., & Arthur, M. B., 1994). 조직 환경

적 관점에서는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 조직의 급격한 성장, 상호의존을 가로 막는 잦

은 인사이동,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변화, 조직 환경의 변화, 조직에 투입되는 정

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등을 역할 모호성의 원인으로 보았다(Katz, D., &

Kahn, R. L., 1978). 역할 모호성은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 되며,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 모호성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료들의 피드백

이 불명확 하여 발생하는 피드백 모호성이 있다(Boles, J. S., & Babin, B. J., 1996).

간호업무에 있어 업무 분담은 부서별, 병원별로 상이하며, 간호사 양성 과정은

일괄적이나 실제 간호 업무 환경은 변화하며,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다양한

조직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역할 모호성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이지선, 2019).

선행 연구에서 역할 모호성은 역할갈등의 선행하여 발생하며, 병원 종사자의 팀

성과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김태경, 2019),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은 미친다는

연구결과(Roach, C. L. W., 1991)가 있다. 암환자의 증가, 암병원의 규모 확대 및

새로운 치료의 출현은 종양 전문 간호사, 연구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PA) 등

다양한 종류의 간호사의 출현을 야기 했고, 다양한 역할의 간호사의 혼재속에서

암병동의 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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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암병동 간호사는 다양한 암종의 환자 및 다양한

중증도의 암환자를 케어하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으로 부터 다양한 역할 기대를

부여 받으며, 임종 및 중환자 관리 등 책임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

모호성및 역할 갈등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2) 역할 갈등

Rizzo는 역할 갈등을 개인의 욕구와 역할의 요구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개인 역할 갈등, 송신자에 의한 갈등, 송신자내 갈등, 역할 과부하

등으로 구분하였다(Rizzo et al. 1870). 개인 역할 갈등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역할

수행자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을때 발생하며, 송신자에 의한 갈등은 역할을

부여하는 송신자의 기대가 다른 역할 송신자의 기대와 모순될 때 발생하고, 송신자

내 갈등은 역할 송신자로 부터 역할 수행자에 대한 여러 기대가 상충될 때, 역할

과부하는 역할 수행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과중할 때 발생한다(Rizzo et al. 1870).

Biddle & Thomas는 역할 갈등을 세가지로 규정했는데, 자신과 타인에 의해 주어진

규범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는 적용 가능하지만 타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일때, 일치하지 않는 기준의 존재로 인해 초래되는 불안감으로 역할수행자의

상황과 심리를 모두 언급하였다(Biddle & Thomas, 1966). Luthans는 역할 갈등의

형태를 개인과 역할 사이의 갈등, 역할내 갈등, 역할 간 갈등으로 구분하며 개인과

역할 사이의 갈등은 개인의 특성과 역할 기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역할 내

갈등은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해 상반되는 기대로 인해 발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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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때 발생한다고

하였다(Luthans,1992).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와 간호업무, 타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역할이 과다하고, 많은 책임을 요구 할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역할갈등을 경험한

다(이은희, 2013). 간호사는 위급하고, 긴장된 의료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

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 직종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의

료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

스와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은희, 2013). Lambert는 외적으로 협조적이지

않은 보호자 및 환자 ,익숙하지 않은 상황, 새로운 과학기술의 이용, 직무안전과 자원

의 부족,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 환경, 문서업무의 증가, 과도한 업무, 적절한 간호

인력의 부족, 문화적 배경, 가족구성원의 지원정도가 간호사의 역할갈등을 야기한다고

하였다(Lambert, 2001). 또한 병원간호사들은 환자·보호자와의 관계, 간호업무에서

잦은 빈도로 역할 갈등을 경험하며, 그 외에 타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동료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이은희, 2013). 간호사의 역할 갈등은

간호 업무 수행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조미정, 2018),

간호사의 이직의도(김보영, 2019)및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

었다(성미혜, 2006). 이처럼 조절되지 않은 역할갈등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업무 수행능력도 떨어뜨리게 된다(박선화, &

김귀분, 2005). 또한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DNR 및 임종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 보호자, 의료환경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양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아, & 김귀분, 2011). 특히 말기 암환자를 보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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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한적인 의료로 인한 무력감, 임종 상황을 직면 하므로써 느끼는 자책감, 환자

임종과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 간호사로서의 역할 갈등을 많이 느끼는 실정이다(김

미경, 2016).

3) 전문직 자율성

전문성이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어떤 직업이 전문적인 지위를

성취하느냐는 그 직업이 가진 자율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Boughn S, 1992). 전문직은

일의 영역에서 상위의 위치를 가지며, 특별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만 종사 가능한

직종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주요 특성은 특화된 지식체계,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의

권한과 권위, 자격 등록체계, 이타적인 서비스, 윤리규범, 고등 교육 기관 내에서의

정식 교육, 직업에 대한 오랜 사회화 과정,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Finkelman &

Kenner, 2013; Rutty, 1998). 전문직 간호사는 단순히 숙련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근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한다(박지애, 2015).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전문적 지식기반의 성장, 교육에 대한 권한, 이타적인 서비스, 윤리

규범, 실무를 위한 자격등록 의무 등의 전문직 특성을 가지고 있다(McEwen&M.wills,

2016).

자율성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 원리, 규범을 스스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이성적 의지 밖의 권위 및 목적에 따르는 것이다(Dempster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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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사가 양심과 윤리, 법과 책임, 업무 수행표준에 따라

스스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간호행위를 결정하여 실천하고 책임지는 것이며,

간호대상자를 돌보고 옹호하며 다른 건강전문직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동적

상호의존성을 갖는 폭넓은 수용성과 능동성,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지성애,

2001). 간호사의 자율적 성격, 자기존중, 자기 돌봄 등의 개인적 특성, 지식 기반

능력, 학위,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의 교육 배경과 경험, 환자 간호사 비율, 전문직간

상호존중, 의사소통 등의 병원의 구조적 특성이 간호직 자율성을 결정하며, 간호직

자율성은 개인적 효능감,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전문직에 대한 헌신, 안전문화,

이직의도의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지성애, 2001). 그러나 전통적 병원의

행정구조적 문제는 간호사가 전문직 자율성을 가지기 어렵도록 만들었고(장금성,

2000), 이는 간호사의 역할수행을 함에 있어 한계를 주어 역할갈등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김세영, 2014).

암병동의 간호사는 지식과 근거를 기반으로한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해야 하고, 또한

임종환자를 돌볼 시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직 자율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 자율성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소이며(박지애, 2015), 또한 환자안전 관리 활동 수준을 높이는 요소이나(이성수,

2019), 지금까지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율성에 대한 연구를 보다 다양하게 시도

하므로써 개인적 효능감, 임파워먼트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며,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 16 -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 등 특수한 역할이 한정된 간호사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암환자를 돌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 직무와 관련된 특성,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을 주요 변수로 암병동의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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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의 개념적 기틀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기존 직무만족도를 설명한 간호학이 아닌 타 분야의 이론 및

간호학 분야의 선행 문헌고찰을 합성하여 아래와 같은 개념적 기틀을

도출하였다(Figure.1).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Fain, J. A.,1986; Roach, C. L., 1992; Tarrant, T, 2009),

전문직 자율성(Katerina, K. I., & Alison, E. W., 2010; Finn, C. P., 2001; Carmel, S.,

Yakubovich, I. S., Zwanger, L., & Zaltcman, T., 1988)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병동의 일반 간호사에서도 앞서 기술한 3가지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예상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암병동의 간호사들이 직무특성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및 전문직 자율성 요소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양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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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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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병동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역할의 모호성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과 그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3차 종합병원의 암병동에서 일하는 일반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선정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

다.

1) 선정 기준

(1) 3차 종합병원의 암환자를 돌보는 암병동의 일반 간호사

(2) 암병동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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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 기준

(1) 암병원에서 근무하는 외래 간호사, 전문 간호사, 연구 간호사

(2) 파트장, 팀장 등의 특수한 직위가 있는 간호사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본 연구에 필요한 예상 표본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과 암병동에서 실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에 대한 표본 크기 산출 시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예측요인을 23개(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교육 상태, 근무부서,

경력, 보수교육 이수여부, 자격증 획득 여부,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의 하위요인을 고려)로 예측하였으며,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의 일반 간호사중

신규간호사의 비율이 25% 정도임을 감안하여 최소표본 크기는 124명이었다. 자료

분석의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총

154명을 목표로 하였다.

3 .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일반적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종교, 교육 상태, 근무부서, 경력,

보수교육 이수여부, 자격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였고, 자가 설문 보고지를 사용하여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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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문항으로, 총 소요시간은 15분 이었다. 설문지는 표준화및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1)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측정은 이병숙 외 2인(2018)에 의해 개발된 임상간호사 직무만족

측정도구(Job Satisfaction Scale for Clinical Nurses [JSS-CN])를 사용하였다.

조직의 인정 및 전문적 성취(33, 28, 19, 29, 32, 30, 27, 26, 22), 간호전문직을 통한

인간적 성숙(14, 13, 15, 12, 16, 31), 존중과 인정의 인간관계(7, 8, 10, 5, 4, 9, 6, 11),

간호사로서의 책무 완수(21, 20, 17, 18) 전문적 역량 발휘(2, 3, 1) 및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24, 23, 25)의 여섯 개 요인 33개 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95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793에서

부터 Cronbach’s a=.918였으며, 직무만족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956이다.

2) 역할 모호성

역할 모호성은 Rizzo, House와 Lirtzman (1970)에 의해 개발된 역할 모호성 도구

(Role Ambiguity Scale)를 슐러(Schuler, 1977)가 축약하고, 이해정 외 3인(200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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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를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6문항으로

모두 역문항이며,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낮을 수록 역할 모호

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역할 모호성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79로

보고 되었다. 이해정 외 3인(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6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8이다.

3)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은 Rizzo, House와 Lirtzman (1970)에 의해 개발된 역할 갈등 도구(Role

conflict Scale)을 슐러(Schuler, 1977)가 축약하고, 이해정 외 3인(2002)이 병원간호

사에 적합하도록 번안한 도구를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도구는 8문항이며, 5점 척도

로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 수록 역할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역할 갈등의 신뢰도 개발 당시 Cronbach's α= .82, 이해정 외 3인(2002)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77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2이다.

4) 전문직 자율성

전문직 자율성은 Schutzenhofer (1983)가 개발한 전문직 자율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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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zenhfer Professional Autonomy Scale [SPAS])를 Han 등(1994)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

은 ‘나는 전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1점부터 ‘나는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 4점까지의 4점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율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1~3의 가중치를 주었으며, 전문직 자율성

의 수준은 3단계로 각 단계는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낮은 수준의 자율성 10문항

(8, 9, 14, 15, 17, 22, 25,26, 29, 30문항)에는 1의 가중치를, 중간 수준 자율성 10문

항(7, 10, 13, 16,19, 20, 21, 23, 24, 27문항)에는 2의 가중치를, 그리고 가장 높은 수

준의 자율성 10문항(1, 2, 3, 4, 5, 6, 11, 12, 18, 28문항)에는 3의 가중치를 준다. 총

점의 범위는 60점에서 240점이며, 60~120점까지는 낮은 수준, 121~180점까지는 중

간 수준, 그리고 181~240점은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 수준을 나타낸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2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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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3월 21일부터 2020년 5월 18일 까지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의 암병동에서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병원의 간호국과 병동 간호

관리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병동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 전 연구 주제 및

목적, 연구 절차, 연구 참여의 자발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및 직무만족도

설문지를 제공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를 하였다.

1) 연구에 참여한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2)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 수준은 기술통

계로 분석하였다.

3)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a lys 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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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 전문직 자율성과 직무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 re l a t i on coe f f i c i en 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신촌 세브란스의 기관

윤리위원회 (IRB)의 심의 승인을 거쳐 승인(Y-2020-0003)을 받고(부록 1), 해당

간호국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21일부터

2020년 5월 18일 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설문을 시행하였고,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는 직장에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동의서를 취득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모호성, 역할 갈등, 직무만족도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밀봉된 수거함을 비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다. 자료 입력시 설문지의 고유 번호에 따라 코딩하였고, 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연구 종료시 까지 이용되었으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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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익명성 및 비밀이 보장 되며,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였다. 관

련 정보는 제한된 컴퓨터의 잠금장치가 있는 파일 및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

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 종료 후 연구 논문을

인쇄하여 발표한 뒤에는 분쇄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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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 병원은 서울 특별시 소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암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총 134 명의 암병원 간

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여자가 126 명(94%)로 대부분을 차지 하

였고, 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31.97±7.80 세로 30세 미만 그룹이 73명(53.5%)

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결혼여부는 미혼이 91명(67.9%)이

었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64명(47.8%),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70명(52.2%)

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대상자의 임상 경력 평균은 8.429±7.422 년이었

고, 학력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가 122 명(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상자의 근무 병동은 내과 병동이 81명(60.4%), 외과 병동이 53명(39.6%)

로 내과병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상자 중 종양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99명(73.9%)으로 상당수가 종양관련 보수교육으로 이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양 전문 자격증을 획득한 대상자는 20명(14.9%)에 그

쳤다(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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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

No 114(85.1)

Yes 20(14.9) -

Oncology Certification

No 35(26.1)

Yes 99(73.9)
-

Completion of Oncology Training

Surgery 53(39.6) -

Internal Medicine 81(60.4)

Ward Type

More than 5 years 75(56)

1 year to 5 years 59(44) 8.429±7.422

Employment Period(Year)

No 70(52.2)

Yes 64(47.8)
-

Religion

Master's Degree 7(5.2)

Bachelor's Degree 122(91)

Associate's Degree 5(3.7)

Education Level

-

No 91(67.9)

Yes 43(32.1)
-

Spouse

≧40 29(21.6)

30~39 32(23.9) 31.97±7.80

30< 73(54.5)

Age(year)

Female 126(94.0) -

Male 8(6.0)

Gender

Variables / Categories n(%)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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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 수준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 및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은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평

균은 3.430±0.494 점으로 측정되었으며, 6 개의 하위 영역(조직의 인정 및 전문

적 성취, 간호 전문직을 통한 인간적 성숙, 존중과 인정의 관계, 간호사로서의

책임완수, 전문적 역량발휘,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중 간호사로서의 책임완수

(3.938±0.529)와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3.942±0.662)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측정 되었다. 다음으로는 전문적 역량발휘(3.607±0.497), 간호 전문직을 통한

인간적 성숙(3.521±0.779), 존중과 인정의 관계(3.476±0.530) 순으로 평균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조직의 인정및 전문적 성취 영역(3.262±0.631)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평균은 2.306±0.442 점, 역할 갈등 평균은

2.938±0.567 점으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전문직 자율성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자율성 문항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총점(164.388±16.393 점)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직 자율성 수준에 따른 각각의 평균은 낮은 수준 항목

2.836±0.301 점, 중간 수준 항목 2.722±0.318 점, 높은 수준 항목

2.719±0.304 점으로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의 자율성 항목 보다 낮은 수준의

자율성 항목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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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N=134)

Hight Level (10Items) 27.194±3.037 2.719±0.304 10~40(1~4)

Middle Level (10 Items) 27.224±3.183 2.722±0.318 10~40(1~4)

Low Level (10 Items) 28.358±3.010 2.836±0.301 10~40(1~4)

Professional Autonomy(30 Items) 164.388±16.393 - 60~240(-)

Role Conflict(8 Items) 23.508±4.535 2.938±0.567 8~40(1~5)

Role Ambiguity(6 Items) 13.836±2.651 2.306±0.442 6~30(1~5)

① Organizational recognition and

Professional achievement

(9 Items)

29.358±5.683 3.262±0.631 9~45(1~5)

③ Respect and recognition

(8 Items)
27.601±4.195 3.476±0.530 8~40(1~5)

② Human maturity through nursing

Professions(6 Items)
21.127±4.673 3.521±0.779 6~30(1~5)

⑤ Professional competency

development(3 Items)
10.821±1.491 3.607±0.497 3~15(1~5)

④ Fulfilling responsibility as a

nurse(4 Items)
15.754±2.115 3.938±0.529 4~20(1~5)

⑥ Job security and rewarding

(3 Items)
11.827±1.987 3.942±0.662 3~15(1~5)

Job Satisfaction (33 Items ) 113.203±16.311 3.430±0.494 33~165(1~5)

Variables (Items) Total±SD Mean±SD
Total range

(Scor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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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

성에 따른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과 종교

는 각각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 교육 정도는 역할 모호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임상적 특성 중 경력, 종양 자격 획득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종양관련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역할 모호성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0.505 점 높

았으며,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종교 부분에서는 종교

가 있는 집단에서 역할 갈등 점수(2.830±0.556 점)가 종교가 없는 집단의 역할

갈등 점수(3.038±0.563 점)에 비해 낮게 측정 되었으며, 두 집단의 역할 갈등

평균 차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정도에 있어

서 전문학사 집단이 학사및 석사 이상의 대상자 보다 역할 모호성(2.333±0.589

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 모호성 점수는 교육정도에 따라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Bonferroni 방법을 통한 사후 검정 결과 전문

학사와 학사는 역할 모호성에 있어 유의한 차의를 보이지 않았으며(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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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와 석사이상의 그룹에서 또한 역할 모호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284). 그러나 학사와 석사 이상의 그룹에서는 역할 모호성이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임상적 특성 중 종양관련 보수교육 이수여부에 있어 종양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역할 모호성 점수가 낮게 측정되어

(2.261±0.421 점)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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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arget Characteristics

(N=134)

Master's

Degree(c)
1.905±0.269 2.857±0.782 169.714±15.041 3.800±0.438

Bachelor's

Degree(b)
2.328±0.435 2.932±0.552 163.434±15.733 3.399±0.490

Education

Level

Associate's

Degree(a)
2.333±0.589

3.145

0.046*

b>c, a

3.200±0.677

0.608 0.546

180.200±26.809

2.989 0.054

3.667±0.470

2.857 0.061

No 2.371±0.501 3.038±0.563 163.443±16.716 3.449±0.479

Religion Yes 2.234±0.357
-1.836 0.069

2.830±0.556
-2.144 0.034*

165.422±16.101
0.697 0.487

3.418±0.507
1.858 0.065

No 2.324±0.418 2.970±0.577 164.055±16.550 3.389±0.488

Spouse Yes 2.267±0.491
-0.693 0.490

2.872±0.546
-0.931 0.354

165.093±16.227
0.341 0.734

3.517±0.505
1.406 0.162

≧40 2.213±0.372 2.832±0.613 169.586±16.487 3.561±0.537

30~39 2.328±0.572 2.902±0.462 163.438±14.861 3.410±0.413

Age

(year)

30< 2.333±0.402

0.825 0.440

2.997±0.589

0.960 0.385

162.740±16.780

1.906 0.153

3.387±0.507

1.328 0.268

Female 2.322±0.446 2.952±0.557 164.032±16.282 3.400±0.489

Gender Male 2.042±0.098
-1.759 0.081

2.719±0.719
-1.132 0.260

170.000±18.260
0.999 0.320

3.905±0.314
2.880 0.005*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Variables Categories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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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arget Characteristics (Continued)

(N=134)

No 2.316±0.430 2.905±0.559 164.404±16.420 3.423±0.496

Oncology

Certification

Yes 2.250±0.514

-0.613 0.541

3.131±0.590

1.660 0.099

164.300±16.664 -

0.026
0.979

3.471±0.497

0.399 0.690

No 2.433±0.479 2.932±0.646 163.914±17.537 3.334±0.596

Completion of

Oncology

Training

Yes 2.261±0.421

-2.007 0.047*

2.941±0.540

0.076 0.939

164.556±16.059

0.198 0.843

3.463±0.452

1.272 0.206

More than

5 years
2.284±0.466 2.917±0.532 166.147±15.548 3.462±0.461

Employment

Period(Year)
1 year

to 5 years
2.333±0.411

0.632 0.527

2.966±0.612

0.500 0.618

162.153±17.283 -

1.405
0.162

3.391±0.534

-0.812 0.418

Surgery 2.277±0.453 2.974±0.561 163.981±17.946 3.510±0.494

Ward Type Internal

Medicine
2.325±0.436

0.618 0.537

2.915±0.573

-0.587 0.558

164.654±15.403

0.232 0.817

3.554±0.584

-0.340 0.728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p-value Mean±SD t or F p-value

Variables Categories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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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 하였다. 전문직 자율성은 역할 모호성과 음의 상관(-0.350)이 있었

으며, 직무만족도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과 모두 상관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모호성과 직무만족도는 음의 상관(-0.381), 역할 갈등과 직

문 만족도 또한 음의 상관(-0.265), 전문직 자율성은 양의 상관(0.362)을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of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N=134)

Job Satisfaction -.381

(<0.01)

-.265

(.002*)

.362

(.000**)
1

Professional

Autonomy

-.350

(<0.01)

-.059

(0.501)
1

Role Conflict .096

(0.271)
1

Role Ambigu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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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Professional

Autonomy
Job Satisfactio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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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통해 (Table 5)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

Watson지수, 독립 변수간 다중 공선성은 VIF지수로 검정하였다. Durbin-Watson 지

수는 1.708로 독립변수간의 자기 상관은 없었으며, VIF 지수는 1.011~1.139으로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단계적 방법을 통해 회귀 분석한 결과 성별,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

성 모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영향력은 -0.165로 남

자가 여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역할 모호성의 영향력은 -0.248로 역할 모호

성이 증가할 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며, 역할 갈등 또한 영향력 -0.207로 역할 갈

등이 증가 할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전문직 자율성의 영향력은 0.248로

나타나 전문직 자율성이 증가할 수록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의 설명력은 0.2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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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Oncology Cancer units

(N=134)

R
2
=0.280, Adjusted R

2
=0.257, F=12.424, p<0.001

Professional

Autonomy
.007 .002 .248 .101 .002** 1.141

Role Conflict -.180 .066 -.207 -.736 .007** 1.019

Role Ambiguity -.281 .092 -.248 -.064 .003** 1.165

Gender -.342 .158 -.165 -.164 .032* 1.032

(Constant) 4.040 .608 6.643 <.001

Variables B SE β t p VIF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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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논의

본 연구는 암병동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역할의 모호성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

율성과 그에 따른 직무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종양 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해 시도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소재의 Y대학

교 부속병원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1.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 정도와 보수 교육

이수여부가 있었다. 교육 정도에 있어서 전문학사 집단이 학사 및 석사 이상의

대상자 보다 역할 모호성 정도가 더 높게 측정 되었으며, 특히 학사와 석사 이상의

그룹에서 역할 모호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 학사 및 석사 이상의 대상자가

학사인 대상자에 반해 그 표본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실제의 업무환경이 다양한 것에 반해 일괄적인 간호 교육 과정은 간호사에게 역할

모호성을 느끼게 한다(이지선, 2019)는 연구 결과가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통해 간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에 대한 안정성, 지식의 함양으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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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역할 모호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 개인적으로는 배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간호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이를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학업을 독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양 관련 보수 교육 이수 여부에

있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역할 모호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역할 모호성은 대상자가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때 발생하므로(kahn, 1964), 종양 관련 보수 교육을 통해 암환자 간호 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여 역할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비표준화 된 업무의 증가가 역할 모호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Behrman & Perreault, 1984)를 바탕으로 역량과 경력에 따른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의 제시를 통해 업무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간호사의 교육과 역할 모호성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 전문적 교육 과정인 종양 자격 획득 여부에 따른

역할 모호성에는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종양 자격 획득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안윤실, 2019)와도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 대상자

중 종양 전문 자격증을 획득한 간호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설문 문항 상에서 '종양

전문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종양

관련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스크리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교윤 정도와 종양 관력 자격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과 역할 모호성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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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종교가

있었다. 암병동 간호사의 경우 심폐소생술 금지(DNR)환자를 간호 할 때, 간호

업무가 한정적인 것에 인간적 고뇌와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김현아,

2011), 임종 상황을 직면 하므로써 느끼는 자책감, 환자 임종과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 역할 갈등을 많이 느낀다는(김미경, 2016) 기존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간호사

개인적으로 종교적 활동이나 역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심리 치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와 간호업무, 타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 역할이

과다하고, 많은 책임을 요구 할수록 역할갈등을 경험한다(이은희, 2013)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도 환자 및 보호자, 타부서, 의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회의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환자 및 타의료진과의

역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 자율성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가 전문직 자율성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혜경, 2019),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문직 자율성 점수가 타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점수가 아닌

스스로에 의해 평가되고 인식되는 점수라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설문 대상자의

인식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암병동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점수는 164.388±16.393점 으로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양정숙(2004) 연구의 162.03점, 성미혜와 엄옥봉(2010) 연구의 159.63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외과적

수술부터, 항암·방사선 치료, 통증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 말기 호스피스케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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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증도와 치료의 범위가 매우 다양한 환자들을 돌보며(손명균, 2018), 다양한

병기의 암환자에 대해 차별화 되고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김남신, 2001)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에 비해 전문직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자율성 및 높은 수준의 자율성 항목보다 낮은수준의 항목에 대한

수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암병동의 간호사가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간 수준 및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이 암환자

간호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잘못된 처방에 대한 거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간호활동을 포함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은 문제상황에서의

소극적인 요청이나 건의 정도에 그친다.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성미혜, & 엄옥봉, 2010) 제도적으로는 잘못된 처방에 대한

거부나 독자적인 간호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개선, 간호 전문직

직위의 향상을 위한 자율성 확보를 교육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2.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이 있었으며, 성별에

있어 남녀 대상자의 표본수에 큰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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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병원의 조직 문화와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진취적 조직 문화, 과업적 조직

문화 속에서 남자 간호사들이 직무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이상섭,2010),

성별에 의한 직무만족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연구를 수행했던 병원의 조직

문화가 남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 문화를 가진 병원에서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암병동의

남자간호사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직무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암병동의 남자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갈등 점수는 2.938±0.567점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역할 갈등을 비교한 성미혜(2006)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일반 병동

간호사의 점수(평균 2.88점)보다는 높게 측정 되었다.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갈등은 질높은 간호 목표와 의료기관의 목표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복잡한 책임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때

발생하는데(윤혜성, 2000), 암병동의 간호사들은 일반 간호사에 비해 윤리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할 갈등 점수가 다른 부서의 간호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역할 모호성및 역할 갈등은 직무만족, 생산성,

조직의 효과성을 낮추고 긴장과 적대감을 높이는 등 구성원이나 조직에 역기능을

하는데(Rizzo, 1970), 연구 결과에서도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병동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나

응급 상황시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조직적 차원에서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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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동 간호사의 윤리적 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장재인, 2019).

암병동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점수는 164.388±16.393점으로 중간 정도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최종학력,

근무형태, 평균급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문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이혜경&권성복, 2019; 성미혜, 2010)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사의 제한된 책임,

의사의 권력, 지식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Cornock, 2002),

연령, 경력, 근무 형태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보다 병원의 조직문화와 교육 시스템

등의 영향이 더 큰것으로 보여 낮은 수준의 전문직 자율성을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해

단계적인 자율성 향상 훈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이성수, & 최혜란, 2019),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간호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러한 특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3.430±0.494점으로 6개의 하위 영역(조직의 인정

및 전문적 성취, 간호 전문직을 통한 인간적 성숙, 존중과 인정의 관계, 간호사로서의

책임완수, 전문적 역량발휘,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중 간호사로서의

책임완수(3.938±0.529)와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3.942±0.662)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Hackman과 Oldham은 기술 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다섯 가지의 핵심적 특성이 직무수행자들은 직무의 의미와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지식 등과 중요한 심리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하여, 조직구성원의 태도, 행위, 심리에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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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는 선행연구(Oldham, G. R., Hackman, J. R., & Pearce, J. L, 1976)와 같이

암병동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자율성이 안정과 보람,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경험하게 하여 직무만족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이해 된다. 따라서

암병동 간호사의 업무 수행 시 보람, 책임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피드백해주고, 격려해주는 조직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앞선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암환자를 돌보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및 직무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및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수준을 고려한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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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정도

와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므로써 종양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

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 병원은 서울 특별시 소재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암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총 134명의 암병원 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역할 모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

인의 교육 정도(p=0.046)와 암관련 보수교육의 이수여부(p=0.047)가 있었고, 역할 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종교(p=0.034)가 유일 했다. 암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 보수교육 이수, 종양 전문 자격증의 획득, 근무 경력 등 모

두 전문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무만족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

(p=0.005)만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자율성은 역할 모호성과 음의 상관(-0.350)이 있었으며, 역할 모호성과 직무

만족도는 음의 상관(-0.381), 역할 갈등과 직문 만족도 또한 음의 상관(-0.265), 전

문직 자율성은 양의 상관(0.362)이 나타나 직무만족도는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

문직 자율성과 모두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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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0.165,

p=.032), 역할 모호성(=-0.248, p=.003), 역할 갈등(=-0.207, p=.007), 전문직 자율

성(=0.248, p=.002)이었다. 그러므로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

해서는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정도를 낮추고, 전문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2 .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간호 교육, 실무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연구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 근무하는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연구 대상자 수 와 연구 대상

병원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의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

직 자율성에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더욱 세분화

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제도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암병동 간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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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율성을 느끼고, 그 결과 직무만족도의 어떠한 하위영역이 향상 되는지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2) 교육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안과 조직적

차원의 방안을 제언한다.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통해 간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키워 역할 모호성을 줄이므로써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개인적으로는 배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간호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이를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독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암환자를 돌볼 때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수 교육의 개발 및 이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 타부서, 의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실무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는 암 환자

간호 수행시 남자 간호사가 직무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진취적 조직 문화, 과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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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등의 조직문화를 강화하여 남자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인력 배치를 통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암병동 남자 간호사의 비율을 조정하도록

노력해 볼 수 있겠다. 암환자 간호 시 느끼는 역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종교

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존중, 자기 돌봄을 실천하여 전문직 자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갈등을 낮출 수 있도록 임종 환자

간호 시 느끼는 역할 갈등에 대한 간호사 상담 프로그램, 환자에 대한 자책감이나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낮은 전문직 자율성을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활동과 교육을 통해 높은

전문직 자율성을 수행하는 간호사로 나아가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병원 차원의 구체적 규율의 정립과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간호사로서의 책임을 완수 했을 때,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 부분에서 암병동의

간호사들이 직무 만족을 많이 느끼므로 이 부분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있어

책임을 완수했을때 그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업무 시 보람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병원 환경의 개선과, 서로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암환자 간호

시 직무만족도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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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 모집 공고

대상자 모집 공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학위 논문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는 3차 종합병원의 암병동에서 일하는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대상자수, 참여기간, 방문 횟수 등 간단한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총 154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1회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진행 됩니다.

설문 조사에서는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 직무만족도 등을 총 66문항에 걸쳐 응

답하는 것으로, 총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

되어 직장에 제공되지 않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 및 사례비 유무

본 연구에 참여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은 없으며, 설문지 완성 시 본 연구의 담당자가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연락처

연구 담당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이수진(전화:010-3164-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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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상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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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연구 제목: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전문직

자율성을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브란스 암병원 종양내과 간호사이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은 암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 정도, 전문직 자율성과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므로써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설문 작성은 10분 가량 소요 되며, 귀하 께서 응답하시 내용을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제 3자에게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누설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구자에게 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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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사항

다음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란에 V표 하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타란에 자세히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결혼 ② 미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전문 학사 ② 학사 ③ 대학원 재학 중 ④ 석사 이상

5. 귀하의 종교 유무는? ① 유 ② 무

6. 귀하의 총 근무경력은? 년 개월

↳ 6-1. 현 직장(세브란스)에서의 근무 경력은? 년 개월

7. 귀하의 현 근무병동 경력은? 년 개월

8. 귀하의 현재 근무병동은?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② 완화 병동 ③ 외과 ④ 내과

9. 귀하의 암환자 간호 관련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이수 ② 미이수

10. 귀하의 종양전문 자격증을 획득 여부는? ① 유 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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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의 내용들은 귀하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역할 모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 표시해주십시오.

6.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제시 받는다.

5. 나는 병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3. 나는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나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나의 업무는 명확하게 계획된 목적과 목표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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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의 내용들은 귀하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역할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 표시해주십시오.

8.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

7. 나는 물적 시설과 자원의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다.

6.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용납되나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5. 나는 두 사람 이상으로부터 서로 간에 상반된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

4. 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들과 일할 때가

많다.

3.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해야 할 경우가 많다.

2. 나는 충분한 인력 지원 없이 어떤 문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1.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처지상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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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내용들은 귀하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전문직 자율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 표시해 주십시오.

9. 장래의 직위 향상을 위해 나의 감독자에게

나에 대한 직무기술서의 수정을 건의한다.

8.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암환자 간호에 대한

입원환자의 요구를 평가하고 그런 종류의

요구를 결정한다.

7. 간호사로서 궁극적으로 재가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 전문직에 달려있다.

6. 만일 환자가 치료계획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담당의사와 상의한다.

5. 비록 의사가 처방을 내렸다 하더라도 금기

약인 경우에는 투약을 거부한다.

4. 반복되는 간호문제 탐구를 위해 임상 연구를

주도 한다.

3. 만일 내가 교육 계획안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추후 관리 없이 환자를 퇴원시키는 어떤

의료지시에도 반대를 표명한다.

2. 적절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어서 독자적인 간호

실무를 할것을 고려하고 있다.

1. 나 자신을 위한 경력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상의 단계를 달성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나는 거의

이런식으로

행동한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전혀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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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환자 간호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관련된 간호사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내가 속한 기관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개발한다.

18. 간호 실수로 인한 소송에서 의사나 병원의 보호

됨이 없이 나 자신의 전문적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17. 만일 환자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질문을

한다면 환자에게 응답하기 전에 진단적인 시술과

위험성에 관련된 환자의 이해수준을 사정한다.

16. 환자 교육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 최근에 퇴원한

환자에게 추후 전화하는 것과 같은 혁신 적인

간호활동을 장려한다.

15. 만일 내가 사정한 환자의 요구가 정신과적인

의뢰를 필요로 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이를

요청한다.

14. 그때 그때의 간호문헌에서 확인 된 새로운 환자

간호를 규칙적으로 임상에 적용하여 수행한다.

13. 환자가 간호계획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간호사와 상의한다.

12. 비록 동료로 부터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받더라도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은 투약을

보류한다.

11. 간호 회진을 실시한다.

10. 의사가 이미 설명했는지를 불문하고, 투약 전에

새로운 약이나 투약 상의 변화에 대한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준다.

나는 거의

이런식으로

행동한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전혀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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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록 의사가 활력 증상 등의 모니터링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상태가 나빠진 환자의 활력 증상 측정

횟수를 증가시키는 간호지시를 한다.

29. 환자의 교육에 따라 사회사업가나 영양과에

의뢰한다.

28. 내가 그 부서에 대한 경험및 교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서에서의 임시 근무를 거부한다.

27. 비록 병원의 규정에 어긋나는 처치라도 환자의

요구에 맞도록 나의 전문적인 판단을 활용하는

처치를 한다.

26. 다른 학문 분야로 부터 사정 도구를 가져와서 나의

임상 분야에 적용한다.

25. 각 환자마다 심리 사회적 사정을 하고, 간호에 그

자료를 사용한다.

24. 간호사가 사용할 기구의 구입이나 새로운 간호단위

개설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가에게

제공한다.

23.의사의 비행을 해당 관리자나 행정가에게 보고한다.

22. 비록 의학적인 퇴원 계획이 없더라도 환자 간호와

관련된 퇴원 계획을 주관한다.

21.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신체 사정 자료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한다.

20. 내 분야의 임상 실무에 대한 적절한 사정도구를

개발하고 향상 시킨다.

나는 거의

이런식으로

행동한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전혀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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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 내용들은 귀하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6. 나의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

15.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다.

14. 간호사라는 직업에 감사하게 된다.

13. 간호는 힘들지만 덕을 쌓는 일이다.

12.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

11. 업무수행에 대해 함께 일하는 동료나 의사가

인정해준다.

10. 업무수행에 대해 상급자가 칭찬하고 인정해준다.

9. 나의 간호에 대해 대상자가 고마움을 표시한다.

8.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7. 근무시간의 배치가 합리적이다.

6.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다.

5.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상급자나 동료가 나를 이해하고 격려해준다.

3. 전문인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 조직으로부터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1. 대상자들이 나를 믿고 의지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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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간호단위나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32. 중요한 의사결정에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

31.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의 성향에 맞는다.

30.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적 미래가 보장된다.

29. 후배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28.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다.

27. 성공한 선배들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26. 좋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뿌듯하다.

25.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 자랑스럽다.

24. 안정된 직업이 있다는 사실이 좋다.

23.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좋다.

22. 간호를 통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1.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20.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19. 간호사로서의 일이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18. 후배 간호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17. 환자의 건강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뜨린 문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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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ct

The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autonomy of nurses in oncology 

care units Impact on job satisfaction

PURPOSE : Nurses in cancer wards experience high exhaustion and job stress 

due to various nursing needs of cancer patients and special tasks different 

from general wards, and job satisfaction is lower than that of general ward 

nurses. Nurses' job satisfaction is a factor influencing patient safety activities 

and nurses' turnover intention, and its importance is emphasized. Therefore, 

studies on various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cancer wards 

are needed. Accordingly, research was conducted on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autonomy of professional positions as factors affecting nurse's 

direct satisfaction, and through this study, we sought way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cancer wards, and ultimate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hope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patient care and improving 

patient safety through improved satisfaction.

METHOD :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descriptive survey design. 

Recruitment of subjects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1, 2020 to 

May 18, 2020 at the Cancer Hospital of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nd 

among the general nurses with more than one year of experience working in 

the cancer war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or 

154 people, and finally 134 data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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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Bonferroni pos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win 25.0 

statistical program.

RESULT : Job satisfac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ole ambiguity 

r=-.381 (p<0.001), role conflict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r=-.265 

(p=.002),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autonomy was r=0.362(p 

<0.001). Gender (β=-.165, p=.032), role ambiguity (β=-.064, p=.003), and role 

conflict (β=-)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736, p=.007), and professional autonomy (β=.101, p=.002) 

were found to affect job satisfac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entire 

model was 25.7%.

CONCLUSION : Subsequent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educational systems that can further perform research on the role ambiguity,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autonomy related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cancer ward nurses at a personal and organizational level ne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nurture administrative support and encourage a 

culture to promote nursing work and study, and encourage them to go to 

graduate school. In addition, a systematic education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completion of conservative education, which can provide 

detailed and practical information for caring for cancer patients, should be 

prepared. To reduce the role conflict of nurses in cancer wards, we 

developed a nurse counseling program for the role conflict felt by nursing 

end-of-life patients, analyzed problem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nurses performing low professional autonomy, and provided feedback activities 

and education You have to write a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