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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년 월 처음의 그 설렘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2018 9 .

는데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마음먹기까지는 쉽지 않았지, .

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

논문 마무리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고단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걸 해내게 해주

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논문을 쓰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갈등의 연속이었고 과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

을까 여러 번 고민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 .

다 마음 편안하게 조언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할 수 있다고 격려와 위로로

저를 다독여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학문적 지도로 이끌어 주신 김태현 교수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든 연락하면 아낌없는 조언과 시간을 내주.

셨기에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 주.

시고 연구 방향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상규 교수님과 바쁘신 시간

을 흔쾌히 내주시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유창훈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긍정적 에너지로.

힘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던 김봄결 조교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나의 동기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2

를 올립니다 무한 격려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은주 언니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

주신 선영 언니 미소 천사 지민이 똑순이 소연이 혼자서도 잘하는 두레 함께 있, , , .

어 줘서 대학원 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논문을 쓰면서 웃고 울.

고 토닥거리며 서로 챙겨주었던 수미와 창하 많은 힘이 되어 주어 정말 고마웠습니.

다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

년은 코로나 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고 일상의 즐거움을 더 소중히2020 19



여기게 만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연구에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

던 진인선 실장님 바쁜 업무 중에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길현희 수,

선생님 교육전담 팀원 상처장루 팀원 정맥주사 팀원 신속대응팀 선생님들께도 감, , , ,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년 햇병아리로 만나 지금껏 함께해 온 일산병원. 2002

나의 동기들에게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염려해 주신 엄마

남명자 권사님 엄마의 기도가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감사.

하고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 주시고 칭찬을 해줬을 년 전 나의 큰. 11 ,

별님이 된 아빠 윤대원 장로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대학원 입학부터 내내 나의. . .

지지자이자 응원 군단인 큰오빠 윤현식 작은오빠 윤의식 같은 날 함께 태어나 나의, ,

삶의 일부가 되어준 언니 윤영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합니

다 지금은 곁에 없지만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시아버지와 항상 배려와 이.

해해 주시는 시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 신경 쓰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 편하게 외조해 준 남편 최준호,

씨와 늘 바쁜 엄마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못 해줬던 중학교 생활 하는 동안 투정 없

이 혼자서 척척 해낸 나의 보물 윤서와 귀엽고 유머가 많은 친구 같은 나의 보물 우

혁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깊은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년 월 논문을 마치며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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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 중 직무만족과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병원 의료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는 간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취, 3 ,

지와 목적에 동의한 명이다 자료 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256 . 2020 9 22 9 30 9

일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대응 표. SPSS Window 25.0 ,

본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과 요구도와 모형을 활t- , (ANOVA) Borich Locus for Focus

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 225 (87.9%)

으며 연령은 세 미만 명 결혼 상태는 미혼 명 교육수준, 30 (116 , 45.3%), (170 , 66.4%),

은 대학교 명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가 명(187 , 73.0%) . 86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경력은 년 이상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33.6%) , 10 84 (32.8%) .

부서 내 직책은 주임간호사 명 선임 책임간호사 명 보직자138 (53.9%), / 87 (34.0%), 31

명 순이었으며 부서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명 이고 이직경험이(12.1%) , 147 (57.4%) ,

없는 경우가 명 이었다166 (64.8%) .

둘째 이직의도 감소방안 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점인데 반해 실현, 15 4.23 ,

가능성은 점으로 중요도보다 실현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 항목 모두3.25 , .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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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직의도 감소방안 중 요구도의 우선순위와 모형의, Borich Locus for Focus

사분면 영역 에 모두 해당하는 개 항목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으로1 (HH ) 6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소방안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2. ( ) ’,

감소방안 직무배치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 8. ( ) ’, ‘ 14. (

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감소) , ’, ‘

방안 보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감소방안 직무범5. ( ) ’, ‘ 6. (

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감소방안 보상 노력과) ( , , ) ’, ‘ 4. ( )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분석한 결과 최우선 순위 감소방안 항목을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관리로 분류, ,

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직무만족에는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

시스템 구축 보상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 ,

적절한 급여 제공 직무범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직), ( ( , , ) ),

무배치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 항목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에( ) ,

는 직무스트레스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

환경제공 항목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병원간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이직의도 감소방안들에 대한 중

요도와 실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직의도 감소방안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병원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단어 이직의도 이직의도 영향요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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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변화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과 고도의 의학기술 침습적 치료 및 중재가 증가함,

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는 전체 병원 인력 구성.

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40% ( , 2017),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환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처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Jang, Song & Kans, 2017).

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련된 간호업무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박은경 또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 변화에 즉각적으로( , 2017).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적정수준의 간호사

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박보현( ,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 현장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 변화 및 의료수요 다변화

로 인해 간호사 수요 공급 불균형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병원- (

간호사회 년 월부터 시행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에서, 2019). 2013 7 ·

보호자나 사적 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모델로 국민건강보험 간호 인력의 수요뿐만 아니라 양질( , 2016),

의 간호 서비스의 요구도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신규간호 인력 배출 확대 정책.

으로 전체 간호사 수는 년 만 천 명 수준에서 년 만 천 명 수준으로2008 24 7 2017 37 5

늘어났으며 간호대학 입학 정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실태조사( , 2019).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등. ·

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간호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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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여전

히 높은 이직률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연희 등( ,

단순히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수의 증가와 면허간호사 수적 증가를 통해 간호2016).

사의 높은 이직률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권, (

영은 김선영, 2019).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년 국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 2018

이 중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15.4%, 45.5% ( ,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근무실태조사결과에서 명의 간호사들을 상대로2019). 518

이직의사를 묻는 답에 가 이직의도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77% ,

에서는 이직사유로 낮은 보수 수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21.2%), (15.5%),

으로 나타났다(10.3%) .

이러한 현상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숙련 형성에 장애가 되

고 경력간호사의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직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김인(

숙 등 또한 악순환의 반복은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영신, 2003). ( , 2013)

신규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황윤선( ,

강경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는 그 기회가 박탈당하게 된, 2014),

다 따라서 이직사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지속적인 관심과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영란( ,

2014).

최근에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 관련 직종 내 언급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간호사의 근무환경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년 월 일에 간호사 근무환‘ ’ . 2018 3 20 ‘

경 및 처우개선 대책 을 발표했고 년 월 일에 간호 인력의 수급 관리 업무’ , 2019 2 1 ,

범위 배치기준 양성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 , ‘

를 신설했다 병원간호사회TF(Task Force)’ ( , 2019).

최근 핵심 전문 인력인 간호 인력이 현재 업무에 만족하며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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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의 이직 및 이직의도에 관련한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됐지만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이직, .

감소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환

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은희 등( , 2014).

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고현진 방병문( , 2010; ,

황윤선 김희정 지은아 유문숙 김지영 들을2013; , 2014; , 2017; , 2018; , 2019; , 2019)

통해 도출된 간호사의 이직의 원인은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이나 인구 사회학적 특

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주장훈련 내부마케팅 경력몰입 등으로 다, , , , , ,

양하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러 선행연구의 제언을 토대로 직무만족 직무스트. ,

레스를 중심으로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대한 방안제시를 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학문적인 연구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모색하였다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요구도 분석을 통

해 분석하고자 한다.

요구도 분석을 이용한 보건 의료분야의 선행연구로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Borich ,

으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정민영 배정이 남성미 과 정영미 의, (2019), (2018) (2018)

연구와 공공보건의료 담당자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황

은정 의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대한 현(2011) .

실적인 접근 차원에서의 요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직의도 감소방.

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직정도와 우선시 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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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 중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와 관련된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제시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함으로,

써 병원 의료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는 간호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항목의 요구도와,

최우선순위를 파악한다.

넷째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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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Ⅱ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1.

이직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외부로 이동하여 조직 구성원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이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이직(Price, 1977),

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숙영 이직의 원인은 단순한 결정( , 2014).

이 아니라 개별적인 과정들의 연속이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궁은( ,

개인적 상황의 변화 직무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등의 간접적인 과정을 거친2009) , ,

뒤 실제 이직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Rantz, 2001).

이직의도는 이직을 생각한 대상자들이 조직에 잔류하면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전숙영 즉 조직구( , 2014). ,

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을 떠(Lawler, 1983)

나거나 옮기려는 행위 다른 직장의 탐색 이직을 생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이직의도와 이직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나 이직의도는 실제(Iverson, 1992). ,

로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한상숙(

등 높은 이직률은 간호 인력의 부족을 야기하면서 재직간호사의 업무량과 스, 2009).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규간호사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 시켜 간호업무의 질적 저하,

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ecroft,

또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사직비 광고 모집비Dorey Wenten, 2008). , ,＆

신규간호사 채용비와 교육훈련비 등의 항목으로 큰 재정손실을 초래한다(Jon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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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불확실한 미

래 부적절한 근무환경 간호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분위기 의견수렴 기회 부족 간, , , ,

호 전문성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등이 이직사유로 나타났다 임연희( ,

2018).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은 복리후생 전문직 자아개념 직무만, ,

족도 직무스트레스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고현진 일, ( , 2010).

례로 최근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되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입원간호서비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부은희 등( , 2015;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등 반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위와 같은 긍, 2019; , 2016). , ·

정적인 면도 있지만 간호 인력의 감정노동 경험 폭언 성희롱의 노출 등으로 인한, ·

직무스트레스 업무소진 및 이직의도 증가 등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 ,

간호사의 업무환경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간호사가 속해있는 조직원에게 손해 및 병원 조직 자원의 소진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현진( , 2010).

종합해 보면 간호사의 이직 증가는 양질의 간호 인력을 확보 유지하기 어려움은, ,

물론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인력을 모집 선발 교육, ,

하는 비용의 지출로 재정적인 면에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원 경영자들은 간

호 인력의 유지와 이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방병문( , 2015).

병원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

구에서 메타분석 으로 분석한 연구는 개인특성요인 업무관련요인으(A meta-analysis) ,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박지혜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종교 최( , 2018), , , ,

종학력 교육수준 결혼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관련 요인으로는 직위 임상경, , , ,

력 재직기간 재직이유 희망부서여부 이직경험 근무형태 경력 급여 부서이동, , , , , , , ,

경험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내부마케팅 소진 변수가 많이 조사되었다, , , , ,

이영옥(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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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알려진 간호사의 이직 원인에 대한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업무 또는 직무

스트레스 소진 내부마케팅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이직과 관련 요인으로 언급되, , , ,

고 있다 윤은자 김희정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 , , 2013). ,

육수준 직위 결혼여부 근무형태 경력 급여 등이 있었고 상황적 요인으로 직무, , , , , ,

만족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내부마케팅 소진으로 보고되었다 윤은자 등, , , , ( , 2016).

또한 연령 근무경력 직위 밤 근무 의사와의 갈등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인력, , , , , ,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 근무병동 및 근무부서 이동 결혼 상태 교육수준 경제, , , ,

상태 등으로 나타났으며 고현진 다른 연구 결과로는 높은 직무스트레스 또한( , 2013),

질적 간호를 저해하고 결근율을 증가시키며 이직을 유발한다고 나타났다 이은희, , (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도출하기 위해 윤은자 의 간호사의 이직, (2013)

의도 도구 개발에서 제시되었던 이직의도 요인별 분류 표 과 한지영 의 이직< 1> (2013)

의도 영향요인 분석 표 과 한상숙 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범주형 자료 표 를< 2> (2009) < 3>

정리하였다 또한 장세진 등 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의 개 구성요인을 분류한. (2005) 8

영역별 내용을 참고하였다 방명문 의 연구에서는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2015)

평균값 차이분석 결과 급여 수준 근무경력 현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 ,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가 정신적 신체적 소진 상태로 전환될 경, (Burn-out)

우 낮은 자아개념과 부정적 태도로 이어져서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위분류인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를 분류하였으며 연구 도. ,

구의 하부분류인 세부 항목 문항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항목을 직무만족과 직무스

트레스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직무만족에는 복지 보상 직무범위 직무배치 교육. , , , ,

개발 상호존중의 가지 하위 항목을 분류하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리를, 6 ,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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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분류 문항 예

1. 직무만족 요인 교대 근무로 인하여 대인관계와 여가생활이 어려울때3①

타병원에서 근무중인 친구의 근무조건이 더 좋다고 느껴질때②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낄때③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생겼을때④

업무수행요인2.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이 되었을때①

부서이동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심할때②

과도한 업무량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③

대인관계요인3. 조직생활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때①

상사와의 마찰이 있을때②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혼나거나 지적을 당할 때③

출처 윤은자 김희정 간호사의 이직의도 도구 개발 내용을 연구: , (2013), , p.264-265

자가 정리함.

표< 1 이직의도 요인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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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차원

문항

직무만족 급여수준 복지후생제도 관리운영방침 승진, , , ,

업무 처리 시 융통성 발휘에 대한 만족정도

요인1.

임금 및 승진

① 나의능력및업무량에비추어급여수준이적정하다고생각한다.

우리병원에서 제공되는 복지후생제도에 대해 만족한다.②

우리 병원의 관리운영방침에 만족한다.③

더 나은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④

⑤ 업무 처리시 나의 방식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

요인2.

직무 및 동료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직장생활 관계가 우호적이다.①

② 직속 상사의 감독 및 영향력이 현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③ 우리부서에서최신지식및기술을습득할수있는기회제공이많다.

④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⑤ 우리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⑥ 현재의 직무가 나의 적성에 맞다.

직무스트레스 직장분위기 소진 업무 재촉 의사표현의 어려움, , , ,

업무중압감 통제력 인정과 보상 능력 발휘의 제한, , ,

요인1.

직무스트레스

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불합리하게 재촉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② 나는내직업이육체적혹은감정적인면에서평안함을주지못한다

고느낀다.

③ 나는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내 가족 혹은 나의 개인적 삶에

방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④ 나의 직장 분위기는 별로 유쾌하지 않거나 편안하지 않다.

⑤ 내가 성과를 낸 것에 비해 합당한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⑥ 나는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가진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렵다.

⑦ 나는상사에게내의견이나업무조건에대해말하는것이어렵다.

⑧ 나는내가해야할일을통제하기어렵고 노력을조절할수가없다, .

출처 한지영 병원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13) ,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함pp.26-28

표< 2 이직의도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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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조직몰입 관심 및 자부심 충성심 동기부여 전문지식습득 직무 교육, , , ,

직무만족 임금 및 승진 직무 및 동료의 지지 대인관계, ,

간호조직문화 배려와 존중

업무환경 근무부서 평균담당 환자 수 이송 보조원 근무형태, , ,

스트레스 소진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정노동 학습관련( , , ), ,

자기주도성 조직 분위기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대인관계, , , ,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조직문화 전문직 역, , , , ,

할 갈등 업무 재촉 등,

출처 한상숙 등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영향요인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함: (2009) ,

표< 3 이직요인 영향요인 범주형 자료> -–

상위 분류 하위분류 선행연구

직무만족

복지
장세진 등(2005)

윤은자(2013)

한지영(2013)

이은선(2013)

김중임 등(2015)

방병문 등(2015)

보상

직무범위

직무배치

교육개발

상호존중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선행연구를 통해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표< 4 연구자가 분류한 이직의도 감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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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2.

직무만족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은 직. McCormick & Tiffin(1965) “

무에서 체험된 또는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욕구 만족 정도의 함수 라 했고” ,

은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결과 되는 자신의Locke(1976) “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 라고 했다 은 경력몰입 내재적 가” . Iverson(1992) ,

치 긍정적 정서 변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직 기, .

회 부양책임 노조 몰입 등 환경변수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

다른 결과였다 또한 직무만족의 개념은 조직이 어떤 수준의 근무 성과에 대해서 어.

느 정도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는 데 따라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방병문( , 2015).

특히 직무만족은 한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서적 반응이기에 실,

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구성원 개인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허미영 직무만족을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 2011). , , ,

따라서 직무와 직무 환경의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정서적 만족 상태로 정

의한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인지하는 업무환경과 직무만족 이직의도가 유의한 상관. ,

관계를 가지며 간호사의 병원 정책 참여 간호의 질을 위한 기반 간호 관리자의 능, ,

력 리더십과 지지여부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가 높을수록 직, , ,

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진 황윤선 의 연구에서는 전문( , 2010). (2014)

직업성 직무몰입 조직몰입 근무환경 중 조직몰입과 근무환경은 현재 간호사가 근, , ,

무하고 있는 병원과 관련된 변수로 조직몰입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며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욕구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모든 행동이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이처럼 학자마다 다양하며 합의되고 명확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의 특성 작업 환경 직무의 특성 등 상황에 따라 달라, ,

지는 상황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염영희 등(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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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환경의 개선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 보상에 대한 공정성.

이 높으면 조직몰입이 높아져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전숙영 간호업무( , 2014),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고 이직의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병,

원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업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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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조사연구

고현진 2010

간호사가 인지하는 업무환경과 직무만족,

이직의도가 유의하며 간호사의 병원정책,

참여 간호의 질을 위한 기반 간호, ,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과 지지여부, ,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음.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방병문 2013

직무만족도를 높여주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진 및

이직의도를 줄여주게 되어 경영적인 면으

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도출함.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민우 2015

직무만족도를 높여서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환자들에게 긍정,

적인 간호서비스와 경영측면의 의료수익

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도출함 보수와.

전문직 의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중소병원 간호업무환

경이 간호사의 직무

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영향

김지영 2019

간호업무환경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며 간호업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도출함.

표< 5 직무만족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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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3.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생존과 안

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하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Fehring, 1983).

박한기 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물리환경 조직관(1988) ,

련 요인 개인관련 요인 직무관련 요인 직무 외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선행연, , , ,

구의 대부분은 직무스트레스를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스트레

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직무성과나 직무수행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일반 스트레스보다는

좀 더 한정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였다.

병원조직은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상호협동 작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한지영 특히 병원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무 특성상 타 직종( , 2013).

보다 직무스트레스 강도가 높아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임연희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은 간호 업무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 2018).

있어 의료 사고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연희 또한 지속적인 직무스( , 2018).

트레스가 누적되면 현 조직에서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은 대우와 자신에게 맞

는 근무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방병문( , 2013).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성애 외,

연구에서 개인적 스트레스로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무를 둘러(2001)

싼 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하고 간호 목표 달성을 위

한 능력 발휘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요구도 업무 자율성 직장 내에서. , ,

의 상사나 동료의 지지도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신현란 직( , 2013),

무스트레스 요인의 하부 요인인 근무표 보호자와 환자와의 대인관계 역할갈등 전, , ,

문지식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숙(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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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직무스트레스란 직무 수행자가 직무와 관련

된 환경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윤금숙 즉, ( , 2013). ,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욕 상실 간호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

등을 야기 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어 정상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간호 발전 저해와 병원,

경영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안미경( , 2003).

병원간호사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쉽다 간호사의 직무수행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 및 환자 간호의 질적 저하 그리고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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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금숙

김숙영
2010

직무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임상경력 연,

봉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직의도 예측요인은 직무스트레스 하부

요인 중 조직체계 물리적 환경 직장문, ,

화와 소진 하부영역의 비인격화 직위로,

나타남.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숙 2011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근무표 보호자와 환자와의 대인,

관계 역할갈등 전문지식으로 나타남, , .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성격유형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허미영 2011

간호사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스

트레스는 낮게 나타났지만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많을수.

록 이직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

신현란

조영채
2013

연령이 낮을수록 커피음용을 하는 군에,

서 병동근무 간호사 군에서 업무에 대, ,

해 불만족하다는 군에서 상사의 지지도,

와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았음.

병원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지영 2013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

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직무스트레스,

를 줄이고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개발해야 함.

표< 6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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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

스 소진 간호조직문, ,

화 및 이직의도

연영란 2014

직무스트레스의 하부영역 중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대인관계 갈등과 소진,

의 하부영역 중 정서적 탈진 비인격화,

가 영향요인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가 소진

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실증연구

방병문

이선영

정종원

2015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급여수

준 근무경력 현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 ,

도의 차이가 유의했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는 양의 관계 직무만족과 이,

직의도와는 음의관계 소진과 이직의도,

는 양의관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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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4. Borich & Locus for Focus

가 요구도 공식. Borich

요구도 공식은 요구 분석을 진행하고 그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Borich(1980)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본래 교사 연수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림 에 따르면 학습 요구는 학습 목표와 학습자< 1>. Borich

의 수행 차이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요구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설문을 이용한 경우 우선순위 결

정은 대부분 검정 방법으로 김진화 차이 분석보다는 단순 선t- ( , 2001; Moore, 1998),

호도 중요도 필요도 등 하나의 척도만을 파악하는 정도이다 조대연, , ( , 2006).

우선순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법 중 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성취도를 개의 사분면에 배치해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4

있다 는 어떤 항목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IPA ,

그 결과를 사분면 그래프에 축을 만족도로 축을 중요도로 설정하고 중요도와 만족X Y

도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사분면을 구분하는 분석 방법이다 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IPA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제시된 항목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우선순위와,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슬 또한 의 그래프는 축과IPA ( , 2020). IPA X Y

축이 단순히 만족도와 중요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항목들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본 연구의 도구로써 활용하기에는 보완의 필요

성이 있다.

요구도 공식은 설문조사를 이용해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을 확인할 수 있Borich

으며 또한 필요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결괏값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공식으로

검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조대연t- ( , 2009).

본 연구에서는 단순 평균 점수의 나열이 아닌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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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현가능성 인식정도를 확인하고 중요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결괏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순서 값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응답IMP(Importance)

자가 인지하는 중요도의 수준이고, 는 응답자가 인지하는 실현 가능성POS(Possibility)

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IMPavr는 전체 응답자가 인지하는 내용 중요도의 평

균값이다 각 항목 마다 두 수준의 차이를 모두 합산한 값 에 요구되는 실. (IMP-POS)∑

현가능성 정도의 평균값 을 곱한 다음 전체 샘플 수로 나눈 값을 실제 요구도로(IMP) ,

보았다.

이에 의 단점을 보완하고 단순 평균 점수의 나열보다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IPA

우선순위 결정 방법들을 활용하고자 요구도와 모형을 제시하Borich Locus for Focus

여 적용하였다 또한 에서 중요도 인식 수준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 IPA

이를 보는 것은 같으나 중요도 인식 수준의 평균을 곱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IPA

보다 더 실제적인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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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ch(1980) discrepancy =


×

중요도 인식 수준IMP :

실현가 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POS :

IMPavr 중요도 평균:

측정 샘플 수N :

그림< 2 요구도 공식> Borich

출처 남성미 박정숙 을 수정 인용( : , (2019, p.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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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가 개발한 요구도 분석 방법으The Locus for Focus Appel and Mink(1977)

로 개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우선순위, 2

를 결정할 수 있는 요구 분석 방법이다 이 모형은 축을 중요도의 평균으로 설정하. X

였고 축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 차이의 평균으로 설정하였다, Y (Mink, Shultz

축의 중앙값은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축의 중앙값은 중& Mink, 1991). X , Y

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차이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다(Mink et al,

1979).

본 연구에서는 그림 와 같이 사분면 영역 은 중요도의 평균이, < 2> 1 (High High, HH )

높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성의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으로 최우선 순위 영역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사분면 영역 은 중요도의 평균은 낮으나 중요도와. 2 (Low High, LH )

실제 실현가능성의 인식의 차이가 높은 영역으로 향후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요도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영역 다. , HH

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분면 영역 은 중요. 3 (Low Low, LL )

도의 평균도 낮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성의 인식의 차이도 적은 영역이다 사분. 4

면 영역 은 중요도의 평균은 높지만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성의 인식(High Low, HL ) ,

의 차이가 적은 영역으로 차후선 순위 영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분면 영역 에 속한 항목들은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성, 1 (HH )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으로 이 영역에 속한 방안제시 항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분면 영역 에 속한 항목들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들의 요. 1 (HH ) Borich

구도 값의 순위를 파악하여 중복된 항목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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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실현인식

차이

평균

중요도는 낮으나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는 큰 영역

사분면2 : LH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이 차이가 큰 영역

사분면1 : HH

중요도가 낮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적은 영역

사분면3 : LL

중요도는 높으나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적은 영역

사분면4 : HL

중요도 평균

그림< 3 모형> The Locus for Focus

출처 조대연 을 수정 인용( : (2009, p.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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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소재 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3

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한 명을 구성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 산출, 256 .

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G*Power 3.1.9.7 . , ( ) 0.05,α

효과 크기 검정력 으로 지정하였을 때 총 명으로 산정되었다 탈락률0.25, 0.90 207 .

를 고려한 본 연구의 표본 크기인 명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0% 256 .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으로 값 유의확률 이 널리 사용되는 것과 같이 실제적 유p- ( )

의성의 기준으로는 효과 크기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강현철 등(effect size) ( , 2015).

표본 크기를 계산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을 이용하여 일원 배치 분산G-power 3

분석을 위해 산출하기 위해서는 효과 크기 중간크기 로 산정하였을 때 표본 수0.25( ) ,

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중간크기 를 적용하여 표본 수를 산n=159 . 0.25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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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2.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서IRB(NHIMC 2020-08-001)

울 경기 소재 개 종합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3 .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대면 접촉이 가능한 곳에는 자료수집 참여 동의에,

대한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곳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총 건의 서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최종 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총210 , 200 95.2%

의 수거율을 보였으며 이 중에서 설문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건을 제외, 4

한 건 과 온라인 설문 시스템으로 응답한 건을 합쳐 최종 건을 분석하196 (93.3%) 60 256

였다 설문 수집에 든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이었다. 2020 9 22 9 3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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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3.

가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특성으로 구분하였

으며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9 < 8>.

인구 사회학적 특성1)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 , .

주민등록 기준으로 여성 남성 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주민등록 기준 만 나‘ ’, ‘ ’ ,

이를 사용하여 세 미만 세 이상 세 미만 세 이상 세 미‘30 ’, ‘30 ~ 40 ’, ‘40 ~ 50

만 세 이상 의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과 기혼 으’, ‘50 ’ 4 . ‘ ’ ‘ ’

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대학교 석사 로 분류하였다, ‘ ’, ‘ ’, ‘ ’ .

직무 특성2)

직무 특성은 근무부서 계열 근무경력 부서 내 직책 부서이동 경험 이직 경험( ), , , ,

으로 구분하였다 근무부서 계열 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중환자실. ( ) ‘ ’, ‘ ’, ‘ ’,

응급실 외래 및 기타 로 구분하였고 근무경력은 개월 미만 개월‘ ’, ‘ ’ , ‘6 ’, ‘6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1 ’, ‘1 ~ 3 ’, ‘3 ~ 5 ’, ‘5

년 미만 년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부서 내 직책은 주임간호사~ 10 ’, ‘10 ’ . ‘ ’,

선임 책임 간호사 보직자 로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임간호사 와‘ / ’, ‘ ’ 3 , ‘ ’

선임 책임간호사 의 구분은 근무경력 년 미만과 년 이상으로 정하여 구분하였‘ / ’ 5 5

다 부서이동 경험과 이직 경험은 없다 와 있다 로 구분하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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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총 문항( 9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성

남성

연령 세 미만30

세 이상 세 미만30 ~ 40

세 이상 세 미만40 ~ 50

세 이상50

결혼상태 미혼

기혼

교육수준 전문대학

대학교

석사

직무 특성

근무부서 계열( ) 외과계열

내과계열

중환자실계열

응급실

외래 및 기타

근무경력 개월 미만6

개월 이상 년 미만6 ~ 1

년 이상 년 미만1 ~ 3

년 이상 년 미만3 ~ 5

년 이상 년 미만5 ~ 10

년 이상10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선임 책임간호사/

보직자

부서이동 경험 없다

있다

이직경험 없다

있다

표 연구변수 연구대상자 특성<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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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윤은자 의 간호사의 이직의도 도구 개발에서 제시되, (2013)

었던 이직의도 요인별 분류와 장세진 등 이 분류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개 구(2005) 8

성요인 한상숙 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범주형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한지영, (2009) .

의 영향요인 분석 방명문 의 연구에서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직(2013) , (2015) ,

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기반으로 연구 도구의 문항을 설정하고 임상

전문가 수간호사 명 및 현직 간호사 신규간호사 명 주임간호사 명 선임 책임간( 3 ) ( 2 , 2 , /

호사 명 명 총 명에게 사전 조사를 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한3 ) 7 , 10 .

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문장을 확인하여 어휘를 수정하고 재검토하였다.

내용의 일관성이 있게 측정되었는지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를 사, Cronbach's Alpha

용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가 모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계수Cronbach's Alpha 0.60 . Cronbach's Alpha

는 중요도 실현가능성 였고 신뢰도 지수가 기준치인 이상으로 나0.892, 0.888 , 0.60

타나 측정 도구들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8>.

각 문항은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중요도의< 10>.

문항별 점수는 매우 그렇다 점 그렇다 점 보통이다 점 그렇지‘ (5 )’, ‘ (4 )’, ‘ (3 )’, ‘

않다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2 )’, ‘ (1 )’ .

직의도 감소방안의 중요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현가능성의 문항별 점수는 매우 그렇다 점 그렇다 점 보통이다‘ (5 )’, ‘ (4 )’, ‘

점 그렇지 않다 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로 점 척도이며(3 )’, ‘ (2 )’, ‘ (1 )’ Likert 5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8 -

항목 내용

문

항

수

중요도

Cronbach's
계수Alpha

실현가능성

Cronbach's
계수Alpha

직무만족

0.892 0.888

복지
감소방안 1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감소방안 2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보상

감소방안 3 다양한 보상혜택 제공

3감소방안 4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감소방안 5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직무범위 감소방안 6 업무범위시간 근무 외 직종 간를명확히구분( , , ) 1

직무배치
감소방안 7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2
감소방안 8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교육개발

감소방안 9 개인역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

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2

감소방안10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상호존중
감소방안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2
감소방안12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감소방안13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제공

3

감소방안 14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감소방안 15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총 15

표 이직의도 개선방안 중요도 실현가능성 개 항목과 문항의 신뢰성 검증< 8>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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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SPSS Window 25.0 .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 , ,

로 분석하였다.

둘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일관성 내적 신뢰도 계수 를, (Cronbach's Alpha)

산출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인식하는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정도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 표본 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t- , (ANOVA) .

넷째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대한 인식차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Borich

의 요구도와 모델 을 활용하여 최우선(1980) The Locus for Focus (Mink et al, 1991)

순위를 분석하였다 최우선 순위를 분석하기 위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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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분석작업 분석방법

STEP 1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SPSS Win 25.0, ANOVA,

대응표본 검정t-

↓

STEP 2 우선순위 분석 요구도 공식Borich

↓

STEP 3 각 사분면 결과 확인 적용The locus for focus Model

↓

STEP 4
인식차이의 우선순위

항목확인

의The locus for focus Model

사분면 영역 과 요구도1 (HH ) Borich

상위순위결정

↓

STEP 5 최우선 순위 확인
요구도와Borich

비교The locus for focus Model

그림< 4 분석과정 단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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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려5.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HIMC

을 받은 후 연구를 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2020-08-001) .

리하여 보관하고 설문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비식별화 하였다 설문지 및 파일.

은 비밀번호로 잠긴 개인 컴퓨터 및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에 보관하고 연구책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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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와 같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별< 9> . ,

은 여성 명 남성 명 으로 여성이 대부분 차지했으며 연령은 세225 (87.9%) 31 (12.1%) , 30

미만 명 세 이상 세 미만 명 세 이상 세 미만116 (45.3%), 30 ~ 40 79 (30.9%), 40 ~ 50 44

명 세 이상 명 으로 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17.2%), 50 17 (6.6%) 30 .

명 기혼이 명 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교가 명170 (66.4%), 86 (33.6%) , 187 (73.0%)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명 석사 명 순이었다29 (11.3%), 40 (15.6%) .

직무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가 명 으로 가장86 (33.6%)

많았으며 내과계열 명 중환자실계열 명 외과계열 명, 63 (24.6%), 46 (18.0%), 38 (14.8%),

응급실 명 순이었다 근무 경력은 년 이상 명 으로 가장 많았고23 (9.0%) . 10 84 (32.8%) ,

년 이상 년 미만 명 년 이상 년 미만 명 년 이상5 ~ 10 62 (24.2%), 1 ~ 3 55 (21.5%), 3 ~ 5

년 미만 명 순이었고 개월 미만과 개월 이상 년 미만이 각각 명39 (15.2%) , 6 6 ~ 1 8

으로 가장 낮았다 부서 내 직책은 주임간호사 명 선임 책임간호사(3.1%) . 138 (53.9%), /

명 보직자 명 순이었다 부서이동 경험에서는 있다가 전체 응답87 (34.0%), 31 (12.1%) .

명 이고 이직경험은 없다가 전체 응답 명 으로 나타났다147 (57.4%) , 166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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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성 225 87.9

남성 31 12.1

연령 세 미만30 116 45.3

세 이상 세 미만30 ~ 40 79 30.9

세 이상 세 미만40 ~ 50 44 17.2

세 이상50 17 6.6

결혼 상태 미혼 170 66.4

기혼 86 33.6

교육수준 전문대학 29 11.3

대학교 187 73.0

석사 40 15.6

직무 특성

근무부서 계열( ) 외과계열 38 14.8

내과계열 63 24.6

중환자실계열 46 18.0

응급실 23 9.0

외래 및 기타 86 33.6

근무경력 개월 미만6 8 3.1

개월 이상 년 미만6 ~ 1 8 3.1

년 이상 년 미만1 ~ 3 55 21.5

년 이상 년 미만3 ~ 5 39 15.2

년 이상 년 미만5 ~ 10 62 24.2

년 이상10 84 32.8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138 53.9

선임 책임간호사/ 87 34.0

보직자 31 12.1

부서이동 경험 없다 109 42.6

있다 147 57.4

이직경험 없다 166 64.8

있다 90 35.2

계 256 100.0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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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 정도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 전체 개 항목에 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15

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항목에 관한 중요도 인식

은 평균 점 실현가능성은 점으로 중요도 인식보다 실현가능성을 낮게 인식4.23 , 3.25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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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방안 항목
중요도 실현가능성

M±SD M±SD

직무만족

복지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3.78±0.92 2.61±0.97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4.52±0.69 3.08±1.10

보상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3.86±1.02 3.35±1.04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4.34±0.81 3.31±1.15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5.

제공
4.47±0.75 3.23±1.23

직무범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6. ( , , )

히 구분
4.39±0.77 3.28±1.10

직무배치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4.15±0.83 3.07±1.15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8. 4.46±0.71 3.07±1.20

교육개발
개인역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9.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4.05±0.88 3.24±1.03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10.

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4.11±0.85 3.61±0.95

상호존중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11. , 4.17±0.87 3.30±1.20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12.

확산
4.29±0.85 3.76±1.08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13.

환경 제공
4.18±0.84 3.46±1.04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14. ,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4.40±0.77 3.11±1.18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15. , ,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30±0.85 3.32±1.19

평균 4.23 3.25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정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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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 항목별 중요도 인식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15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대응 표본 검정을 통해 나타났다 표(p<0.001) t- < 11>.

또한 검정을 통해 나타난 결괏값으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우선순위를 확인, t-

한 결과는 표 로 나타났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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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방안 항목
중요도

인식

실현

가능성

인식

차이
t 유의확률

복지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3.78 2.61 1.18 15.27 0.000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4.52 3.08 1.45 18.30 0.000

보상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3.86 3.35 0.51 5.95 0.000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4.34 3.31 1.03 12.11 0.000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5.

급여 제공
4.47 3.23 1.24 15.73 0.000

직무

범위

6.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 , )

명확히 구분
4.40 3.28 1.12 13.60 0.000

직무

배치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4.15 3.07 1.07 13.73 0.000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8. 4.46 3.07 1.39 16.37 0.000

교육

개발

9. 개인역량을충족시켜줄수있는충분한

교육시간과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

제도마련

4.05 3.24 0.81 10.36 0.000

10.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4.11 3.61 0.50 7.72 0.000

상호

존중

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4.17 3.31 0.86 9.90 0.000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12.

존중 문화 확산
4.29 3.76 0.52 7.36 0.000

스트

레스

관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13.

있는 환경제공
4.18 3.46 0.72 9.99 0.000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14. ,

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4.40 3.11 1.30 17.15 0.000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15. , ,

생 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30 3.32 0.98 12.24 0.000

평균 4.23 3.25　 0.98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인식차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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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순위 실현가능성

복지( )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1

상호존중( )

12.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보상( )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5.

급여 제공

2

교육개발( )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10.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

로 제공

직무배치( )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8. 3

스트레스 관리( )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13.

는 환경제공

스트레스 관리( )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14. ,

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4

보상( )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직무범위( )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6. ( , , )

명확히 구분

5

스트레스 관리( )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15. , ,

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보상( )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6

보상( )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스트레스 관리( )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15. , ,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7

상호존중( )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11. ,

상호존중( )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12.

확산

8

직무범위( )

6.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 , )

명확히 구분

스트레스 관리( )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13.

환경제공

9

교육개발( )

개인역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9.

분한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상호존중( )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11. , 10

보상( )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5.

급여 제공

직무배치( )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11

스트레스 관리( )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14. ,

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교육개발( )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10.

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12
복지( )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별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순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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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순위 실현가능성

교육개발( )

개인역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9.

한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13

직무배치( )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8.

보상( )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14

직무배치( )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복지( )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15

복지( )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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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감소방안 요구도3.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항목에 관한 제시된 방안 중 각 항목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요구도 공식으로 분석하였다Borich .

요구도 공식으로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감소방안 복지 직원복지를Borich ,‘ 2. ( )

위한 시스템 구축 이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방안 직무배치 부서이동’ 6.54 ,‘ 8. ( )

시 개인의견 반영 이 점 감소방안 스트레스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6.18 ,‘ 14. ( ) ,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이 점 감소방안 직위범위 능’ 5.74 ,‘ 5. ( )

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이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5.55 .

도와 실현가능성 인식 수준을 파악한 검정 분석결과의 위 위까지 순위와 일치하t- 1 ~4

였다 하지만 검정에서의 순위 자체는 평균값만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t-

있다 항목 중 가장 낮은 우선순위의 항목은 감소방안 보상 다양한 보상 혜택 제. ‘ 3. ( )

공 이 점으로 나타났다 표’ 1.96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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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방안 항목
중요도

인식

실현

가능성

인식

차이

Borich

값

Borich

우선순위*

복지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3.78 2.61 1.18 4.45 8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4.52 3.08 1.45 6.54 1

보상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3.86 3.35 0.51 1.96 15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4.34 3.31 1.03 4.48 6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5.

급여 제공
4.47 3.23 1.24 5.55 4

직무

범위

6.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 , )

명확히 구분
4.40 3.28 1.12 4.91 5

직무

배치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4.15 3.07 1.07 4.46 7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8. 4.46 3.07 1.39 6.18 2

교육

개발

9. 개인역량을충족시켜줄수있는충분한

교육시간과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

제도마련

4.05 3.24 0.81 3.26 11

10.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4.11 3.61 0.50 2.06 14

상호

존중

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4.17 3.31 0.86 3.60 10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12.

존중 문화 확산
4.29 3.76 0.52 2.24 13

스트

레스

관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13.

있는 환경제공
4.18 3.46 0.72 3.00 12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14. ,

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4.40 3.11 1.30 5.71 3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15. , ,

생 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30 3.32 0.98 4.21 9

평균 4.23 3.25　 0.98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요구도 차이가 큰 순서*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인식차이와 요구도< 13> Bo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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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우선순위4.

모형 을 활용하여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The Locus for Focus (Mink et al, 1991)

감소방안에 관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즉 축에는 중요 수준 평균값을. , X Y

축에는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 간 차이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이직의도 감소방안 중요성의 평균은 점이며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4.23 ,

식차이의 평균은 점이다 그림0.98 < 4>.

모형을 살펴보면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

인 사분면 영역 에 포함되는 항목은 감소방안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1 (HH ) ‘ 2. ( )

구축 감소방안 보상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감소방안 보’,‘ 4. ( ) ’,‘ 5. (

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감소방안 직무범위 업무범위) ’.‘ 6. ( )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감소방안 직무배치 부서이동시 개인( , , ) ’,‘ 8. ( )

의견 반영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 14. ( ) ,

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폭언 비하 인격’,‘ 15. ( ) , ,

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으로 총 개 항목이었다 그’ 7 <

림 5>. 총 개 항목 중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7 ,‘ 15. ( ) , ,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은 사분면 영역 이지만’ 1 (HH ) Borich

우선순위 위 순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7 < 6>.

즉 요구도 공식의 상위 점수와 모형의 사분면 영역, Borich Locus for Focus 1 (HH )

에 중복으로 포함된 최우선 순위 항목은 감소방안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2. ( )

구축 감소방안 직무배치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감소방안 스트레’,‘ 8. ( ) ’,‘ 14. (

스 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 ’,

감소방안 보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감소방안‘ 5. ( ) ’,‘ 6.

직무범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감소방안 보상( ) ( , , ) ’,‘ 4. ( )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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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소방안 개 문항에 대한 모형 결과> 15 Locus for Focus

4.23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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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실현인식

차이

평균

사분면2 , LH 사분면1 , HH

중요도가 낮지만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큰 영역

사분면3 , LL 사분면4 , HL

중요도 낮고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적은 영역

중요도 높지만

중요도와 실제 실현가능 인식의

차이가 작은 영역

중요도 평균

그림< 6 모형으로 확인한 각 사분면> Locus for Focus

사분면2 , LH 사분면1 , HH

감소방안 복지1.

감소방안 직무 배치7.

감소방안 복지2.

감소방안 보상4.

감소방안 보상5.

감소방안 직무 범위6.

감소방안 직무 배치8.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14.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15.

사분면3 , LL 사분면4 , HL

감소방안 보상3.
감소방안 상호존중12.

감소방안 교육개발9.

감소방안 교육개발10.

감소방안 상호존중11.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13.

그림< 7 사분면의 요인별 감소방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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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방안 항목
Borich

값

Borich

우선순위

Locus for Focus

모형

직무만족

복지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4.45 8 LH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6.54 1 HH

보상 다양한 보상 혜택 제공3. 1.96 15 LL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4.48 6 HH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5.

급여 제공
5.55 4 HH

직무범위 6.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 , )

명확히 구분
4.91 5 HH

직무배치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4.46 7 LH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8. 6.18 2 HH

교육개발
9. 개인역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3.26 11 LL

10.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2.06 14 LL

상호존중 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3.60 10 LL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12.

문화 확산
2.24 13 HL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13.

있는 환경제공
3.00 12 LL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14. ,

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5.71 3 HH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15. , ,

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21 9 HH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항목에 관한 감소방안 요구도와 우선순위< 14>



- 46 -

고찰.Ⅳ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1.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영향요인 중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

스 관련된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제시에 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분석함으로,

써 최우선 순위가 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설문을 통한 요인

파악을 도출하는 학술적인 접근 방법 이었다면 강기노 김종경 윤은자( , 2012; , 2012; ,

방병문 한지영 박정혜 박지혜 연영란 본2013; , 2013; , 2014; , 2017; , 2018; , 2014),

연구는 이직의도 영향요인 중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소방안을 현실적

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정형화된. ,

설문지로 설문을 통한 결과의 도출이 아닌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제 요구하는 현

실적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분석 방법에 있어 선행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차이를 위해,

검정 및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주로 시행하였다 윤금숙 한지영t- ANOVA , ( , 2010; ,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인식정도와 차이2014).

를 검증하기 위해 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 ,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요구도 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보건 의료분야Borich , ,

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남성.

미 정영미 정민영 배정이 의 연구와 공공보건의료 담당자들의 교육프, (2018), , (2019)

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황은정 의 연구 등이 있(2011)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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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요구도 분석과 은 보건의료 의료경영 간호Borich Locus for Focus Model , ,

관리 분야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 요구도 파악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

석 방법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와의 관,

련성은 있음을 바탕으로 두고 이들 요인에 대해 현실 접근성을 갖춘 이직의도 감소방

안 개 항목을 도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5 .

둘째 도구의 신뢰도는 를 이용하였고 검증한 결과는 모두, Cronbach's Alpha ,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계수는 중요도 실현가능성. Cronbach's Alpha 0.892,

였고 신뢰도 지수가 기준치인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들에 대한 타당0.888 , 0.60

성은 확보가 되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최초로, Borich

요구도 공식과 모형을 사용한 요구 분석 연구이다 검정으로 파악Locus for Focus . t-

한 방안제시 요구 순위와 요구도 공식으로 파악한 방안제시 요구 순위가 다름Borich

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직의도 감소방안을 요구도를 통해 중요도와 실현Borich

가능성의 인식차이가 클수록 요구도가 커지게 되며 이러한 요구도 값들을 통해 Locus

을 적용하여 최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for Focus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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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고찰2.

본 연구는 단순히 항목에 대한 인식정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현실적인 방안의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제시하여 병원간호사의 이직을 사전에 예방하

고 효율적인 병원 경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방안에 관한 인식차이를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된 감소방안의 우선순위가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

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검정을 활용하여 중요도의 평균과 실현가능성의 평균 간의 통계적으로 유, t-

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중요도 인식은 평균 점 실현, 4.23 ,

가능성은 점으로 중요도 인식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3.25

나타났다 이는 점 척도평가에서 중요도의 평균이 점이 나왔다는 것은 대상자들. 5 4.23

의 대부분이 제시된 방안 항목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5 .

둘째 전체 개 항목에서 중요도 인식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수준, 15 p<0.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요구도 값을 산출하여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Borich

파악하였으며 이는 검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요도의 평균값에 가중치를, t-

부여한 값을 의미한다 산출한 결과는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직무배. , ( ),

치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 스트레스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 ( ,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직위범위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 (

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

넷째 모델에서 사분면 영역 에 속한 항목과, Borich & Locus for Focus 1 (HH )

요구도 값의 순위를 파악하여 두 방법의 중복된 항목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Borich .

에서는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보상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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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직무범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 ( ( ,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직무배치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영 항목이 포함되었, ) ), ( )

으며 직무 스트레스에서는 직무스트레스관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 ,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는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하) .

지 못하거나 근무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직무만족을 저하하고 직무스트레

스를 야기 시켜 이직을 초래한다는 선행 연구 지은아 김지수 결과를 뒷받침( , , 2018)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만족 하부요인 중 보수가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 이민우 도 있었다( , 2015) .

다섯째 병원간호사들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복지 직무배치, , ,

스트레스 관리 보상 직무범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직, , .

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요인 방병문( ,

이라고 하였으며 병원간호사의 이직률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업무2015) ,

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임금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

전숙영 의 연구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근무여건 적정하고 단계적인 업( , 2015) . ,

무분배 고충상담실 설치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노력은 직무만족을 높여주고 직,

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김지영( , 2019).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직장 내 이직의도의 감소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

도에 높은 영향요인임이 판단되어 현실적인 제안을 통해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병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자료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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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3.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 병원 선정하면서 응답 협조가 가능한 병원들을 편의 추출한 것으,

로 본 연구의 결과로 전체 병원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병원.

규모별로 방안제시의 범위를 넓힌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방안제시 항목들은 현실성에 접근하여 작성되었,

으나 개 각각의 병원의 특성을 전부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3 .

셋째 코로나 로 인해 대면이 힘든 상태로 동일한 문항과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 19

지를 서면 동의한 종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이는 설문 조.

사의 응답에 있어 편의성과 온라인 특성상의 단편적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응답 결과의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

넷째 요구도 분석과 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Borich Locus for Focus Model

한 결괏값을 얻을 수는 없었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대상자의 특성의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을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제

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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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주요 영향요인을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로 분류하였고 직

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보상 노력과 근면성( ), (

에 대한 적절한 보상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직무범위 업무, ), (

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직무배치 부서이동 시 개인의견 반( , , ) ), (

영 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관리 육체적 정신적) . ( ,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

직무만족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하여 간호사의 수적 증가를 통한 간호 인력 수급 정책이 아닌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를 낮출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편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간호부서별 업무 특성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희망부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직무배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인적 자원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직무만.

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줄여주는 관리를,

지속해서 해 준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상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

경력관리 승진 기회 등 보상체계를 제공하여 직무만족을 향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간호조직에서는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배려를 갖춘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병원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조직문.

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병원관리자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도모하고 업

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이직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임상경력에 따라 이직의,

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방안들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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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병원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으로 추후 병원 규모별 특,

성별에 따른 방안 제시의 범위를 넓힌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직장 내 이직의도의 감소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높은 영향.

요인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통해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병원 효율적인 경영

을 위한 자료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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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 1.

설문지[ ]

ID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응답내용,

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셔서 강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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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사회학적 특성.Ⅰ

질문을 읽고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기입 해,√ 주세요.

귀하의 성별은 여자 남자1) ? ① ②

귀하의 연령은2) ?

세미만 세이상 세미만 세이상 세미만30 30 ~ 40 40 ~50① ② ③

세이상50④

귀하의 결혼 상태는3) ?

미혼 기혼 기타 별거 이혼 사별 등( , , )① ② ③

귀하의 최종학교 졸업상태는4) ?

전문대학 대학교 과정포함 석사(BSN )① ② ③

박사④

귀하의 근무하는 부서의 계열은5) ?

외과계열 내과계열① ②

중환자실계열 내과계 외과계 신생아실 등 응급실( , , )③ ④

외래 및 기타⑤

전체 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은 얼마입니까6) ?

개월 미만6① 개월 이상 년 미만6 ~1② 년 이상 년 미만1 ~3③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3 ~5 5 ~10 10④ ⑤ ⑥

부서에서의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7) ?

주임간호사 선임 책임간호사 보직자/① ② ③

본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부서이동의 경험이 있나요8) ?

없음 있음 이동 횟수 회 회 회 이상( : 1 2 3 )① ② □ □ □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직해 본 경험이 있나요9) ?

없음 있음 이동 횟수 회 회 회 이상( : 1 2 3 )① ② □ □ □



- 61 -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항.Ⅱ

다음은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방안제시를 했을 때 관련된 제시가 귀하에게는,

얼마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각 문항의 의견제시 칸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아래 표는 설문지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요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정도를 의미함.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1. :

그렇지 않다 조금 영향을 미치는 수준2. :

보통이다 보통 정도 미치는 수준3. :

그렇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수준4. :

매우 그렇다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5. :

실현가능성 방안제시가 임상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함.

전혀그렇지 않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수준1: :

그렇지 않다 조금 실현가능성이 있는 수준2: :

보통이다 보통 정도 있는 수준3: :

그렇다 어느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수준4: :

매우 그렇다 매우 실현가능성이 있는 수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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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세요.√

분류
문

항
방안제시

중요도 실현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직

무

만

족

복

지

1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 어학연수 년 온라인 어학연수 년: - 1 , 2 ,

건강지킴 프로그램 활용가능 하도록 완비-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줌바 등 지역사회와( , , ,

연계구축하여 혜택 제공)

의견제시:

2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 업무 중 끼니를 거른 경우 뿐 아니라 직원이라: - 면

사내 에서 다과 음료를 무료 이용 가능cafe ,

근무복 근무화 원할시 상시제공 단 연 회 한- , ( , 2 정)

다양한 근무제도와 휴직제도

교대 근무전담 근무제- 2 , D-E-N ,

육아휴직 년 세 이전 자녀대상2 (10 ),

자녀휴직 년 중 고 대상 자녀1 ( 3, 3 ),

진학휴직 년 석 박사 취득1 ( · ),

발전휴직 년 의미로 충전할 수 있도록1 (refresh

기회제공)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자녀 인당 회 한하여 백만원 지급( 1 1 1 )

의견제시:

보

상

3

다양한 보상혜택 제공

예 친절직원 선정 시 누적횟수를 산정하여 무료: , 건

강 검진 티켓 제공

회이상 선정시 회 제공 티켓 사용은 가족도(5 1 ,

가능함)

의견제시:

4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예 입사 년차 때는 기념사진촬영과 기념품 제공: - 1

- 년차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선택 할 수 있10 는

기회 제공 또는 기본금 의 일시 격려금 지100% 급

매 년 경과시 마다 년 내 일 특별 휴가지급- 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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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5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

예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와 인정: -

특근 휴일수당 등의 신청과 보상- , on call,

오버타임을 강요하지 않음( )

의견제시:

직

무

범

위

6

업무범위 시간 근무외 직종간 를 명확히 구분( , , )

예: 업무시간 기준으로 액팅 업무는 종료하고 근무- 시

간내 못한 본인의 액팅 업무기록을 마무리 하도

록 방해하지 않음

-의사업무와 간호사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준

에 맞게 수행함

업무시간 이외 및 업무 관련 전화는 하지- call

않음 응급상황 제외( )

의견제시:

직

무

배

치

7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예: 승급제는 유지하나 보직의 선택은 자유롭게 거부

의사 표현 가능

의견제시:

8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예: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노력여하에 따라 적

극 반영하고 수렴

의견제시:

교

육

개

발

9

개인역량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예 외부교육 신청시 인당 년에 회 교육비: , 1 1 1 /

원 지원500,000

단 부서 업무의 발전성이 기여될 경우는 확대( ,

지원가능)

의견제시:

10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

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예: 신입간호사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장교육전담간- 호

사들이 팀별 내 과별 부서별로 확대 배치/

근무경력별 단계에 맞는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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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실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실이 구비되lab 어

있음

의견제시:

상

호

존

중

11

업무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예 업무 중 재촉하는 말 빨리 행동은 하지 않: - ( !),

음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오류발생을 초래.

- 물건을 세게 내려놓는 행동 수화기를 세게, 내

려 놓는 행동 등 주변사람들에게 불편감 초래

의견제시:

12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예 신규야 아가들 야 라는 호칭: ‘ ’, ‘ ’, ‘ !’ 근절

의견제시:

직

무

스

트

레

스

스

트

레

스

관

리

13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예: 업무고충에 대한 상시 면담 업무 부담감 감소, 위

한 업무 프로그램을 간소화

의견제시:

14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

하기 위한 환경 제공

예 전담 순번제를 정해 스케줄에 반영: -Night

무료 마사지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제공-

최소 주 회 사용가능( 2 )

-o 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티켓 영화 놀ff ( , cafe, 이

공원 등 을 제공 년 내 회 이용) (1 3 )

업- 무지원직의 업무보조 컨디션 악화시 근무대, 체

할 수 있는 대기 직원 구축마련

전담부서가 운영 관리함( )

다양한 근무형태를 두어 원하는 근무 선택가능-

의견제시:

15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 ,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예: 시간 접근이 용이한 직원고충처리 시스템 구24 축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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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안제시별 대상자들의 의견제시

직무

만족

복

지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교육비를 개별적으로 주면 원하는 교육에①

어학 직무교육 등 원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사용 후( , , )

영수증 제출하는 방식 본원의 기존 교육제공방식은 원하는 학습,

컨텐츠나 방식선택이 제한적이다.

굳이 시간 내서 안할 것 같다.②

2.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산재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기 등으로 근무 불가능한 컨디션일①

경우 하루라도 자유롭게 병가를 쓸 수 있게 병원 자체적으로

비상근무 인력을 두면 좋겠다(on call system) .

휴직 등 복지가 너무 기혼자에게 해당되는 것 밖에 없다 대가. 20②

많이 입사하는데 그 연령대의 복지가 생겼으면 좋겠다.

보

상

다양한 보상혜택 제공3.

친절직원 선정은 편향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①

논란 가능성이 있다.

부서 내 평가로 친절직원을 선정하고 보상해줬으면 한다.②

익명성 보장( )

예시문이 좋은 의견인 것 같다.③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연차에 따른 확실한 보장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제시.( vision )①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5.

능력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제공이 필요하다.①

위험수당 특수수당 등 사무직과의 차별을 뒀으면 좋겠다, .②

직

무

범

위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6. ( , , )

업무범위에 대한 개개인의 구성원 명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 .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확한 기준과 인식개선을 위한 오랜,②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든다.

의사 간호사 업무를 제시하는 지침마련 매달 혹은 분기별로, ,③

해당 지침에 대한 진료부 간호부간의 회의를 통한 지침조정- ,

직종 간 업무 범위 위반 시 단계별 징계가 필요하다.

직

무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가능성 높고 보직에 대한 보,①

부록[ ] 2. 이직의도 감소방안별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제시 정리

다음은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기타의견들이다.



- 66 -

배

치

상 강화 필요하다.

타병원에서는 실현되고 있다고 들었음.②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8.

다양한 부서경험 및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①

교

육

개

발

개인역량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과 원하는9.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무응답: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임상경력개발 제도를10.

연차별로 제공

부서이동시에도 부서 간 업무 차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부서①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

호

존

중

업무을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11. ,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타 직종의 노력도 포함된다.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해,②

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에 관련된 문제라도 지나친 인격모독 등의 언행시 피해자가③

전산으로 피해사실 접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패널티

적용 승급 제한 또는 점수차감 등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12.

호칭보다는 뉘앙스 태도와 자세 가 더 중요하다( ) .①

악센트 목소리톤 표정 등( , , )

직무

스트

레스

스

트

레

스

관

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13.

업무상 불편한 부분 및 개선방안을 전산으로 상시 접수 할 수①

있도록 개설 이후 피드백 제공 반드시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고충상담시 비밀보장, !!②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14. ,

환경 제공

예시대로 하려면 결국 충분한 인력 충원이 충당되어야 하는데,①

애초에 인력 충원이 안 되서 전반적인 업무 질 저하 및 스트레스

발생이 된다고 생각한다.

쉬고 싶은 날 구애받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②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15. , ,

시스템 마련

시간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또 밤에24①

근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충처리시스템으로 카톡 접수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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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복지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15> 1.( )

복지
변수

감소방안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3.76 0.89 -0.791 0.430 2.57 0.97 -1.634 0.104

남성 3.90 1.11 2.87 0.92

연령

세 미만30 3.77 0.91 0.184 0.907 2.71 0.93 1.546 0.203

세 이상 세미만30 ~ 40 3.77 0.88 2.48 0.99

세 이상 세미만40 ~ 50 3.77 0.94 2.68 0.88

세 이상50 3.94 1.14 2.29 1.26

결혼상태

미혼 3.78 0.95 -0.117 0.907 2.65 1.00 1.103 0.271

기혼 3.79 0.86 2.51 0.90

교육수준

전문대학 3.52 1.15 1.576 0.209 2.55 0.87 0.086 0.917

대학교 과정포함(BSN ) 3.80 0.88 2.60 0.96

석사 3.90 0.87 2.65 1.08

근무 부서

3.50 1.03 1.724 0.145 2.66 1.05 1.236 0.296외과계열

2.60 0.91내과계열 3.78 0.81

중환자실계열 4.02 0.86 2.54 1.07

응급실 3.74 1.21 3.00 0.95

외래 및 기타 3.79 0.86 2.51 0.92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00 0.53 0.988 0.425 2.88 0.99 1.230 0.295

4.00 0.93 3.13 0.64개월이상 년미만6 ~ 1
3.58 0.99 2.56 0.90년이상 년미만1 ~ 3
3.85 0.74 2.74 0.99년이상 년미만3 ~ 5
3.73 1.04 2.66 0.96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3.88 0.86 2.45 1.02

부록[ ] 3. 이직의도 감소방안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시간 접수는 안 되더라도(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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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변수

감소방안 개인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1.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3.79 0.92 0.449 0.639 2.60 0.94 0.103 0.902

선임 책임간호사/ 3.72 0.90 2.59 1.01

보직자 3.90 0.94 2.68 1.01

부서이동

없음 3.66 0.96 -1.825 0.069 2.53 0.95 -1.044 0.298

있음 3.87 0.87 2.66 0.98

이직 경험

없음 3.72 0.91 -1.388 0.166 3.89 0.93 1.695 0.091

있음 2.68 0.95 2.47 0.99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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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복지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16> 2.( )

복지
변수

감소방안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2.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53 0.65 0.621 0.535 3.08 1.09 0.248 0.804

남성 4.45 0.93 3.03 1.14

연령

세 미만30 4.53 0.65 0.093 0.964 3.25 1.13 2.076 0.104

세이상 세미만30 ~ 40 4.51 0.64 3.01 1.02

세이상 세미만40 ~ 50 4.50 0.88 2.82 0.99

세 이상50 4.59 0.62 2.88 1.36

결혼상태

미혼 4.55 0.63 0.968 0.334 3.15 1.12 1.417 0.158

기혼 4.47 0.78 2.94 1.03

교육수준

전문대학 4.72 0.45 1.909 0.150 3.17 1.14 2.500 0.084

대학교 과정포함(BSN ) 4.52 0.69 3.14 1.07

석사 4.40 0.78 2.73 1.15

근무 부서

4.39 0.68 0.568 0.686 3.24 1.10 0.587 0.672외과계열

2.92 1.07내과계열 4.56 0.62

중환자실계열 4.52 0.75 3.15 1.13

응급실 4.65 0.93 3.13 1.18

외래 및 기타 4.52 0.63 3.07 1.08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63 0.52 0.258 0.935 4.00 0.93 2.377 0.039
*

4.38 0.92 3.25 1.04개월이상 년미만6 ~ 1
4.45 0.69 3.18 1.04년이상 년미만1 ~ 3
4.54 0.60 3.31 1.13년이상 년미만3 ~ 5
4.55 0.74 2.98 1.03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55 0.68 2.87 1.14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53 0.64 0.054 0.948 3.17 1.13 1.144 0.320

선임 책임간호사/ 4.51 0.78 2.97 1.05

보직자 4.55 0.62 2.97 1.05

부서이동

없음 4.46 0.74 -1.302 0.194 3.17 1.05 1.210 0.227

있음 4.57 0.64 3.01 1.13

이직 경험

없음 4.53 0.69 0.211 0.833 3.17 1.04 1.924 0.055

있음 4.51 0.67 2.90 1.17

p< 0.05*



- 70 -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보상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17> 3.( )

보상

변수

감소방안 다양한 보상혜택 제공3.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3.88 1.01 0.848 0.397 3.36 1.03 0.697 0.486

남성 3.71 1.07 3.23 1.09

연령

세 미만30 3.92 1.07 0.922 0.431 3.44 1.11 0.822 0.483

세이상 세미만30 ~ 40 3.90 0.96 3.20 1.00

세이상 세미만40 ~ 50 3.70 0.98 3.36 0.99

세 이상50 3.59 1.06 3.35 0.79

결혼상태

미혼 3.94 1.06 1.767 0.078 3.38 1.10 0.624 0.533

기혼 3.70 0.92 3.29 0.91

교육수준

전문대학 3.45 1.21 3.682 0.027
*

3.14 1.19 0.793 0.454

대학교 과정포함(BSN ) 3.95 0.98 3.39 1.04

석사 3.70 0.99 3.30 0.91

근무 부서

3.63 1.02 0.812 0.519 3.37 1.00 0.748 0.560외과계열
3.29 1.10내과계열 3.95 0.94

중환자실계열 3.76 1.08 3.30 1.07

응급실 3.87 1.22 3.70 1.02

외래 및 기타 3.93 0.99 3.31 1.00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50 0.76 1.075 0.374 3.88 0.99 1.019 0.407

3.88 1.46 3.50 0.93개월이상 년미만6 ~ 1
3.87 1.11 3.45 1.09년이상 년미만1 ~ 3
3.85 1.01 3.46 1.05년이상 년미만3 ~ 5
3.95 1.02 3.19 1.05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3.71 0.94 3.27 1.00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3.92 1.05 1.692 0.186 3.36 1.09 0.183 0.833

선임 책임간호사/ 3.86 0.97 3.30 1.02

보직자 3.55 1.03 3.42 0.85

부서이동

없음 3.82 1.07 -0.525 0.600 3.38 1.05 0.378 0.706

있음 3.88 0.98 3.33 1.03

이직 경험

없음 3.93 1.01 1.542 0.124 3.42 1.03 1.428 0.154

있음 3.72 1.04 3.22 1.05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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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보상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18> 4.( )

보상

변수

감소방안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4.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37 0.78 1.586 0.114 3.34 1.15 0.950 0.343

남성 4.13 0.96 3.13 1.12

연령

세 미만30 4.28 0.85 0.570 0.636 3.56 1.05 3.758 0.011
*

세이상 세미만30 ~ 40 4.37 0.80 3.04 1.19

세이상 세미만40 ~ 50 4.39 0.75 3.25 1.22

세 이상50 4.53 0.62 3.06 1.09

결혼상태

미혼 4.32 0.83 -0.563 0.574 3.41 1.12 1.841 0.067

기혼 4.38 0.77 3.13 1.19

교육수준

전문대학 4.28 1.10 0.115 0.891 3.45 1.24 1.344 0.263

대학교 과정포함(BSN ) 4.35 0.77 3.35 1.14

석사 4.35 0.74 3.05 1.08

근무 부서

4.26 0.76 0.480 0.751 3.32 1.19 2.525 0.041
*

외과계열

3.37 1.13내과계열 4.44 0.78

중환자실계열 4.26 0.74 3.50 1.01

응급실 4.39 0.89 3.78 0.95

외래 및 기타 4.34 0.86 3.05 1.22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63 0.74 1.848 0.104 3.50 1.20 1.975 0.083

4.25 0.89 3.25 0.89개월이상 년미만6 ~ 1
4.27 0.87 3.62 1.05년이상 년미만1 ~ 3
4.05 0.89 3.54 1.10년이상 년미만3 ~ 5
4.39 0.86 3.19 1.11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48 0.65 3.08 1.23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27 0.85 1.408 0.246 3.50 1.10 6.738 0.001
*

선임 책임간호사/ 4.41 0.77 2.95 1.19

보직자 4.48 0.68 3.48 1.00

부서이동

없음 4.22 0.88 -2.074 0.039
*

3.42 1.05 1.318 0.189

있음 4.44 0.74 3.23 1.21

이직 경험

없음 4.40 0.75 1.619 0.107 3.37 1.14 1.042 0.298

있음 4.23 0.89 3.21 1.17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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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보상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19> 5.( )

보상

변수

감소방안 능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제공5.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48 0.73 0.390 .697 3.24 1.24 0.315 0.753

남성 4.42 0.92 3.16 1.19

연령

세 미만30 4.50 0.74 0.767 0.513 3.34 1.24 0.778 0.507

세이상 세미만30 ~ 40 4.37 0.82 3.10 1.22

세이상 세미만40 ~ 50 4.52 0.73 3.25 1.18

세 이상50 4.59 0.51 3.00 1.32

결혼상태

미혼 4.48 0.76 0.407 0.684 3.23 1.25 0.052 0.959

기혼 4.44 0.75 3.22 1.18

교육수준

전문대학 4.72 0.53 2.479 0.086 3.28 1.41 0.202 0.818

대학교 과정포함(BSN ) 4.41 0.81 3.20 1.21

석사 4.55 0.50 3.33 1.19

근무 부서

4.50 0.65 0.361 0.836 3.21 1.34 0.521 0.720외과계열

3.21 1.14내과계열 4.48 0.74

중환자실계열 4.48 0.72 3.24 1.14

응급실 4.61 0.78 3.57 1.31

외래 및 기타 4.41 0.82 3.15 1.28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63 0.52 0.793 0.556 3.75 1.28 0.551 0.737

4.00 1.20 2.88 1.13개월이상 년미만6 ~ 1
4.53 0.66 3.33 1.16년이상 년미만1 ~ 3
4.46 0.82 3.13 1.40년이상 년미만3 ~ 5
4.44 0.84 3.19 1.24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49 0.67 3.21 1.20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43 0.75 0.327 0.721 3.23 1.29 0.388 0.679

선임 책임간호사/ 4.52 0.79 3.16 1.20

보직자 4.48 0.63 3.39 1.05

부서이동

없음 4.45 0.80 -0.352 0.725 3.29 1.17 0.751 0.453

있음 4.48 0.72 3.18 1.27

이직 경험

없음 4.43 0.82 -1.189 0.236 3.31 1.22 1.537 0.125

있음 4.54 0.60 3.07 1.24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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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직무범위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0> 6.( )

직무범위

변수

감소방안 업무범위 시간 근무외 직종간 를 명확히 구분6. ( , , )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42 0.73 1.295 0.197 3.29 1.13 0.450 0.653

남성 4.23 1.06 3.19 0.95

연령

세 미만30 4.41 0.76 0.269 0.847 3.35 1.19 1.155 0.328

세이상 세미만30 ~ 40 4.42 0.74 3.13 1.02

세이상 세미만40 ~ 50 4.39 0.89 3.23 1.05

세 이상50 4.24 0.75 3.59 1.00

결혼상태

미혼 4.40 0.78 0.158 0.874 3.23 1.18 -0.976 0.330

기혼 4.38 0.77 3.37 0.95

교육수준

전문대학 4.62 0.68 1.401 0.248 3.31 1.28 0.131 0.877

대학교 과정포함(BSN ) 4.36 0.80 3.26 1.09

석사 4.38 0.70 3.35 1.05

근무 부서

4.05 0.93 2.387 0.052 3.47 0.95 1.851 0.120외과계열

3.32 1.12내과계열 4.46 0.69

중환자실계열 4.46 0.78 3.37 1.08

응급실 4.57 0.99 3.57 1.34

외래 및 기타 4.42 0.66 3.03 1.08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25 0.89 0.891 0.488 3.63 1.06 2.531 0.029
*

3.88 1.13 3.25 1.28개월이상 년미만6 ~ 1
4.47 0.77 3.62 1.16년이상 년미만1 ~ 3
4.38 0.67 3.36 1.09년이상 년미만3 ~ 5
4.40 0.88 2.94 1.10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40 0.70 3.24 1.0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41 0.71 0.092 0.912 3.25 1.21 1.089 0.338

선임 책임간호사/ 4.37 0.90 3.22 0.97

보직자 4.39 0.67 3.55 0.96

부서이동

없음 4.39 0.85 -0.163 0.870 3.38 1.10 1.233 0.219

있음 4.40 0.72 3.20 1.10

이직 경험

없음 4.36 0.82 -0.927 0.355 3.37 1.12 1.780 0.076

있음 4.46 0.69 3.11 1.0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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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직무배치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1> 7.( )

직무배치

변수

감소방안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7.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16 0.83 0.370 0.711 3.07 1.15 -0.117 0.907

남성 4.10 0.83 3.10 1.16

연령

세 미만30 4.13 0.81 3.478 0.017
*

3.16 1.13 2.838 0.039
*

세이상 세미만30 ~ 40 3.97 0.89 2.78 1.06

세이상 세미만40 ~ 50 4.36 0.75 3.20 1.19

세 이상50 4.53 0.62 3.47 1.33

결혼상태

미혼 4.12 0.84 -0.677 0.499 3.06 1.10 -0.186 0.852

기혼 4.20 0.79 3.09 1.23

교육수준

전문대학 4.14 0.83 1.094 0.337 3.03 1.27 1.376 0.255

대학교 과정포함(BSN ) 4.11 0.85 3.02 1.12

석사 4.33 0.69 3.35 1.17

근무 부서

4.13 0.81 1.665 0.159 3.34 1.07 2.064 0.086외과계열
2.97 1.03내과계열 4.27 0.77

중환자실계열 4.11 0.80 3.26 1.20

응급실 4.43 0.90 3.35 1.40

외래 및 기타 4.01 0.86 2.86 1.13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13 0.64 0.548 0.740 3.88 0.99 2.361 0.041
*

3.75 0.89 3.25 0.89개월이상 년미만6 ~ 1
4.09 0.82 3.33 1.02년이상 년미만1 ~ 3
4.13 0.92 2.95 1.26년이상 년미만3 ~ 5
4.18 0.86 2.77 1.08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21 0.78 3.10 1.2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12 0.82 1.913 0.150 3.00 1.17 3.979 0.020
*

선임 책임간호사/ 4.10 0.88 3.00 1.07

보직자 4.42 0.67 3.61 1.17

부서이동

없음 4.11 0.84 -0.638 0.524 3.16 1.10 0.982 0.327

있음 4.18 0.82 3.01 1.18

이직 경험

없음 4.07 0.86 -2.091 0.038
*

3.08 1.10 0.191 0.848

있음 4.29 0.75 3.06 1.24

p< 0.05*



- 75 -

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직무배치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2> 8.( )

직무배치

변수

감소방안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8.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47 0.69 0.851 0.396 3.05 1.22 -0.610 0.543

남성 4.35 0.84 3.19 1.05

연령

세 미만30 4.56 0.65 1.716 0.164 3.03 1.26 0.890 0.447

세이상 세미만30 ~ 40 4.33 0.75 2.97 1.07

세이상 세미만40 ~ 50 4.43 0.79 3.32 1.23

세 이상50 4.41 0.71 3.18 1.24

결혼상태

미혼 4.52 0.66 1.923 0.056 2.94 1.21 -2.493 0.014
*

기혼 4.34 0.79 3.33 1.14

교육수준

전문대학 4.55 0.63 0.976 0.378 3.24 1.18 0.601 0.549

대학교 과정포함(BSN ) 4.47 0.71 3.02 1.20

석사 4.33 0.80 3.18 1.24

근무 부서

4.47 0.76 1.405 0.233 2.89 1.31 1.140 0.338외과계열
2.95 1.07내과계열 4.52 0.67

중환자실계열 4.46 0.62 3.02 1.26

응급실 4.70 0.70 3.48 1.44

외래 및 기타 4.34 0.76 3.15 1.13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50 0.53 1.299 0.265 3.38 1.30 1.308 0.261

4.13 0.99 2.63 1.06개월이상 년미만6 ~ 1
4.56 0.60 3.15 1.19년이상 년미만1 ~ 3
4.51 0.72 2.90 1.37년이상 년미만3 ~ 5
4.53 0.69 2.87 1.08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33 0.77 3.26 1.19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51 0.69 1.009 0.366 2.97 1.18 4.205 0.016
*

선임 책임간호사/ 4.38 0.78 3.02 1.19

보직자 4.42 0.62 3.65 1.17

부서이동

없음 4.47 0.71 0.210 0.834 2.94 1.17 -1.550 0.122

있음 4.45 0.71 3.17 1.21

이직 경험

없음 4.42 0.74 -1.078 0.282 3.13 1.19 1.128 0.260

있음 4.52 0.66 2.96 1.21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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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교육개발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3> 9.( )

교육개발

변수

감소방안 개인역량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9.
교육시간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08 0.87 1.840 0.067 3.28 1.00 1.781 0.076

남성 3.77 0.96 2.94 1.18

연령

세 미만30 4.03 0.84 0.606 0.612 3.32 1.00 2.861 0.037
*

세이상 세미만30 ~ 40 3.99 0.94 3.03 1.04

세이상 세미만40 ~ 50 4.20 0.95 3.52 1.00

세 이상50 4.00 0.71 3.00 1.06

결혼상태

미혼 4.01 0.91 -1.043 0.298 3.24 1.01 -0.022 0.982

기혼 4.13 0.82 3.24 1.06

교육수준

전문대학 4.14 1.03 0.580 0.561 3.31 1.11 0.480 0.619

대학교 과정포함(BSN ) 4.01 0.89 3.26 1.01

석사 4.15 0.74 3.10 1.06

근무 부서

3.71 1.01 2.117 0.079 3.32 0.90 0.360 0.837외과계열

3.25 0.86내과계열 4.05 0.75

중환자실계열 4.26 0.85 3.33 1.06

응급실 4.04 0.93 3.30 1.29

외래 및 기타 4.08 0.90 3.14 1.11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3.63 0.92 0.879 0.495 3.50 0.93 0.448 0.815

3.75 0.71 3.25 0.46개월이상 년미만6 ~ 1
4.11 0.79 3.36 0.95년이상 년미만1 ~ 3
4.00 0.92 3.23 1.11년이상 년미만3 ~ 5
3.98 1.02 3.11 1.01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14 0.84 3.24 1.10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04 0.84 0.246 0.782 3.22 1.06 0.353 0.703

선임 책임간호사/ 4.09 1.01 3.23 1.02

보직자 3.97 0.71 3.39 0.92

부서이동

없음 4.00 0.86 -0.730 0.466 3.30 0.96 0.812 0.418

있음 4.08 0.90 3.20 1.08

이직 경험 3.99 0.90 -1.302 0.194 3.28 1.01 0.866 0.387

없음 4.14 0.86 3.17 1.05

있음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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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교육개발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4> 10.( )

교육개발

변수

감소방안 현장업무 시 괴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10.
임상경력개발 제도를 연차별로 제공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14 0.82 1.678 0.095 3.67 0.92 2.273 0.029
*

남성 3.87 1.02 3.19 1.11

연령

세 미만30 4.09 0.83 0.636 0.593 3.58 0.98 0.654 0.581

세이상 세미만30 ~ 40 4.04 0.90 3.54 0.94

세이상 세미만40 ~ 50 4.25 0.84 3.77 0.89

세 이상50 4.18 0.73 3.71 0.99

결혼상태

미혼 4.09 0.86 -0.561 0.575 3.55 0.94 -1.476 0.141

기혼 4.15 0.82 3.73 0.96

교육수준

전문대학 4.17 0.85 0.838 0.434 3.86 0.95 1.298 0.275

대학교 과정포함(BSN ) 4.07 0.87 3.56 0.94

석사 4.25 0.74 3.65 0.98

근무 부서

3.79 1.02 1.941 0.104 3.55 0.76 0.598 0.664외과계열

3.63 0.89내과계열 4.19 0.72

중환자실계열 4.26 0.77 3.78 0.92

응급실 4.04 0.98 3.61 1.20

외래 및 기타 4.13 0.84 3.52 1.03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25 0.46 0.168 0.974 3.63 1.19 0.697 0.626

4.25 0.71 3.63 0.74개월이상 년미만6 ~ 1
4.07 0.84 3.64 0.99년이상 년미만1 ~ 3
4.10 0.97 3.54 1.10년이상 년미만3 ~ 5
4.06 0.92 3.45 0.88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14 0.79 3.74 0.9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08 0.84 0.191 0.826 3.50 1.01 2.933 0.055

선임 책임간호사/ 4.14 0.92 3.67 0.92

보직자 4.16 0.69 3.94 0.68

부서이동

없음 4.11 0.82 0.012 0.991 3.48 0.91 -1.926 0.055

있음 4.11 0.87 3.71 0.97

이직 경험

없음 4.08 0.87 -0.796 0.427 3.61 0.95 -0.021 0.983

있음 4.17 0.80 3.61 0.9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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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상호존중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5> 11.( )

상호존중

변수

감소방안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11. ,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17 0.87 0.265 0.791 3.33 1.17 1.025 0.306

남성 4.13 0.92 3.10 1.45

연령

세 미만30 4.18 0.88 0.631 0.595 3.20 1.31 1.716 0.164

세이상 세미만30 ~ 40 4.11 0.88 3.25 1.11

세이상 세미만40 ~ 50 4.30 0.85 3.48 1.09

세 이상50 4.00 0.87 3.82 1.01

결혼상태

미혼 4.18 0.87 0.371 0.711 3.22 1.30 -1.630 0.104

기혼 4.14 0.88 3.48 0.98

교육수준

전문대학 4.17 0.97 0.895 0.410 3.00 1.04 3.547 0.030
*

대학교 과정포함(BSN ) 4.20 0.86 3.26 1.26

석사 4.00 0.85 3.73 0.93

근무 부서

3.84 0.89 2.887 0.023
*

3.37 1.08 1.769 0.136외과계열

3.46 1.20내과계열 4.19 0.84

중환자실계열 4.30 0.79 3.52 1.21

응급실 3.87 1.10 3.35 1.34

외래 및 기타 4.30 0.83 3.03 1.20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25 0.46 0.170 0.973 3.75 0.71 5.445 0.000
*

4.00 0.93 3.13 1.46개월이상 년미만6 ~ 1
4.22 0.88 3.62 1.22년이상 년미만1 ~ 3
4.15 0.93 2.82 1.25년이상 년미만3 ~ 5
4.11 0.94 2.87 1.23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19 0.83 3.62 .99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20 0.86 0.508 0.602 3.13 1.26 4.259 0.015
*

선임 책임간호사/ 4.09 0.91 3.41 1.15

보직자 4.23 0.84 3.77 0.96

부서이동

없음 4.09 0.92 -1.206 0.229 3.27 1.29 -0.441 0.660

있음 4.22 0.83 3.33 1.14

이직 경험

없음 4.13 0.88 -0.883 0.378 3.33 1.26 0.480 0.632

있음 4.23 0.86 3.26 1.11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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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상호존중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6> 12.( )

상호존중

변수

감소방안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12.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28 0.85 -0.260 0.795 3.80 1.03 1.715 0.088

남성 4.32 0.87 3.45 1.36

연령

세 미만30 4.23 0.92 0.952 0.416 3.65 1.21 1.786 0.150

세이상 세미만30 ~ 40 4.30 0.81 3.72 1.01

세이상 세미만40 ~ 50 4.45 0.76 4.05 0.89

세 이상50 4.12 0.86 4.00 0.71

결혼상태

미혼 4.25 0.88 -0.848 0.397 3.67 1.15 -2.070 0.040
*

기혼 4.35 0.79 3.94 0.90

교육수준

전문대학 4.34 0.72 0.154 0.858 3.52 1.09 1.980 0.140

대학교 과정포함(BSN ) 4.27 0.89 3.74 1.13

석사 4.33 0.76 4.03 0.77

근무 부서

3.87 1.09 3.566 0.008
*

3.71 1.04 1.194 0.314외과계열

3.94 1.00내과계열 4.27 0.81

중환자실계열 4.37 0.77 3.83 1.10

응급실 4.17 1.07 3.91 1.16

외래 및 기타 4.47 0.68 3.58 1.11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25 0.71 0.368 0.870 4.38 0.52 3.867 0.002
*

4.13 0.99 3.00 1.20개월이상 년미만6 ~ 1
4.27 0.95 3.87 1.19년이상 년미만1 ~ 3
4.15 0.96 3.49 1.19년이상 년미만3 ~ 5
4.31 0.88 3.50 1.14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36 0.72 4.02 0.8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29 0.86 0.008 0.992 3.59 1.16 4.058 0.018
*

선임 책임간호사/ 4.28 0.87 3.91 1.02

보직자 4.29 0.78 4.10 0.70

부서이동

없음 4.26 0.90 -0.455 0.649 3.72 1.15 -0.471 0.638

있음 4.31 0.82 3.79 1.02

이직 경험

없음 4.25 0.90 -0.971 0.333 3.75 1.17 -0.296 0.767

있음 4.36 0.77 3.79 0.88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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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7> 13.( )

스트레스
관리

변수

감소방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13.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21 0.83 1.495 0.136 3.47 1.05 0.237 0.813

남성 3.97 0.95 3.42 0.99

연령

세 미만30 4.18 0.90 0.065 0.978 3.46 1.07 1.608 0.188

세이상 세미만30 ~ 40 4.15 0.80 3.32 1.02

세이상 세미만40 ~ 50 4.20 0.82 3.57 1.07

세 이상50 4.24 0.75 3.88 0.78

결혼상태

미혼 4.19 0.88 0.384 0.701 3.43 1.09 -0.681 0.496

기혼 4.15 0.77 3.52 0.93

교육수준

전문대학 4.45 0.69 1.678 0.189 3.52 1.15 0.913 0.403

대학교 과정포함(BSN ) 4.15 0.87 3.41 1.05

석사 4.13 0.82 3.65 0.92

근무 부서

3.92 0.97 1.252 0.289 3.61 1.03 0.828 0.509외과계열
3.43 1.00내과계열 4.16 0.72

중환자실계열 4.28 0.81 3.54 0.98

응급실 4.17 0.89 3.65 1.19

외래 및 기타 4.26 0.87 3.33 1.07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3.88 0.83 0.616 0.688 3.88 0.83 1.588 0.164

4.13 0.83 3.75 0.71개월이상 년미만6 ~ 1
4.29 0.83 3.56 1.08년이상 년미만1 ~ 3
4.05 1.00 3.36 1.01년이상 년미만3 ~ 5
4.16 0.85 3.19 1.11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21 0.78 3.57 0.99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19 0.86 0.109 0.897 3.39 1.07 2.045 0.132

선임 책임간호사/ 4.15 0.88 3.45 1.06

보직자 4.23 0.67 3.81 0.75

부서이동

없음 4.14 0.85 -0.686 0.493 3.39 1.03 -0.880 0.380

있음 4.21 0.84 3.51 1.05

이직 경험

없음 4.14 0.87 -0.903 0.367 3.51 1.04 1.069 0.286

있음 4.24 0.80 3.37 1.03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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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8> 14.( )

스트레스
관리

변수

감소방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고14. ,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제공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42 0.73 1.112 0.267 3.14 1.18 1.343 0.181

남성 4.26 1.03 2.84 1.16

연령

세 미만30 4.43 0.78 1.250 0.292 3.20 1.27 1.031 0.380

세이상 세미만30 ~ 40 4.41 0.71 2.91 1.18

세이상 세미만40 ~ 50 4.45 0.82 3.18 0.97

세 이상50 4.06 0.83 3.18 1.01

결혼상태

미혼 4.45 0.76 1.307 0.193 3.17 1.26 1.241 0.216

기혼 4.31 0.79 2.98 0.99

교육수준

전문대학 4.62 0.62 1.959 0.143 2.76 1.21 1.457 0.235

대학교 과정포함(BSN ) 4.40 0.77 3.16 1.19

석사 4.25 0.87 3.10 1.13

근무 부서

4.32 0.77 0.627 0.644 3.11 1.09 0.573 0.682외과계열

3.17 1.02내과계열 4.37 0.75

중환자실계열 4.50 0.75 2.98 1.32

응급실 4.57 0.73 3.39 1.31

외래 및 기타 4.37 0.81 3.05 1.23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25 1.39 1.100 0.361 3.38 1.41 0.371 0.868

4.25 .89 2.88 .99개월이상 년미만6 ~ 1
4.53 .72 3.15 1.30년이상 년미만1 ~ 3
4.26 .79 3.23 1.29년이상 년미만3 ~ 5
4.52 .65 2.98 1.12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33 .80 3.11 1.1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39 0.79 0.904 0.406 3.05 1.27 0.367 0.693

선임 책임간호사/ 4.47 0.73 3.15 1.09

보직자 4.26 0.82 3.23 1.02

부서이동

없음 4.46 0.70 1.007 0.315 3.10 1.22 -0.053 0.958

있음 4.36 0.82 3.11 1.15

이직 경험

없음 4.44 0.76 1.055 0.293 3.17 1.22 1.163 0.246

있음 4.33 0.79 2.99 1.11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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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직의도 감소방안 스트레스 관리 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인식차이< 29> 15.( )

스트레스
관리

변수

감소방안 폭언 비하 인격모독 등이 발생했을 때15. , ,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중요도 실현가능성

M SD t/F p-value M SD t/F p-value

성별

여성 4.32 0.81 1.404 0.162 3.32 1.17 -0.031 0.975

남성 4.10 1.11 3.32 1.33

연령

세 미만30 4.29 0.94 1.203 0.309 3.28 1.28 0.259 0.855

세이상 세미만30 ~ 40 4.22 0.75 3.29 1.11

세이상 세미만40 ~ 50 4.50 0.79 3.45 1.15

세 이상50 4.18 0.73 3.35 1.00

결혼상태

미혼 4.29 0.89 -0.229 0.819 3.29 1.25 -0.422 0.674

기혼 4.31 0.76 3.36 1.05

교육수준

전문대학 4.59 0.68 1.924 0.148 3.52 1.35 0.527 0.591

대학교 과정포함(BSN ) 4.26 0.88 3.28 1.20

석사 4.28 0.75 3.35 0.98

근무 부서

4.03 0.97 2.321 0.057 3.18 1.09 1.344 0.254외과계열

3.40 1.02내과계열 4.43 0.67

중환자실계열 4.13 1.02 3.33 1.27

응급실 4.52 0.85 3.78 1.28

외래 및 기타 4.35 0.78 3.19 1.26

근무 경력

개월 미만6 4.13 1.13 0.489 0.784 3.38 1.41 0.751 0.586

4.25 0.89 2.88 1.36개월이상 년미만6 ~ 1
4.31 0.94 3.42 1.27년이상 년미만1 ~ 3
4.13 1.00 3.05 1.32년이상 년미만3 ~ 5
4.35 0.75 3.37 1.12년이상 년미만5 ~ 10

년 이상10 4.35 0.75 3.37 1.08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29 0.86 0.019 0.981 3.20 1.27 1.786 0.170

선임 책임간호사/ 4.30 0.86 3.41 1.09

보직자 4.32 0.75 3.58 0.99

부서이동

없음 4.28 0.87 -0.351 0.726 3.34 1.19 0.267 0.790

있음 4.31 0.83 3.30 1.19

이직 경험

없음 4.24 0.91 -1.435 0.152 3.36 1.19 0.824 0.411

있음 4.40 0.72 3.23 1.18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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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중요도 차이[ ] 4.

항목

특성

중요도

감소방안 복지2.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감소방안 보상4.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감소방안 직무범위6.

업무범위

시간 근무 외( , ,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M ±SD F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4.63±0.52 0.258 4.63±0.74 1.848 4.25±0.89 0.891

개월이상 년 미만6 ~ 1 4.38±0.92 4.25±0.89 3.88±1.13

년이상 년 미만1 ~ 3 4.45±0.69 4.27±0.87 4.47±0.77

년이상 년 미만3 ~ 5 4.54±0.60 4.05±0.89 4.38±0.67

년이상 년 미만5 ~ 10 4.55±0.74 4.39±0.86 4.40±0.88

년이상10 4.55±0.68 4.48±0.65 4.40±0.70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53±0.64 0.054 4.27±0.85 1.408 4.41±0.71 0.092

선임 책임간호사/ 4.51±0.78 4.41±0.77 4.37±0.90

보직자 4.55±0.62 4.48±0.68 4.39±0.67

Notes:
*
p<0.05,

**
p<0.01,

***
p<0.001

계속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복지 보상 직무범위 의 중요도 차이<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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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

중요도

감소방안 직무배치7.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감소방안 직무배치8.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4.13±0.64 0.548 4.50±0.53 1.299

개월이상 년 미만6 ~ 1 3.75±0.89 4.13±0.99

년이상 년 미만1 ~ 3 4.09±0.82 4.56±0.60

년이상 년 미만3 ~ 5 4.13±0.92 4.51±0.72

년이상 년 미만5 ~ 10 4.18±0.86 4.53±0.69

년이상10 4.21±0.78 4.33±0.77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12±0.82 1.913 4.51±0.69 1.009

선임 책임간호사/ 4.10±0.88 4.38±0.78

보직자 4.42±0.67 4.42±0.62

Notes: *p<0.05, **p<0.01, ***p<0.001

계속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직무배치 의 중요도 차이<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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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

중요도

감소방안 상호존중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감소방안 상호존중12.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4.25±0.46 0.170 4.25±0.71 0.368

개월이상 년 미만6 ~ 1 4.00±0.93 4.13±0.99

년이상 년 미만1 ~ 3 4.22±0.88 4.27±0.95

년이상 년 미만3 ~ 5 4.15±0.93 4.15±0.96

년이상 년 미만5 ~ 10 4.11±0.94 4.31±0.88

년이상10 4.19±0.83 4.36±0.72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4.20±0.86 0.508 4.29±0.86 0.008

선임 책임간호사/ 4.09±0.91 4.28±0.87

보직자 4.23±0.84 4.29±0.78

Notes:
*
p<0.05,

**
p<0.01,

***
p<0.001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상호존중 의 중요도 차이<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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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5.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실현가능성 차이

항목

특성

실현가능성

감소방안 복지2.

직원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감소방안 보상4.

노력과 근면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감소방안6.

직무범위

시간 근무 외( , ,

직종 간 를)

명확히 구분

M ±SD F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4.00±0.93 2.377
*
3.50±1.20 1.975 3.63±1.06 2.531

*

개월이상 년 미만6 ~ 1 3.25±1.04 3.25±0.89 3.25±1.28

년이상 년 미만1 ~ 3 3.18±1.04 3.62±1.05 3.62±1.16

년이상 년 미만3 ~ 5 3.31±1.13 3.54±1.10 3.36±1.09

년이상 년 미만5 ~ 10 2.98±1.03 3.19±1.11 2.94±1.10

년이상10 2.87±1.14 3.08±1.23 3.24±1.0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3.17±1.13 1.144 3.50±1.10 6.738
*

3.25±1.21 1.089

선임 책임간호사/ 2.97±1.05 2.95±1.19 3.22±0.97

보직자 2.97±1.05 3.48±1.00 3.55±0.96

Notes:
*
p<0.05,

**
p<0.01,

***
p<0.001

계속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복지 보상 직무범위 의 실현가능성 차이< 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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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

실현가능성

감소방안 직무배치7.

보직제도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감소방안 직무배치8.

부서이동시 개인의견 반영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3.88±0.99 2.361
*

3.38±1.30 1.308

개월이상 년 미만6 ~ 1 3.25±0.89 2.63±1.06

년이상 년 미만1 ~ 3 3.33±1.02 3.15±1.19

년이상 년 미만3 ~ 5 2.95±1.26 2.90±1.37

년이상 년 미만5 ~ 10 2.77±1.08 2.87±1.08

년이상10 3.10±1.21 3.26±1.19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3.00±1.17 3.979
*

2.97±1.18 4.205
*

선임 책임간호사/ 3.00±1.07 3.02±1.19

보직자 3.61±1.17 3.65±1.17

Notes:
*
p<0.05,

**
p<0.01,

***
p<0.001

계속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직무배치 의 실현가능성 차이<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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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특성

실현가능성

감소방안 상호존중11.

업무를 재촉하는 말 행동,

삼가

감소방안 상호존중12.

존댓말 사용과 동료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M ±SD F M ±SD F

근무경력

개월미만6 3.75±0.71 5.445
*

4.38±0.52 3.867
*

개월이상 년 미만6 ~ 1 3.13±1.46 3.00±1.20

년이상 년 미만1 ~ 3 3.62±1.22 3.87±1.19

년이상 년 미만3 ~ 5 2.82±1.25 3.49±1.19

년이상 년 미만5 ~ 10 2.87±1.23 3.50±1.14

년이상10 3.62±0.99 4.02±0.81

부서 내 직책

주임간호사 3.13±1.26 4.259
*

3.59±1.16 4.058
*

선임 책임간호사/ 3.41±1.15 3.91±1.02

보직자 3.77±0.96 4.10±0.70

Notes:
*
p<0.05,

**
p<0.01,

***
p<0.001

표 직무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감소방안 상호존중 의 실현가능성 차이<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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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duction Plan for th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Yun, Su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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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reduction plan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for hospital nurses. The purpose was also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ach plan to provide basic data for maintaining the nursing

personnel in charge of hospital medical servi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nurses that worked in thre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 total of 256 individuals

participated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and aim of the study.

Data collection took place for a total of nine days from September 22, 2020

to September 30, 2020.

The SPSS Window 25.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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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the following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Borich requirements and Locus for

Focus model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gards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5 of the

participants were women (87.9%), which accounted for the majority. Most were

under 30 years of age (116 participants, 45.3%) and unmarried (170

participants, 66.4%). University (187 participants, 73.0%) accounted for the

majority in regards to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Outpatient departments

and others were the most common with 86 participants(33.6%), and work

experience (over 10 years) was the most common with 84 participants(32.8%). The

positions within the department were 138 chief nurses (53.9%), 87

senior/responsible nurses (34.0%), and 31 employees (12.1%). There were 147

participants(57.4%) who had experience in moving departments, and 166 (64.8%)

who had no experience with changing jobs.

Second, the importance of the 15 items in the plan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was an average of 4.23 points. In contrast, the feasibility was 3.25

points.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was perceived as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ach item.

Third, Among the plans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six items that

corresponded to both the priority of Borich demand and the first quadrant (HH

area)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were derived as the items to be managed as

the top priority.

The items appeared in the following order: welfare for reduction plan 2 (a

system for employee welfare), reduction plan 8 (reflecting upon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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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s when moving departments), stress management for reduction plan 14

(creating an environment for reducing physical and mental fatigue and

maintaining a sense of stability), compensation for reduction plan 5 (providing

appropriate salary in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workload), job scope for

reduction plan 6 (clearly separated scope of work for hours, outside work, and

those between occupations), and reward for reduction plan 4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hard work and dilig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items corresponding to each by classifying the items of the reduction plans

with the highest priority into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management.

Job satisfaction included welfar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employee

welfare), compensatio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hard work and diligence

and appropriate salary in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workload), and job

scope [work range (hours, outside work, between occupations) and job assignment

(reflecting individual opinions when moving departments)] were included in

order of priority. Job stress management (reducing physical and mental fatigue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for maintaining a sense of stability) also

appeared as a prio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reduction measures for th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feasibility.

The measures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 reduc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even in the actual hospitals where they work.

Keywords: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improvement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