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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현수인1 · 이태화2
연세대학교의료원 파트장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김모임 간호학연구소 교수2

Effects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Teamwork on
Clinical Performance of Nurses in Tertiary Hospitals
Hyun, Sooin1 · Lee, Taewha2
1

Part Leader,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teamwork on clinical performance
to improve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ertiary hospital nurs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ne
30, 2017 and a total of 172 nurses from three tertiary hospit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Results: Clinical performance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education session for competency, and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rofessional autonomy
and teamwork.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tertiary hospital nurses included in teamwork
(β=.40, p<.001), professional autonomy (β=.27, p<.001).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1% of clinical performance
(p<.001).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improve clinical performance of tertiary hospital nurse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include continuous and systemic education programs for professional autonomy and
suitable programs to elevate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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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원의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함과 더불
어 환자 상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간호업무
수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복합 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수행이란 간호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간호현장

의 환자 쏠림현상은 여전히 의료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

에서 업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의 기록으로 정의

으며 환자의 높은 중증도와 더불어 질적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

되며 간호 표준에 대한 수행 정도에 따라 간호조직의 생산성과

구 등 간호사의 업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

간호대상자의 간호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1].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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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역할 갈등, 자기효능감, 회복

술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간호사의 임상적

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간호사의 지식, 역량과 신념의 수준에 따라 다를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수행이 탁월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 간호사는 환자의 입원 경험을 보다 더 좋게 하는 것으로 확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임상적 의사결정

인되었다[2-4]. 그러나 그동안 확인된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을 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간호사 개인의 전문직 자율성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실제 간호업무수행에 대하

의 수준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여 판단하고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요인보다는 간호사의 정서

음을 예상하여 볼 수 있다. 또한 Labrague 등[9]의 연구에서는

적 측면 요인이 많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업무를 잘 수행

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돌보게 되며 정확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자율성은 임상적 의사결정 외에

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른 간호 행위의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

도 동료와의 팀워크, 간호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유연한 업무처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환자 상태의 중

리 등에 작용하며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대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간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독자적이면서 동

호사의 즉각적인 판단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시에 협력적인 업무이며 간호사가 자율적 실무(autonomous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동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팀

practice)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호사 개인의 업무이기도 하지

워크라 하겠다.

만 동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에 기반한 업무임을 확인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에 대하여 Kramer와 Schmalenberg

할 수 있다. 즉 간호사의 업무가 각기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업

[5]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시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

무분담을 할지라도 간호사 간의 협력 상태, 즉 팀워크가 간호사

화한다고 하였는데 1990년대의 간호사의 자율성이 임상적 의

의 개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결정에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2000년 이후 간호사의 자율

아울러 간호사는 다양한 직종과 끝없는 의사소통을 통한 협

성은 생산적인 간호업무 환경의 요소임과 동시에 표준 실무

동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타 직종 간의 팀워크뿐만

(standard practice)라고 하였다. 이로써 간호사의 자율성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간호사와의 팀워크도 중요한 업무 요

근거 기반 실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소 중의 하나이다. Xyrichis와 Ream [10]은 의료 분야에서 팀

간호사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가 업무수행에 대한 정확도, 지식

워크는 두 명 이상의 건강전문가들이 환자를 돌봄에 있어서 공

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으며 간호업무수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통의 건강목표를 공유하고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쏟는 것이라

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속

고 하였고 이는 상호의존적 협력, 공개된 의사소통 방법과 의

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간호사가 자신의 간호업무수행에 대하

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여 환자의 좋은 결과에 가치가 더해질 것

여 동료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구하지만, 임상적 의사결정은 개

이며 조직과 직원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별적이고 독립적이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상호의존적이

여기서 팀워크의 속성으로 제시한 공유된 의사결정은 간호사

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ove 등[6]은 개인적 자율성의 패

의 자율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러다임이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으로 변화하고

바와 같이 팀워크 또한 간호사의 업무수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관계적 자율성이 임상 실무와 연구에서 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리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

또한 Kalisch와 Lee [11]는 환자 간호 시에 발휘되는 좋은 팀

였으며 관계적 자율성이 추후 임상 실무에서 가시적이고 긍정

워크는 간호 과정에 영향을 주어 간호업무 누락(missing nurs-

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국내의 전문직 자율성

ing care)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Rahn [12]의 연

개념분석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개인의 특성, 교육, 임상경험

구에서 간호사의 팀워크가 간호 수행과 밀접한 낙상, 욕창, 유

등을 선행 요인으로 하며 독자적인 간호업무 외에도 협동적 상

치도뇨관 감염 등의 간호 민감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호의존성, 업무에 대한 자신감, 능동적 업무관리 등을 속성에

때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팀워크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

포함하였다[7].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의 일정 수준 이상의 팀워크는

Oshodi 등[8]은 간호사의 자율성의 특징은 독립적으로 일

환자 간호업무수행을 조정하고 치료 과정을 관리하며 환자와

하면서도 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

간호사를 연결하여주는 역할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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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13].

환자 비율과 업무의 복잡성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간호사는 업무 중에 서로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더라

상으로 하여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가 간

도 의료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 다른

호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간호업무수행

간호사가 짚어주는 행위로 협력적 팀워크를 발휘하고, 서로의

과 관련된 개인적 조직적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역할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경력간호사가 저년차 간호사의 업

고자 한다.

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팀워크를 향상시키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 간다[14]. 이는 임상현장에서 업무수행

2. 연구목적

시 간호사가 인지하는 팀워크 정도가 동료에게 임상적 의사결
정을 위한 조언,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표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가 독자적이기도 하지만 협력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과 팀

적인 업무이기에 간호사가 인식하고 있는 팀워크가 간호업무

워크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다. 또한 Cooper 등[15]은 모의 간호업무수행 상황에서의 팀

음과 같다.

워크 훈련을 통하여 간호사 개인과 관련된 변수인 지식, 신념
과 역량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팀워
크가 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향을 줌으로써 간호사
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간호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보행, 영양, 환자 교육, 투약 등의 간
호업무는 팀워크에 기반한 업무이기보다는 간호사 개인의 업
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간호업
무들이 독자적이더라도 동료의 조언이나 협력을 통하여 수행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와
간호업무수행의 정도를 확인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와 간호업무수행의 차이를 확인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와
간호업무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하는 업무이며, 전반적인 간호업무수행이 팀워크의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Rafferty 등[16]에 따르면 간호사의 자율성과 팀워크는 강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질 높은 간호를

1. 연구설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연구
에서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질 높은 간호(perceived quality of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

care)에 대하여 측정하였을 뿐 임상현장에서 팀워크가 다양한

과 팀워크, 간호업무수행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앞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

서 말한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는 복잡하고, 변

구이다.

화가 많아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

2. 연구대상

사에게 팀워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 그리고 그에 따라 간
호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3곳의 상급종합병원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자율성이 임상적 의사

에 근무하는 간호사 172명을 편의추출 하였고 병동관리 업무

결정, 간호사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높은 간호관리자와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요인으로 확인된 바는 있으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업

어려운 6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필

무수행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한 연구를

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협력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간호현장에

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서 간호사가 인식하는 팀워크와 간호업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95%, 예측변수(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일반적 특성) 7개로 하

밝힌 연구 역시 보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증

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53명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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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18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

3) 간호업무수행

었고, 그 중 178부(98.9%)가 회수되었으며, 설문 응답에 누락

본 연구에서는 Park 등[1]이 간호사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기

이 많은 불성실한 자료 6부를 제외한 총 172부(95.6%)가 본 연

위하여 개발한 간호사의 인사평가 도구를 Park 등[20]이 수정

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 도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사를 통하여 실
제 임상현장에서 제공되는 간호업무의 각 영역을 포함하는 도

3. 연구도구

구로서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도구
는 병원간호사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도구로서 간

1) 전문직 자율성

호제공기능 20문항, 간호지원기능 3문항, 간호사의 태도 5문

본 연구에서는 Schutzenhofer [17]이 개발한 전문직 자율성

항,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기능 2문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이

척도(Schutzenhofer Professional Nurse Autonomy Scale,

며,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Park 등[20]

SPNAS)를 Han 등[18]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이 제시한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3이었으며, 동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낮은 자율성을 나타내는 10문항, 중간

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Park [2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10문항, 높은 자율성을 나타내는 10

Cronbach’s ⍺값이 .96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 값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수준은 likert 4점

은 .96으로 나타났다.

척도로 ‘나는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4점, ‘나는 이런 식으
로 행동하는 편이다’ 3점,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편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이다’ 2점, ‘나는 전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윤리생명

각 문항에는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낮은 자율성 문항에는 1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

가중치를 주고, 중간 정도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문항에는 2의

인을 받았고(과제승인번호 4-2017-0291), 서울시 소재 3곳의

가중치, 높은 자율성의 문항에는 3의 가중치를 두었다. 전문직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자율성 도구의 최저점은 60점에서 최고점은 240점으로 자율

기간은 2017년 6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구자가

성 정도의 구분은 60~120점인 경우 자율성 정도가 낮은 것으

연구 진행 병원을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료수집 협조를 얻고 연

로, 121~180점은 중간 정도의 자율성을, 181점 이상인 경우는

구 진행 병원의 간호부의 담당 수간호사 또는 교육간호사를 방

높은 수준의 자율성 정도를 나타낸다. Schutzenhofer [17]가

문하여 연구 계획서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출하고 연구의 목

제시한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92였고, 본 연구

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 연구참여자에 한하여 서면동의

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서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
며 총 180부를 배부하여 178부를 회수하였다.

2) 팀워크
본 연구에서는 Hwang과 Ahn [19]이 공개된 도구인 TPQ

5. 자료분석

(teamwork perception questionnaire)를 번역, 역번역 및 예비
조사를 통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번안 도구
에 대해서 저자의 동의하에 사용하였다. TPQ는 미국의 건강 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련 종사자의 팀워크 인식 도구로서 팀 구성(team structure), 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간호업

리더쉽(team leadership), 상황 모니터(situation monitoring),

무수행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상호지지(mutual suppor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간

가지 하부 영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

호업무수행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워크에 대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Hwang과 Ahn [19]의 연구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간호업무수행 간의 관계

에서 사용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6으로 나타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5로 나타났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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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연구결과

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r)

＜30
30~39
≥40

(N=172)
n (%) or
M±SD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은 52.9%의 대상자가 30세 이하이며,
여성이 94.2%, 63.4%가 미혼 상태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 졸
업이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외과 병동에 근무하는

91 (52.9)
44 (25.6)
37 (21.5)
31.9±7.8

대상자는 72.1%였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0.2%였으며, 임

타났다(Table 1).

상경력은 1~4년이 40.1%, 10년 이상이 34.9%였다. 역량개발
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는 3~6회가 54.1%로 가장 많이 나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09 (63.4)
63 (36.6)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 (11.0)
134 (77.9)
19 (11.0)

Medical-surgical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Outpatient

124 (72.1)
10 (5.8)
17 (9.9)
21 (12.2)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138 (80.2)
34 (19.8)

Career (yr)

＜1
1~4
5~9
≥10

14 (8.1)
69 (40.1)
29 (16.9)
60 (34.9)

3.09점, 팀 리더쉽은 3.04점, 상황모니터링은 3.10점, 상호지지

＜3
3~6
≥7

28 (16.3)
93 (54.1)
51 (29.7)

4.27점, 간호지원 4.40점, 간호사 태도 4.36점, 의사소통 및 인

Work department

Education for competency
(number of times/yr)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및 간호업무수행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 평균은 169.8점이었으며, 전체 대
상자의 25%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73.8%는 중간 수준을, 1.2%
가 낮은 수준의 자율성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총점은 5점 만점
으로 환산하여 3.40점으로 나타났고 하부 영역인 팀 구성은
3.11점, 의사소통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 총점
은 5점으로 환산하여 4.30점이었으며 하부 영역인 간호제공
간관계는 4.37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Professional Autonomy, Teamwork and Clinical Performance
Variables

(N=172)

n (%) or M±SD

Min

Max

Professional autonomy
Low level
Medium level
High level

169.8±21.4
2 (1.2)
127 (73.8)
43 (25.0)

118.0
118.0
121.0
181.0

240.0
119.0
180.0
240.0

Teamwork
Team structure
Team leadership
Situation monitoring
Mutual support
Communication

3.40±0.30
3.09±0.33
3.04±0.39
3.10±0.33
3.11±0.32
3.17±0.35

2.77
1.43
2.00
2.00
2.14
2.29

4.40
4.00
4.00
4.00
4.00
4.57

Clinical performance
Providing nursing care
Nursing support
Attitude of nurs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4.30±0.49
4.27±0.51
4.40±0.60
4.36±0.53
4.37±0.64

2.83
2.25
2.67
2.60
2.50

5.00
5.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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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및 간호

5.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수행 차이
간호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전문직 자율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근무부서에

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일반적 특성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15, p =.007).

의 변수 중 간호업무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팀워크는 일반적 특성 중 근무부서에 따른 그룹 간의 유의한 차

역량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를 더미변수화하여 전문

이가 나타났고(F=3.46, p=.018), 직위에서도 책임간호사가 일

직 자율성, 팀워크를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간호업무수행에

반간호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2.01, p=.019),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독립변

역량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는 .86으로 일반적

는 것으로 나타났다(F=6.15, p=.003). 간호업무수행에서는 역

기준치인 0.1 이상에 부합하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7

량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로 일반적 기준치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것으로 나타났다(F=3.74, p=.026)(Table 3).

확인하였으며,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1.90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어 잔차의 정규성,

4. 전문직 자율성, 팀워크 및 간호업무수행 간의 관계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38.51, p <.001).

간호업무수행은 전문직 자율성(r=.42, p <.001)과 팀워크

회귀분석 결과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

(r=.5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수(Adjusted R )는 .31로 설명력은 31.0%였다. 구체적으로 간

났다(Table 4). 전문직 자율성은 팀워크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

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여 보면 간호업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38, p <.001).

수행에 가장 주요한 예측요인은 팀워크(β=.40, p <.001)이었

2

Table 3. Professional Autonomy, Teamwork and Clinical Performance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Age (yr)

Professional autonomy

Teamwork

(N=172)
Clinical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30
30~39
≥40

166.9±22.1
171.3±23.7
172.8±16.1

1.28
(.280)

3.38±0.29
3.40±0.30
3.36±0.31

0.17
(.844)

4.26±0.52
4.33±0.49
4.39±0.43

1.06
(.347)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68.8±23.1
170.1±18.1

-0.37
(.059)

3.38±0.27
3.39±0.34

-0.29
(.410)

4.25±0.49
4.39±0.48

-1.84
(.954)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68.2±19.3
168.0±23.0
179.3±16.8

2.39
(.094)

3.34±0.30
3.37±0.28
3.51±0.37

2.05
(.132)

4.32±0.39
4.28±0.50
4.43±0.51

0.76
(.470)

Work department

MSUa
PUb
ICUc
OPUd

170.1±19.4
4.15
151.9±20.1
(.007)
162.6±20.1 d＞a, b, c*
177.8±28.9

3.35±0.30
3.51±0.33
3.40±0.21
3.54±0.28

3.46
(.018)
b, d＞a, c*

4.32±0.52
4.26±0.33
4.17±0.46
4.36±0.41

0.53
(.663)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168.8±22.2
171.2±17.8

-0.57
(.194)

3.36±0.27
3.48±0.38

-2.01
(.019)

4.25±0.50
4.51±0.42

-2.71
(.195)

Career (yr)

＜1
1~4
5~9
≥10

163.3±19.0
166.7±21.7
175.3±27.1
170.7±17.9

1.57
(.198)

3.42±0.25
3.40±0.27
3.32±0.32
3.39±0.33

0.54
(.659)

4.07±0.56
4.31±0.45
4.22±0.55
4.40±0.48

2.10
(.103)

Education for competency
(number of times/yr)

＜3a
3~6b
≥7c

167.7±19.6
167.5±20.4
173.4±23.9

1.33
(.268)

3.28±0.29
3.35±0.27
3.50±0.31

6.15
(.003)
c＞a, b*

4.13±0.60
4.29±0.49
4.43±0.40

3.76
(.026)
c＞a, b*

*Post hoc: Scheffé́ test; ICU=Intensive care unit; MSU=Medical-Surgical unit; OPU=Outpatient unit; PU=Pediatric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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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Autonomy, Teamwork and Clinical Performance
Variables

(N=172)

Professional autonomy

Teamwork

Clinical performance

r (p)

r (p)

r (p)

Professional autonomy

1

Teamwork

.38 (＜.001)

1

Clinical performance

.42 (＜.001)

.50 (＜.001)

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ors of Clinical Performance
Variables

B

SE

(Constant)

1.02

.38

Teamwork

0.67

.11

Professional autonomy

0.01

.00

(N=172)
t

p

2.69

.008

.40

5.84

＜.001

.27

3.86

＜.001

β

2

2

R =.31, Adj. R =.31, F=38.51, p＜.001

고, 그다음으로는 전문직 자율성(β=.27, p<.001)으로 나타났

Lee 등[25]의 연구에서 측정한 전문직 자율성 결과는 160.3점

다.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업무수행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안에서의 환

있다고 확인되었던 역량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는 회

자 중증도의 차이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유추하여 볼 수

귀분석 결과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지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팀워크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않았다.

본 연구의 팀워크 정도는 3.4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논

의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Ahn [19]에서 나타난
3.46점과 유사하게 중정도의 팀워크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

영역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팀 리더쉽 영역이 가장 낮

과 팀워크가 간호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고 의사소통과 상호지지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여 추후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

인식하는 팀워크에 있어서 급성기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업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무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팀워크를 형성하는 간호업

에서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의 설명력

무환경에 대한 Lee와 Kim [23]의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은 31.0%로 나타났다.

규모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상황에 적합한 팀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평균 169.8점으로 종합병원과 대

워크 증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Rahn [12]의 연구결과에서

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158.3점에 비하여 높

간호사의 팀워크 인식은 5점 만점 중 3.04~3.72점으로 나타났

은 수준으로 나타나[22]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병원 규모별 자

는데, 다른 도구의 사용으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

율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Lee와 Kim [23]의

와 유사하게 중정도의 팀워크 수준으로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결과와 유사하며 병원 규모와 전문직 자율성이 양의 상관관계

있으며 중정도의 팀워크 수준에서 간호 수행과 밀접한 낙상,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Labrague 등[9]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욕창, 유치도뇨관 감염 등의 간호 민감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것

있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신

으로 비추어 볼 때, 추후 간호사 간의 팀워크 형성을 위한 지지

의 업무수행 범위와 이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가 넓어 환자 간호

적이고 협력적인 환경 구축을 통하여 더 좋은 간호 수행에 따른

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

간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한다고 볼 수 있어[8,24] 무엇보다 간호현장에서 간호 실무

간호업무수행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전 연구

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간호사

와 비교하여 보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Cho와 Chung [26]

의 전문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의 연구에서의 3.82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필요하다. 반면에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21]의 연구에서 나타난 4.06점보다 다소 높은 4.30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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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병상 수 규모와의 관련성은 체계

서는 임상적이고 조직적 자율성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임상

적인 관련 연구를 시행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업무수

현장에서 간호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아닌 동료와의

행의 하부 영역을 비교하여 보면 간호제공, 간호지원, 간호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자율성의 범

태도 및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위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간호사 간의 팀워크로 연결되어 간호

Kim과 Park [21]의 연구에서는 간호지원 영역이 가장 저하된

사의 자율성과 팀워크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간호사가 업무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 영역이 고른

를 수행함에 있어 연속적인 업무수행의 흐름에서 복합적으로

분포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치료

작용하는 변수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적 업무 환경에 많은 지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19,22]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의 범위가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복잡한 업무 환경의 조율을 위

전문직 자율성 수준은 높고 팀워크 수준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

한 의사소통, 업무 개선, 고객 만족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동시

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결정의 기회

에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업무수행 영역에서

가 많고 업무의 복잡성으로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역량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참여 횟수에 따라 간호업무수행 정

다. 특히 간호사가 인식하는 팀워크는 간호사의 업무적 상황과

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경력간호사일지라도 지속

연결되는데, 연구의 대상이 된 3개 병원의 간호전달체계는 1곳

적인 역량 교육이 간호업무수행을 통한 질적 간호에 영향을 줄

은 팀 간호방법, 2곳은 총체적 간호방법이다. 팀 간호방법이더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경력간호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라도 담당 환자의 개념이 혼용되어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담당

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으며, 총체적 간호방

본 연구결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는

법은 담당 간호사가 근무 조 내에서 담당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팀워크가 자율성의 전제

고 간호수행을 해야 한다[28]. 이러한 혼재된 형식의 간호전달

조건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관계임을 주장한

체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간호사의 독자적 의사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간호사의 전문직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상급종합병원은 신규

자율성과 팀워크가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와 저년차 간호사의 비율이 높고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직 자율성이

동료의 조언이나 협력이 필수적이고 간호사의 자율성에 기반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이 뛰어날 것으로 예측한 Labrague 등

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팀워크를 통한 업무수행이 요구되

[9]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병원의 간호전달체계에 따라 간호사가

가 담당 환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계획하고, 시

인식하는 팀워크 정도나 간호사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의 범

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따라 환자에게 적용할 수행의 우선순위

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병원의 특성과 간호전달체계에 적

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간호사의 자율성이 영향을 주는

합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전 연구[11,12]에서 간호사의 팀워크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간호 민감 지표, 간호업무 누락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영향

본 연구는 서울시의 3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폭을 넓혀 전

로 수행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적이며, 본 연구에서 사

반적인 간호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용한 Park 등[20]의 도구는 상위 관리자의 관찰형으로 개발된

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환자의 치료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간호사의 자가보고형식으로 수정되어

과정 중 독자적인 업무 외에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외래간호

한 조언과 협력, 2인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간호 활동 등

사와 병동간호사를 동일한 도구로 간호업무수행을 측정하여

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간호사의 팀워

결과 해석에 신중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외래간호업무

크가 단순 지표를 넘어 전반적인 간호업무수행에 있어서 영향

에 적합한 도구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을 주고 있으며 단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 지속적으
로 팀워크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

론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사의 업무적 권위를 이용한
독자적인 행위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Kramer 등[27]에 따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업

르면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간호 실무의 통제 범위를 넘어

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의 효율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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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을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
무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가 인식하는 팀
워크이며 전문직 자율성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

n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5):781792.
8. Oshodi TO, Bruneau B, Crockett R, Kinchington F, Nayar S,
West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autonomy: A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study. BMC Nurs-

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 향상

ing. 2019;18:51. https://doi.org/10.1186/s12912-019-0378-3

과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율

9. Labrague LJ, McEnroe-Petitte DM, Tsaras K. Predictors and

성과 팀워크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협
력적 업무 관계를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
직 자율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병원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
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

outcomes of nurse professional autonomy: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19;25(1):
e12711. https://doi.org/10.1111/ijn.12711
10. Xyrichis A, Ream E. Teamwork: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1(2):232-241.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96.x
11. Kalisch BJ, Lee KH. The impact of teamwork on missed nursing care. Nursing Outlook. 2010;58(5):233-241.
https://doi.org/10.1016/j.outlook.2010.06.004

언한다. 둘째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팀워크가 간호 결과에

12. Rahn DJ. Transformational teamwork: exploring the impact of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지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

nursing teamwork on nurse-sensitive quality indicators. Jour-

구대상이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에게 한정되어 연구결

nal of Nursing Care Quality. 2016;31(3):262-268.
https://doi.org/10.1097/NCQ.0000000000000173

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 규모

13. Kang SY, Kwon HK, Cho MR.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및 병원의 간호전달체계에 따른 확대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88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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