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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3년의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태와 방황, 

그리고 각오와 결심의 끊임없는 반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태하고 방황할 

때마다 저를 잡아주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논문 지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지도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저의 논문 청원에도 미소로 답해주신 이태화 교수님. 1년이란 시간 

동안 논문의 주제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끊임없는 조언와 지원으로 저의 다듬어지지 

않은 글들이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종양 간호 수업과 실습, 논문까지 항상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수 교수님, 예리한 시각으로 주제에 대해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며 방향을 가르쳐 주신 이현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동안 많은 가르침으로 제가 종양 전문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상희 교수님과 이향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부시절, 항상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시고, 졸업 후에도 간호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저의 담임반 김기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김가연 팀장님, 백영미 

차장님, 대학원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강정애 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3교대 근무의 어려움에도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잦은 

근무표 양보와 배려,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150병동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 시절부터 제가 어엿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이승연 차장님과 김수미 선생님을 비롯한 172병동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3년의 힘든 대학원 과정을 함께 해준 동기 김소정, 문보라, 민경휘, 

반유미, 손경은, 장용희, 정유리, 조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의 긴 논문 

여정에서 단계 단계마다 벽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도움을 주고 함께 

고민해주었던 동기 강새름에게 더욱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기들 덕분에 

힘든 과제와 시험, 실습의 연속이었던 지난 3년을 웃음으로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힘으로 자료 수집이 어려워 좌절하고 논문을 접을까 고민했던 그 시간, 

흔쾌히 저를 위해 방법을 알아보고 정말 큰 도움을 주셨던 정혜정 선생님. 대학원, 

그리고 병동의 선배님으로서 제가 순탄하게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시고, 대상자 모집에 발 벗고 도와주셨던 척척석사 김라린 선생님. 논문 

진행 과정, 단계 단계 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수 많은 양질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유지수 선생님. 그리고 대상자 모집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전문간호사 협회의 모든 관계자 분들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135분의 전문간호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유소윤, 그리고 햇살 같이 맑은 사랑하는 나의 딸 다윤이. 

3교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논문 쓰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더 많이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과 대학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를 싫은 기색 없이 버텨준 사랑하는 

소윤이에게 가장 큰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버팀목인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 항상 사랑으로 저를 키워 주신 아버지 박태균, 어머니 이원진, 동생 

박해미. 그리고 부족한 저를 사위로 맞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님 유병연, 

어머님 김현숙,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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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치적역량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성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13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 등록하고 현재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의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총 135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대상자의 설문지 4개와 일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1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7.5%로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30대가 58.5%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62.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간호사 경력은 2년 

이하가 48.3%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역량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0.5%였으며, 정치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4.6%,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4.4%였다. 

2.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0±0.5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는 정치효능감 3.86±0.55점, 정치행동 2.95±0.66점, 정치지식 

2.91±0.65점, 정치적상호작용 2.28±0.81점이었다. 직무특성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9±0.4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피드백 

3.97±0.54점, 과업중요성 3.89점±0.59점, 과업정체성 3.74점±0.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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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3.55점±0.74점, 기술다양성 3.28±0.58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8±0.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의 전문성 

3.71±0.52점, 간호실무역할 3.59±0.63점, 전문직 자아개념 3.45±0.54점, 

사회적인식 3.15±0.57점, 간호의 독창성 3.01±0.66점이었다. 

3.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t=2.392, p=0.018), 

근무지(t=2.525, p=0.013), 직위(t=5.693, p=0.004), 전문간호사 경력(t=4.065, 

p=0.008), 정치적역량 교육 경험(t=2.960, p=0.004), 정당가입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628, p<.001). 

4.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 직무특성과 

정치적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395, 

p<.001), 간호전문직관은 정치적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3, p<.001). 

5.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무특성의 하위 

영역 중 기술다양성(β=.247, p=.005), 간호전문직관(β=.211, p=0.16), 

근무지(β=-.169, p=.043) 순으로 정치적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치적역량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특성의 하위영역 중 기술다양성과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근무지가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을 고려한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간호사의 업무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직무설계 개발과 

전문간호사 직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관 및 협회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되는 말 :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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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추세, 간호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가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의료비 절감을 위해 1990년 이후 3차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직제와 역할이 등장하였다(김진현, 2010; 설미이 et al., 2017). 

최근 병원의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전문간호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미비, 전문 간호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설미이 et al., 20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참여자와 우호적인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유용성을 논의하는 정치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김진현, 2010). 이를 위해 

간호계는 보건의료정책에 국민 건강 중심의 간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입법 관계자 등 과 활발한 정치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Hamric, Hanson, Tracy, & O'Grady, 2013; 한남경 & 김광숙, 2020).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정보, 체계적 

분석능력의 정치지식과 내·외적 정치효능감 및 간호전문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체, 봉사 활동과 네트워킹 및 설득력 등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시키고 정치리더십, 정치표현, 주장행동, 정치옹호, 정치참여 

및 정책개입 등의 정치행동으로 정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한남경 & 김광숙, 2020). 

그러나 간호사는 간호와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치 참여 방법이나 

관련 지식이 적을 뿐 아니라 정치 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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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Abood, 2007; Vandenhouten, Malakar, Kubsch, Block, & Gallagher-

Lepak, 2011). 우리나라 간호사의 내재된 정치적 역량 또한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 참여 및 정치관심도 등도 미흡하여 입법 과정이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소연, 고일선, & 배가령, 20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 연령, 성별, 

지위,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Verba & Nie, 1972; Verba et al., 1978; 

Carpini & Keeter, 1996; Van Deth, 2013),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시민적성향 

등과 같은 정치심리적 요인(Schlozman, 2002; 남인용 & 허일수, 2012; 신경아, 김정은, 

& 한미정, 2018; 장석준 & 유승관, 2017), SNS 로 대표되는 대중매체 이용과 같은 

사회적 연결성(Cohrs & Boehnke, 2008; 송원숙, 2019; 전소연 et al., 2014), 그 외에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Putnam, 2000; 박찬욱, 2005)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역량 유사 개념이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이나 간호전문직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 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윤은자, 권영미, & 안옥희, 2005). 

한남경(2019)은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이 정치적 역량의 구성 요인 중 하나이며, 

간호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직업 윤리, 그리고 뚜렷한 

간호전문직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 옹호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대상자의 권리와 더불어 최선의 이익 및 

가치를 보존하고 대변 및 보호하는 활동 과정으로서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관련 

유사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Bu & Jezewski, 2007; 한남경, 2019).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상자 옹호와 간호전문직관, 정치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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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파악하고 상관 관계를 확인한 김민지와 이현경(202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대상자 옹호는 국외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시 낮은 수준이며, 정치참여 역시 

중하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정치참여, 

교육수준,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대상자옹호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간호전문직관과 정치참여는 대상자 옹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직무특성이란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배성현, 2001), 

직무 수행에 있어 직무의 의무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 직무를 특성별로 구분하고 있다. 직무담당자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성된 핵심적 직무특성을 통해 중요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내적 직무동기,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핵심적 직무특성과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성장욕구강도, 지식과 기술, 

상황만족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한다(Hackman & Oldham, 1980). 

직무특성이론에서는 직무담당자의 심리적 상태로서 직무에 대해 느끼는 의미성, 

직무에 대한 책임감, 직무수행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Hackman & Oldham, 

1975). 직무는 개인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간호사들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인식을 파악하고, 

직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동기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직무의 의미와 책임감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고, 정치적역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관련된 법적 이슈, 간호법 제정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 내에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연구는 정치참여, 정치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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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효능감과 같은 정치적역량 유사 개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정치적역량의 

구성 요인과 속성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정치적역량의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과 전문직관이 정치적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 대상의 

정치적역량 개발,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치적역량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 개발,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2)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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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전문간호사 

 

(1) 이론적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수행하는 

자이다(대한간호협회,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 역할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13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 

등록하고 현재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의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1) 이론적 정의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은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정보, 

체계적 분석능력의 정치지식과 내ㆍ외적 정치효능감 및 간호전문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체, 봉사활동과 네트워킹 및 설득력 

등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시키고 정치리더십, 정치표현, 주장행동, 

정치옹호, 정치참여 및 정책 개입 등의 정치행동으로 정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능력이다(한남경 & 김광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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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은 한남경(2019)이 개발한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측정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직무특성 

 

(1) 이론적 정의 

직무 특성은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말하며(배성현, 2001),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의미와 책임감, 결과에 대해 인지하게 하여 성과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직무 특성을 의미한다. 핵심요소로 기술 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이 있다(Hackman & Oldham, 198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직무특성 모형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핵심적 직무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ims Jr, Szilagyi 와 Keller(1976)가 Hackman 과 Oldham(1975)의 Job 

Diagnostic Survey(JDS)에 근거하여 개발한 Job Characteristic Inventory(JCI)를 

이지우(1997)가 우리말로 번역한 측정 도구로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간호전문직관 

 

(1) 이론적 정의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윤은자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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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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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정치적역량은 정치철학,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내외에서 합의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없으며 개념 개발 연구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연구는 주로 정치효능감, 정치관심, 

정치지식 등의 유사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한남경, 2019). 따라서 

정치적역량 관련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참여나 대상자옹호,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지식과 같은 정치적역량 유사 개념이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장석준 & 유승관, 2017; 

전소연 et al., 2014; 전소연, 고일선, & 이지현, 2015; 한남경, 2019). 특히 

정치적역량은 정치참여의 동기 또는 태도 변수로서 정치적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참여와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남경, 2019). 

정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제도들 그리고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권력, 부, 자원의 분배, 그리고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이자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적 활동이자 집단적 결정 과정으로 정의된다(Heywood, 2015).  

한편 ‘역량’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국립국어원, 

2008). 이는 주로 조직이나 직업 및 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오던 용어로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Le Deist & Winterton, 2005) 

전통적으로 간호학에서의 역량 개념은 Spencer 와 spencer(2008)의 빙산모델(Iceberg 

model)에 근거하여 특정 상황이나 직무 수행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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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가치관, 비판적 사고력, 신뢰감, 마음가짐 등이 통합되어 나타난다(Swendsen, 

1985). 따라서 기존의 간호학 연구에서 역량은 간호업무에 있어 맡은 직책에서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 판단, 실력 등을 종합한 개인의 내면적인 

자질로서 간호실무능력, 의사결정능력, 전문가적 가치관, 리더십, 관리,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팀 업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Campbell & Mackay, 

2001; Nursing & Council, 2015). 

이러한 정치와 역량의 개념을 종합한 정치적역량의 개념 역시 모호하여 학자들 

간의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정치 정보, 정치 관심, 

시민적 기술, 시민역량, 정책 역량 등 다양한 개념이 정치적역량의 유사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참여 맥락의 역량과 조직 내에서의 정치기술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Christensen & Bengtsson, 2011; 

한남경, 2019).  

의료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국민건강 옹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이슈나 정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정책 의사 결정이나 정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보건의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Boswell, Cannon, & 

Miller, 2005; Conger & Johnson, 2000; 한남경 & 김광숙, 2020). 국제 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긍정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직을 통해 활동을 하며, 건강상 위험에 처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12). 또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서도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과 국민건강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13).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에서의 정치적역량 개념은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념개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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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도 일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Halstead, Rains, Boland 와 May(1996)는 

21세기에 정치적으로 깨어 있는 간호대학원생의 6가지 정치적역량으로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서의 전문직의 개입 분석, 지역 건강 문제에 세계적인 동향의 포함, 다양한 

정치 분야와 프로세스가 의료전달체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다양한 정치 

분야와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력, 건강 증진 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치 운동 활동가로서의 활동 헌신을 제시하였다. Rains 과 Barton‐Kriese 

(2001)는 이러한 6가지 구성요소를 언급하며 정치적역량은 간호전문직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권리 실현, 간호사의 현대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Warner(2003)는 6명의 간호사 출신 정치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의 방법을 

사용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간호는 역사적 기반에서부터 본질적인 핵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것이며 전문직 발전, 의료 시스템의 발전, 공중 보건의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Warner(2003)는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효과적인 정치적 개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관점, 가치라고 정의하며 

전문지식, 네트워킹을 통한 기회창출, 강력한 설득력, 집단적 힘을 위한 헌신, 

전략적인 관점, 그리고 인내심을 정치적역량의 6개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Warner(2003)에 따르면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간호, 건강, 간호의 

질과 같은 간호의 가치를 선호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전략적인 문제해결, 

대인 관계 등과 같은 고전적 의미의 간호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정치적역량은 

간호 실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는 이를 통해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영향을 이해하고 간호 실무의 정치적, 정책적 토대를 찾을 수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amric, Hanson, Tracy, & O'Grady(2013)은 Advanced Practice Nursing 에서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심층적 지식, 정치적 안테나, 파워 행사 세 가지로 구성되며 

또한 간호사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긍정적 변화 촉진을 위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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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행능력으로 실천을 위한 과학적 기초,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근거에 기반한 연구 및 분석, 의료의 질 개선과 변혁을 위한 정보 기술, 정치 활동 

및 정책 개발, 건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참여, 의료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긍정적 변화 촉진을 위한 분야를 초월한 협업, 발전된 간호 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한남경과 김광숙(2020)은 혼종모형을 사용하여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의 현상을 

이해하고 개념의 본질과 속성을 규명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을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지식과 내, 외적 정치효능감 및 간호전문직 

자부심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확대시키고, 정치행동으로 정치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치적역량의 하위영역으로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적 상호작용, 정치행동의 4개 

차원과 차원에 따른 15개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이나 추진 등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간호의 근본 이념인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더욱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관련요인 

 

 

1. 개인적 특성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적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Verda 와 Nie(1972)가 고안한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SES 

model)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은 개인의 교육, 소득, 직업을 포함한 사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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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위나 사회인구론적 특징을 포함한 복합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각각의 특징에 의해 정치참여의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김태완, 2015).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정치에 대한 지식, 연령, 

성별, 지위, 소득, 교육수준(Verba & Nie, 1972; Verba et al., 1978; Carpini & 

Keeter, 1996; Van Deth, 2013)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참여의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한 변수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상적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박은형, 2018; 이재현 & 김욱, 

2018).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영향요인은 정치심리적 요인이다. 정치심리적 요인은 

정치참여를 이해관계나 선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개인이 정치 영역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이나 가치체계 등을 의미한다(김태완, 2015). 최근 국내에서는 

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으로서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시민적성향(Schlozman, 2002; 

남인용 & 허일수, 2012; 신경아, 김정은, & 한미정, 2018; 장석준 & 유승관, 2017)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시민적성향은 시민이 정치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적 성향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욱, 

2005).  

최근 정치참여 영향 요인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SNS 로 대표되는 대중매체 

이용이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이 있으며 SNS, 팟캐스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이 새로운 대중 매체로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hrs & Boehnke, 2008; 송원숙, 2019; 전소연, 고일선, 

& 배가령, 2014). 그 외에도 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 역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과 설득 능력, 정치효능감의 강화 등을 통해 시민적 성향, 정치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0; 박찬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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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특성 

 

직무는 일련의 과업들의 묶음을 말하며 과업이란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세부적인 작업 활동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성과의무의 최소한의 

의무수행단위로서(이진규, 2001) 구성원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매체이다.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각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는 직무 수행을 통해 충족된다(이지우, 1997).  

직무특성이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 갖는 직무의 의무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 직무에 대한 특성이다(Hackman & Oldham, 1980). 

조직행동 분야에서는 조직의 각종 유효성 변수들과 직무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이론이 

개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이지우, 1997), 

직무가 조직이나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Hackman & 

Oldham에 의해 개발된 직무특성모형이다(Griffin, 1987). 직무특성모형은 직무의 

특성과 작업에 대한 개인의 반응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개인에게 

혜택이 되는 인력 측면과 과업 측면의 성과를 만드는 다섯 가지 핵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Hackman & Oldham, 198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다양성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활동, 기능, 재능 등의 다양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가 작업자의 다양한 기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김우진 & 서원석, 2010). 과업정체성은 직무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작업의 완성을 요구하는 정도로서 전체 작업 중에 해당 구성원의 직무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의 정도를 말한다(임지혜 & 주재현, 2017). 과업중요성은 

수행직무가 조직 내 구성원의 업무 및 관련 외부 사람들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자율성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계획이나 

세부절차를 결정할 때 허용되는 자율재량권과 독립성을 의미한다(임지혜 & 주재현, 

2017; 장경로, 2005). 마지막으로 피드백이란 직무수행 결과를 구성원 스스로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정보를 



１４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강대선 & 류기형, 2009).  

즉,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에 따라 직무담당자는 직무에 대한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자율성에 따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며, 피드백에 의해 작업 

활동 결과에 대한 인식하게 되어 개인들은 보람, 책임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식 

등의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만족, 동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우진 & 서원석, 2010). 조직구성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조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특성이론은 동기부여와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고 조정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배성현, 2001)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직무특성이 정의되고 있으나, Hackman과  

Oldham(1980)의 직무특성 모형은 직무 설계의 중요한 근거로서 공공기관, 기업, 행정, 

서비스업 등을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박정려 & 권수혜, 2018; 지철규 & 장영철, 2012). 간호사의 

직무특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자율성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기경 & 허혜경, 2003; 어금숙 et al., 2003). 공공기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중 자율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며, 피드백이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나타났다(이영주, 김소희, & 이태화, 2015).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직무특성 요인 중 피드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율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정일희, 2011). 

소화기 내시경실 간호사들은 직무특성 요인에서 과업중요성,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무의 자율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술다양성과 자율성은 간호사들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율성은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 수준이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아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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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결과, 간호사들은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피드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자율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무특성에 대한 높은 

인식은 간호업무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특성은 직무만족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개인에게 내재적인 만족과 동기를 제공하며, 조직에게는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간호사의 직무만족,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특성의 5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 특성이 

전문간호사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간호전문직관, 

정치적역량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활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간호성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이미지, 신념, 개념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견해를 

의미한다(윤은자 et al., 2005; 이미애, 강선주, & 현혜순, 2019). 간호사는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통해 간호를 의미 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전문성을 가지게 하며, 간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애 et al., 2019; 임대순, 2004). 바람직한 전문직관을 정립하지 못했을 

경우, 간호사는 간호의 가치가 미미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느껴 갈등을 겪게 되며, 

전문직의 자긍심이 결여되고 위축시켜 개인과 간호 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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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강현숙, 조결자, 최남희, & 김원옥, 2002). 

이러한 뚜렷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정치적 역량의 중요 구성 요인 중 하나로서 

정치적역량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S. Cohen et al., 1996; 

전소연 et al., 2014; 한남경 & 김광숙, 2020). 따라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적인 

독자성 및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문직업적 사명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서윤진, 남미라, & 안옥희, 2005).  

국내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전문직업성이나(권경자, 고경희, 김경원, & 김정아, 2010; 조헌아 & 김남희, 2014),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최동원 & 박영미, 2020), 이를 통해 직무만족, 직무몰입, 간호업무성과, 

임상수행능력, 이직의도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수현 & 

박희옥, 2020; 류영옥 & 고은, 2015; 정은하 & 한수정, 2020; 정혜윤 & 김세영, 

2016; 주현숙 & 전원희, 2018). 또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향상된 간호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김나래, 2015).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의사결정역량, 문제해결능력, 정신간호역량, 간호역량,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민선, 양남영, & 

김진학, 2020; 오혜린, 2020; 윤현경, 최지혜, 이은영, 이해영, & 박미정, 2013; 조유진 

& 한영란, 2020). 

그러나 간호전문직관과 정치적역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만이 이루어졌다. 

김민지와 이현경(2021)은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대상자 옹호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무지 및 근무 관련 특성과 같은 거시사회적 요인과 간호전문직관 및 

정치참여와 같은 미시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옹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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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총 경력, 교육 수준, 근무형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정치참여는 대상자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은 직무만족, 간호업무수행,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간호사 개인의 만족도나 조직의 업무효율성 향상 및 다양한 역량의 향상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의 정치적역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까지 이들 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발달 뿐 아니라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을 

파악하고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교육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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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연구 설계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 역할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13개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 등록하고 

현재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의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선정 기준 
 

1)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제외 기준 

 

1)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의료법에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C. 표본수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 대상 기준에 부합한 전문간호사 130명으로서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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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크기는 Cohen(J. Cohen, 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05), 검정력(.80), 효과크기(.15), 예측요인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의 

표본 수는 118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30명으로 산출하였다. 총 135명이 응답하였고 이중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교육기관 근무자의 설문지 4개와 일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1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D.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부터 연구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관련특성 17문항,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35문항, 직무특성 15문항, 간호전문직관 29문항을 포함한 총 

9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소득 수준, 정치적 역량 관련 교육 

여부, 정치 참여 활동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정보 습득 경로를 

포함한다. 대상자의 근무관련 특성은 근무지, 직위, 근무형태, 경력, 전문간호사 

취득 분야, 전문간호사 역할을 설문을 통해 확인한다.  

 

2.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 수준 측정을 위해 한남경(2019)이 개발한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 도구는 하부요인으로 정치지식요인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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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효능감요인 8문항, 정치적 상호작용요인 5문항, 정치행동요인 13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지식은 정치적역량의 지식정보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하부 척도로서 정치지식, 

정치정보, 체계적 분석능력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정치적역량의 

태도 또는 심리적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하부 척도로서 내적 정치효능감, 정치관심, 

간호전문직 자부심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상호작용은 정치적역량의 

대인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하부척도로서 설득력, 네트워킹의 속성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행동은 정치적역량의 정치활동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하부척도로서 정치표현, 정치리더십, 정치옹호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의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정치적역량을 산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였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치지식 .0.90, 

정치효능감 .86, 정치적상호작용 .83, 정치행동 .92로 나타났다.   

 

3. 직무특성 

 

직무특성 모형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핵심적 직무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ims Jr 등 

(1976)이 Hackman 과 Oldham(1975)의 Job Diagnostic Survey(JDS)에 근거하여 개발한 

Job characteristic inventory(JCI)를 이지우(1997)가 우리말로 번역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기술다양성 3문항, 과업정체성 3문항, 과업중요성 3문항, 

직무자율성 3문항, 피드백 3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술다양성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기능이나 재능,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과업정체성이란 직무가 요구하는 전체로서의 완결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의 전체 작업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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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중요성이란 직무 자체가 관련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자율성은 작업수행방법, 일정계획수립, 작업기준 등을 

결정하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정도를, 마지막으로 피드백이란 직무성과의 

유효성에 대해 직무담당자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결과에 대해 받게 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해당 도구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부정적 문항(2문항)은 역산 처리한다.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직무특성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특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 

수준 Cronbach's α 값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었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개 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9개 문항, 사회적인식 8개 문항, 

간호의 전문성 5개 문항, 간호실무역할 4개 문항, 간호의 독창성 3개 문항으로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격, 태도, 

자세 등 기본적인 자질을 의미하며, 사회적인식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의미한다. 간호의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의미하며 간호실무역할은 간호전문직관의 행위 측면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간호의 

독창성은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의 주체성, 독특성, 그리고 독립성을 의미한다.  

해당 도구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부정적 문항(3문항)은 역산 처리한다.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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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 수준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E.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연세의료원 세브란

스병원 IRB 4-2021-0399)을 받은 후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협조 아래 2021년 6월 16

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구글)를 통해 자료 수

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 연구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 

과정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한 뒤 한국전문간호사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집공고문과 연구 참여 설명문을 게시하였다. 대상자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

고문 내에 명시된 URL 주소를 누르거나, QR 코드를 입력하면 참여 동의 안내문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설문지 제공 시 연구 참여로 인한 위험과 이익, 연구 참여가 자발적이

고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점과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의 비밀 보장 

등이 기재된 설명문을 동의서와 함께 제공하였다. 

설문 조사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한 IP 당 한 개의 설문지만 제출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도록 모든 문항에 응답한 설문지만 제출

되도록 하고. 문항에 복수로 응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문항 당 한 개의 

응답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답례품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별도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전자 자료는 

비밀번호로 연구자 자택의 잠금 설정된 컴퓨터에 보관 후 연구 종료 3년 후 삭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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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분석(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전문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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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나이, 결혼상태, 소득 수준, 정치적 역량 관

련 교육 여부, 정치 참여 활동 여부, 정당 가입 여부,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정보 습

득 경로와 근무관련 특성인 근무지, 직위, 근무형태, 전문간호사 경력, 전문간호사 

취득 분야, 전문간호사 역할을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15명(97.5%)으로 대부분이었다. 연령은 30대가 69명

(58.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35명(28.7%)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3명(61.9%)

이었으며, 소득수준은 중 이하가 69명(58.4%)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지는 상급

종합병원이 102명(86.4%)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4명(62.7%)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고정근무가 88명(74.6%)이었다. 전문간호사 경력은 2년 이하가 

57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2~5년이 19명(16.1%), 5년~10년이 26명(22.0%), 10년

~15년이 12명(10.2%), 15년 이상이 4명(3.4%)이었다. 전문간호사 분야는 종양이 46명

(38.7%)로 가장 많았고, 임상 27명(22.7%), 노인 18명(15.1%), 가정 9명(7.6%) 순이

었다. 대상자 중 1명만이 2개 이상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로 수행 중인 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70명(59.3%)이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교육자 32명(27.1%), 협동자 8명(6.8%), 자문가와 

지도자가 각 3명(2.5%), 연구자 2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6명(30.5%)이었으며, 

정치 참여에 대한 활동을 해본 대상자는 29명(24.6%)으로 나타났다. 정당 가입한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17명(14.4%)이었고, 노조 가입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1명

(51.7%)이었다. 정치 정보 습득 경로는 인터넷이 73명(6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TV 34명(28.8%), 대화 7명(5.9%), 신문 3명(2.5%), 기타 1명(0.8%)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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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남성 3 2.5 

 여성 115 97.5 
 

   

연령  20대  10 8.5 

 30대 69 58.5 

 40대 34 28.8 
 50대 이상 5 4.2 
 

   

결혼  상태 미혼 44 37.3 

 기혼 73 61.9 
 기타 1 0.8 
 

   

소득  수준 상 3 2.5 

 중상 46 39.0 
 중 66 55.9 

 중하 이하 3 2.5 
 

   

근무지 병원급 의료기관 14 11.9 

 상급종합병원 102 86.4 

 산업체 1 0.8 

 기타 1 0.8 
 

   

직위    일반간호사 74 62.7 

 책임간호사 25 21.2 

 간호관리자 이상 9 7.6 

 기타 10 8.5 
 

   

근무형태 교대 근무 30 25.4 

 고정 근무 88 74.6 
 

   

전문간호사 경력 2년 이하 57 48.3 

 2년~5년 미만 19 16.1 

 5년~10년 미만 26 22.0 

 10년~15년 미만 12 10.2 

 15년 이상 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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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118)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전문간호사 분야 종양 46 38.7 

 임상 27 22.7 

 노인 18 15.1 

 가정 9 7.6 

 아동 9 7.6 

 응급 4 3.4 

 산업 2 1.7 

 중환자 2 1.7 

 감염관리 1 0.8 

 호스피스 1 0.8 
 

   

주된 수행분야 전문가적 간호실무제공자 70 59.3 

 교육자 32 27.1 

 협동자 8 6.8 

 자문가 3 2.5 

 지도자 3 2.5 

 연구자 2 1.7 
 

   

정치적역량관련 교육 여부 없다 82 69.5 

 있다 36 30.5 
 

   

정치 참여 활동 여부 없다 89 75.4 

 있다 29 24.6 
 

   

정당 가입 여부 현재 가입 10 8.5 

 과거 가입했으나 현재 탈퇴 7 5.9 

 가입한 적 없음 101 85.6 
 

   

노조 가입 여부 현재 가입 38 32.2 

 과거 가입했으나 현재 탈퇴 23 19.5 

 가입한 적 없음 57 48.3 
 

   

정치정보 습득 경로 인터넷 73 61.9 

 TV 34 28.8 

 대화 7 5.9 

 신문 3 2.5 

 기타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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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1.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정도는 <표2>과 같다.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총점은 175점 

만점에 106.82±19.14점이었으며 전체 문항 평균 점수는 3.00±0.54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 평균 점수는 정치효능감 영역이 3.86±0.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행동 2.95±0.66점, 정치지식 2.91±0.65점, 정치적상호작용 

2.28±0.8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N=118) 

구분 가능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정치지식 9~45 26.19±5.84 2.91±0.65 

정치효능감 8~40 30.90±4.39 3.86±0.55 

정치적상호작용 5~25 11.38±4.04 2.28±0.81 

정치행동 13~65 38.36±8.52 2.95±0.66 

정치적역량 35~175 106.82±19.14 3.00±0.54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는 <표3>과 같다. 정치적역량의 총 

35문항 중에 정치효능감 영역의 ‘나의 선거 참여나 투표행위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문항이 4.18±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행동 

영역의 ‘나는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다.’문항이 

1.77±0.93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치지식 영역에서는 ‘나는 

최근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를 알고 있다.’문항이 3.22±0.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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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82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치효능감 영역에서는 ‘나의 선거 참여나 

투표행위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문항이 

4.18±0.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간호사들의 연대감이 

정치적 성취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믿음이 있다.’으로 3.58±1.01점이었다. 

정치상호작용 영역에서는 ‘나는 간호전문직 단체(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각종 학회 등)의 활동(세미나, 공청회, 서명, 집회나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문항이 3.03±1.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외부 조직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있다.’문항이 1.92점±0.9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행동 영역에서는 ‘나는 간호사의 역할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가 

3.83±0.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다.’문항으로 1.77±0.9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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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18)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치지식 2.91 .65 

나는 최근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를 알고 있다. 3.22 .84 

나는 정치나 사회 관련 최근 이슈를 알고 있다.  3.19 .78 

나는 사회 문제나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다. 3.18 .95 

나는 보건의료 관련 이슈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TV, 
일간지 신문, 인터넷, SNS, 간호 관련 신문 또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수집한다. 

3.09 .92 

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2.81 .85 

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2.80 .79 

나는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2.68 .87 

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긴다. 

2.66 .98 

나는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55 .82 

정치효능감 3.86 .55 

나의 선거 참여나 투표행위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8 .70 

나는 상대방의 경험과 인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08 .54 

나는 간호사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4.03 .79 

나는 보건의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3.84 .65 

나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치참여는 간호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3.76 .79 

나는 국민을 옹호하기 위해 보건의료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3.7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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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간호사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67 .82 

나는 간호사들의 연대감이 정치적 성취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믿음이 있다. 

3.58 1.01 

정치상호작용 2.28 .81 

나는 간호전문직 단체(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각종 
학회 등)의 활동(세미나, 공청회, 서명, 집회나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3.03 1.20 

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한 적이 있다, 

2.22 1.06   

나는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조직 단체와 협력한 
적이 있다. 

2.14 1.00 

나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조직단체(시민사회단 
체, 정당,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와 만난 적이 있다. 

2.07 1.04 

나는 외부 조직단체의 구성원이었던 적이 있다. 1.92 .93 

정치행동 2.95 .66 

나는 간호사의 역할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3.83 .75 

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76 .87 

나는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3.47 .84 

나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3.41 .90 

나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3.33 .93 

나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3.28 .88 

나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9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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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나는 주위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지가 
있다. 

2.87 .88 

나는 나의 정치적 견해를 논리정연하게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다. 

2.66 .94 

나는 정치인 또는 공무원 등의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48 .93 

나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2.31 1.02 

나는 정치 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이트나 SNS 등에 
의견을 올린 경험이 있다. 

2.20 1.19 

나는 자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다. 

1.7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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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무특성 

 

대상자의 직무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직무특성의 

정도는 총점 75점 만점에 55.30±6.20점이었으며 전체 문항 평균 점수는 

3.69±0.41점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 평균평점은 5점 척도로 비교하였을 때 피드백이 

3.97±0.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과업중요성 3.89±0.59점, 자율성 

3.55±0.74점, 과업정체성 3.74±0.68점, 기술다양성 3.28±0.5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직무특성 

(N=118) 

구분 가능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기술다양성 3~15 9.85±1.73 3.28±0.58 

과업정체성 3~15 11.23±2.04 3.74±0.68 

과업중요성 3~15 11.67±1.78 3.89±0.59 

자율성 3~15 10.65±2.21 3.55±0.74 

피드백 3~15 11.90±1.61 3.97±0.54 

직무특성 15~75 55.30±6.20 3.69±0.41 

  

대상자의 직무특성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는 <표5>과 같다. 대상자의 직무특성의 

기술다양성은 평균 3.28±0.58점으로 ‘내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문항이 3.60±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역문항인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이 2.87±0.98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업정체성은 평균 3.74±0.68점으로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일의 

시작에서 끝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문항이 4.04±0.83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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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역문항인‘나는 어떤 일의 한 부분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로 3.40점±0.84점이었다.  

과업중요성은 평균 3.89±0.59점으로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문항이 3.94±0.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의 업무처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 받는다.’ 문항이 3.92±0.81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로 3.81±0.72점이었다. 

직무자율성은 평균 3.55±0.74점으로, ‘내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문항이 3.81±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나의 업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로 3.39±0.85점이었다. 

피드백은 평균 3.97±0.54점으로,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문항이 4.01±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금방 알 수 있다.’ 문항이 

3.97±0.6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상급자나 동료가 지적해주지 않더라도 

업무 처리 그 자체를 통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문항으로 

3.92±0.70점이었다.  

 

 

  

 

 

 

 

 

 



３４ 
 

<표 5> 대상자의 직무특성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기술다양성 3.28 .58 

내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3.60 .79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3.37 .94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2.87 .98 

   

과업정체성 3.74 .68 

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일의 시작에서 
끝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4.04 .83 

나의 업무는 대부분 처음부터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를 짓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3.79 .89 

나는 어떤 일의 한 부분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3.40 .84 

   

과업중요성 3.89 .59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3.94 .63 

나의 업무처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3.92 .81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3.81 .72 

   

직무자율성 3.55 .74 

내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3.81 .78 

나는 업무 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다. 3.46 .85 

나의 업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3.39 .85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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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직무특성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피드백 3.97 .54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4.01 .56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금방 
알 수 있다. 

3.97 .66 

상급자나 동료가 지적해주지 않더라도 업무 처리 그 
자체를 통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3.92 .70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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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총점 145점 만점에 96.40±14.09점이며 전체 문항 평균 점수는 3.38±0.48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들의 평균평점은 5점 척도로 비교하였을 때 간호의 전문성 

영역이 3.71±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실무역할 3.59±0.63점, 전문직 자아개념 

3.45±0.54점, 사회적 인식 3.15±0.57점, 간호의 독창성 3.01±0.6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N=118) 

구분 가능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전문직 자아개념 9~45 31.05±4.88 3.45±0.54 

사회적 인식 8~40 23.43±5.03 3.15±0.57 

간호의 전문성 5~25 18.53±2.59 3.71±0.52 

간호실무역할 4~20 14.36±2.52 3.59±0.63 

간호의 독창성 3~15 9.03±1.98 3.01±0.66 

간호전문직관 29~145 96.40±14.09 3.38±0.48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는 <표7>과 같다. 간호전문직관의 

총 29문항 중에 전문직 자아개념 영역의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시간 등을 아낌없이 바친다.’문항이 3.97±0.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자아개념 영역의‘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문항이 2.31±0.88점, 간호의 독창성 영역의 역문항인‘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항이 2.31±0.9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을 제외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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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 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문항이 3.57±0.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문항이 2.51±0.8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의 

전문성 영역은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고유한 서비스이다.’문항이 3.97±0.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간호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로 3.25±0.86점이었다. 간호실무역할 영역에서는 ‘간호사는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전문인다운 자질을 보여준다.’ 

문항이 3.78±0.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표현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문항이 3.40점±0.8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호의 독창성 영역에서는 역문항인 ‘간호사는 

병원 내의 타 직종의 전문인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가 3.38±0.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역문항인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로 

2.31±0.9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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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전문직자아개념 3.45 .54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시간 등을 
아낌없이 바친다. 

3.97 .85 

간호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므로 
전문직업인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3.80 .73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3.77 .70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3.66 .81 

간호사는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3.47 .83 

간호사는 대부분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41 .85 

간호사는 복장과 외모를 볼 때 전문직업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3.39 .87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된 인격자로 보인다. 3.28 .87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2.31 .88 

사회적인식 3.15 .57 

간호사는 의사를 비롯한 타 전문인들과 동료의식을 갖고 
일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57 .82 

간호직은 사회적 인식이 좋은 전문직업이다. 3.15 .86 

간호는 고귀한 전문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3.05 .85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타 직종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2.97 .84 

간호직은 전문직업적 파워를 발휘해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96 1.09 

간호사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65 .98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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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계속) 

 (N=118)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간호직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격려를 통해 만족스러운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를 받는 전문직업이다. 

2.58 .96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2.51 .80 

간호의전문성 3.71 .52 

간호는 전문적인 직관력으로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고유한 서비스이다.  

3.97 .66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3.93 .69 

간호는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한다. 

3.80 .75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3.58 .92 

간호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되고 있다. 

3.25 .86 

간호실무역할 3.59 .63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정신이 투철한 모습을 보여준다. 

3.78 .64 

간호는 한국적인 고유한 간호이론을 개발하면 의료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다. 

3.63 .99 

간호사는 타 직종과의 관계에서 전문인다운 업무처리의 
능숙성과 인격적 성숙성을 보인다. 

3.55 .82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표현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3.40 .83 

간호의독창성 3.01 .66 

간호사는 병원 내의 타 직종의 전문인만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3.38 .91 

간호는 조직 내에서 각 직종 간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3.33 1.03 

간호는 의료체계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31 .96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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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정치적역량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표8>과 같다.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근무지, 직위, 전문간호사 경력, 정

치적역량에 대한 교육 경험, 정당 가입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서는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정치적역량이 유의하게 높았고(t=2.392, 

p=0.018), 근무지에서는 병원급, 기타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2.525, p=0.013), 직위에서는 관리자 이상, 기타가 일반간호사보다 정치적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93, p=0.004). 전문 간호사 경력에서는 10년 이

상이 2년 이하, 2년~5년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065, 

p=0.008),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받은 적이 없는 대상

자 보다 정치적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t=2.960, p=0.004). 정당 가입 여부의 경우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경험이 있는 대상자 보다 정치적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628, p=0.000).   

대상자의 직무특성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정당 가입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가입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았다

(t=2.310, p=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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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차이 
 (N=118) 

일반적 특성 구분 N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평균±표준편차 T(p) 평균±표준편차 T(p) 평균±표준편차 T(p) 

연령 30대 이하 79 2.94±0.56 -2.392 
(.018) 

3.64±0.36 -1.231 
(.221) 

3.32±0.36 -0.621 
(.536)  40대 이상 39 3.20±0.56 3.72±0.35 3.37±0.38 

         

결혼상태 미혼  44 2.95±0.55 -1.032 

(.304) 

3.70±0.34 0.729 

(.468) 

3.31±0.34 -0.746 

(.457)  기혼, 기타 74 3.07±0.58 3.65±0.36 3.36±0.39 
         

소득수준 중상 이상 49 3.14±0.63 1.856 

(.066) 

3.71±0.37 1.213 

(.228) 

3.41±0.38 1.669 

(.098)  중 이하 69 2.94±0.52 3.63±0.34 3.29±0.36 
         

근무지 상급종합병원 102 2.97±0.55 -2.525 
(.013) 

3.65±0.35 -1.534 
(.128) 

3.32±0.37 -1.181 
(.240)  병원급,기타 16 3.35±0.59 3.79±0.34 3.44±0.35 

         

직위 일반간호사(a) 74 2.90±0.56 
5.693 
(.004) 
(c>a*) 

3.62±0.34 
2.084 
(.129) 

3.62±0.34 
2.084 
(.129) 

 책임간호사(b) 25 3.14±0.51 3.75±0.37 3.75±0.37 

 관리자,기타(c) 19 3.35±0.57 3.76±0.37 3.76±0.37 

         

근무형태 교대근무 30 2.98±0.63 -.463 
(.644) 

3.59±0.36 -1.429 
(.156) 

3.59±0.36 -1.429 
(.156)  고정근무, 기타 88 3.04±0.55 3.69±0.35 3.69±0.35 

* Scheffé test 



42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차이(계속) 

(N=118) 

일반적 특성 구분 N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평균±표준편차 T(p) 평균±표준편차 T(p) 평균±표준편차 T(p) 
 

전문간호사 
경력 

 

2년 이하(a) 57 2.96±0.52 

4.065 
(.008) 
(d>a,b*) 

3.64±0.34 

1.100 
(.352) 

3.64±0.34 

1.100 
(.352) 

2년~5년(b) 19 2.79±0.52 3.61±0.34 3.61±0.34 

 5년~10년(c) 26 3.10±0.65 3.77±0.37 3.77±0.37 

 10년 이상(d) 16 3.40±0.53 3.68±0.39 3.68±0.39 
         

정치적역량교육 없음 82 2.92±0.47 -2.960 
(.004) 

3.63±0.36 -1.681 
(.096) 

3.31±0.38 -1.377 
(.171)  있음 36 3.25±0.72 3.75±0.34 3.41±0.35 

         

정치 활동 참여 없음 89 3.00±0.53 -0.735 
(.464) 

3.66±0.35 -0.532 
(.596) 

3.33±0.38 -0.228 
(.820)  있음 29 3.09±0.68 3.70±0.36 3.35±0.33 

         

정당 가입 경험 없음 17 3.47±0.42 3.628 
(.000) 

3.79±0.26 2.000 
(.056) 

3.51±0.33 2.310 
(.030)  있음 101 2.95±0.56 3.64±0.36 3.31±0.37 

노조 가입 경험 없음 61 3.11±0.60 1.746 
(.083) 

3.68±0.32 0.294 
(.769) 

3.30±0.36 1.746 
(.083)  있음 57 2.93±0.53 3.66±0.39 3.38±0.37 

*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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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표9>와 같다. 직

무특성은 정치적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95, p<.001), 간호전문직관은 정치적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3, p<.001). 또한 직무특성, 간

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작은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39, p=.009). 즉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정치적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 정치적역량 간의 상관관계 
 (N=118)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직무특성 .395(<.001)  

간호전문직관 .343(<.001) .23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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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직무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의 직무가 가지는 독

특한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기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역량에 

미치는 직무특성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무특성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인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직무자율성, 피드백을 독립변수에 포함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10>과 같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118, p<.001), 모

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260로 설명력은 26.0%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317로 2에 근사하여 잔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값

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

수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직무특성의 하위 영역 중 기술다양성(β=.247, 

p=.005), 간호전문직관(β=.211, p=.016), 근무지(β=-.169, p=.043) 순으로 정치적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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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대상자의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18)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200 .709  -.282 .779   

연령 .172 .112 .142 1.534 .128 .739 1.353 

근무지 -.280 .137 -.169 -2.053 .043 .938 1.066 

직위 -.034 .113 -.029 -.297 .767 .683 1.464 

전문간호사 경력 -0.16 .097 -.014 -.160 .874 .868 1.152 

간호전문직관 .328 .134 .211 2.442 .016 .846 1.182 

기술다양성 .280 .097 .247 2.876 .005 .855 1.169 

과업정체성 .171 .106 .136 1.620 .108 .894 1.119 

과업중요성 .100 .086 .105 1.172 .244 .788 1.269 

직무자율성 -.030 .079 -.039 -.383 .703 .610 1.639 

피드백 .129 .103 .123 1.251 .214 .650 1.539 

Durbin-watson=2.317, F=5.118(p<.001), R2=.324, adjR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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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의 정치

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정치적역량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00±0.54점으로 도구 

개발자인 한남경(2019)의 연구에서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이 2.91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전문간호사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다양한 윤리

적ㆍ법적 문제, 전문직 쟁점 등 간호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

의하는 교과목을 대학원의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수하고 있다. 또한 석사 이상의 고

등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들은 연구활동, 계속교육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여 대상자 

옹호, 정치참여와 같은 정치적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rer, 

Marinetti, Cavaco, & Costongs, 2015; 김민지 & 이현경, 2021). 따라서 한남경

(2019)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학사 미만이 81.8%로 대다수였던 것에 비하

여 전문간호사는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의 정

치적역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대상 연구가 없어 연구 결과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치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6±0.55점으로 우리나라 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7점(전소연, 고일선, & 배가령, 2014), 미국 중서부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이 2.99점(Cramer, 2002)이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역량의 태도 또는 심리적 영역으로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신념인 정치효능감이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최

근 간호법 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과 같은 간호계가 직면한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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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간호사들은 정치적역량의 하위영역 중 정치상호작용을 가장 낮게 지각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인 전문직자아개념의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문항이 간호전문직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정치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경험하여 정

치 체제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여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은 궁극

적으로 대상자를 위하고 대상자에게 더 나은 건강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김민

지 & 이현경, 2021; 전소연 et al., 2014).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정치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산업협회나 미국간호협회에 가입하여 조직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itter, 2008; Roberts & Jacobson, 

2004). 또한 인터넷을 통해 건강전문가로서 건강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

을 받아 정책 수립에 개입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4).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정치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의 정

치참여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간호와 관련된 정치 및 사회적 이슈를 알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역량은 연령, 직위, 근무지, 전문 간호사경력,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경험, 정당 가입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유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정치적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총 간호사 경력, 직위 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김민지 & 이현경, 2021; 전소연 et 

al., 2014; 전소연, 고일선, & 이지현, 2015). 정치 관련 교육은 정치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지식, 능력, 가치관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서울대학교교

육연구소, 1998), 구성원의 정치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박선형,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간호사는 30.5%에 불과하

였으며, 이는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적 역량 관련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다양한 주제,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형태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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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대부분은 간호 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신

수진, 황은희, 강영미, & 오현주, 2020; 은영, 강한솔, & 전미양, 2016). 또한 간호

사를 대상으로 정치적역량을 주제로 하는 교육 요구도 조사 또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정희, 한미라, & 허정, 2014; 신수진 et al., 2020). 따라서 전문간호사를 대

상으로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요구도와 정치적역량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인식, 동기 

및 교육에 대한 장애요인의 파악과 상관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은 정치적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관

관계가 있으며, 하위 영역 중 기술다양성이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문간호사들은 다섯 가지 직무특성 중 기술다양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간호사의 기술다양성은 전문간호사의 업무에서 활용

되는 전문지식과 첨단의료장비를 다루는 기술, 임상 경험의 다양성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문간호사의 기술다양성이 낮은 이유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적 근간인 업무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불완전하여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적문제가 최소

화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영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민영 et al., 

2021). 

간호사의 직무특성은 업무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직무설계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박정려 & 권수혜, 2018).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전문간호사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지, 그 직무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

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 13개 분야에 대한 업무 및 대상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배치에 있어 자격증과 활동 분야의 일치, 표준화된 업무 개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서의 전문간호사 관련 평가지표 설정, 전문간호사의 행위에 대

한 보험 수가 개설 등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김민영 et al., 2021; 임초선 et 

al., 2010).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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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간호사가 본연의 직무를 맡아 수행

하더라도 그 직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거나 작다면 누군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직무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정치적역량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간호

사들은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의 독창성 영역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지와 이현경(2021)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대상자옹호의 

영향 요인이며 간호의 독창성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의 

자율성은 전문직의 필수요건으로 자율성이 부여될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된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김상희 & 김남희, 2016),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직

관이 낮은 이유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 생각되며, 

간호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은 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의 방해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Cramer, 2002; Negarandeh, Oskouie, Ahmadi, Nikravesh, & Hallberg, 

2006).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정은하와 한수정(2020)의 연구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의 간

호전문직관이 3.80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전문간호사가 타 분야와 달리 해

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받아 실제 임상 현장에서 독

자적이고 자율적인 상급실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정은하 & 한수정, 

2020). 즉 자율성은 간호사가 양심과 윤리, 법과 책임, 업무수행 표준과 과학적 지식

의 기반 위에서 독립적, 창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간호행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허용된 권한 내에서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다(김은정 & 하주영, 2019). 따라서 법적인 권한 내에서 전문간호

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간호행위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 

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지는 정치적역량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

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간호사에 비해 병원급, 기타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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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 따른 정치적역량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 결과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미혜와 김종경(2013)의 연구에서 대형병

원에 비해 중형병원의 간호사들이 정책 참여도,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높게 나타

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병원 규모가 클수록 전문간호사들의 병

원 관련 정책 참여 증대와 공적서비스에 대한 신념을 높이기 위한 병원 내 간호조직

의 적극적인 노력과 간호단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므로 결과 해석 및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무특성은 정치적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양의 상

관관계가 있으며, 하위영역 중 기술다양성이 정치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직무특성모형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적 직무 특성은 동기부여의 

중요한 심리상태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만족, 동기, 성과가 나타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직무특성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정치

적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 상태와 

작업에 대한 경험의 결과에 대한 인식, 직무에 대한 인지와 같은 직무특성모형에서 

직무특성과 결과 사이에 작용하는 매개변수인 중요 심리상태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따라서 직무특성모형의 적용을 통한 전문간호사의 핵심적 직무특성 파악을 위한 재연

구를 통한 검증과 매개변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전문간호사 분야에서 종양과 임상, 노인 전공이 각각 38.7%, 22.7%, 15.1%

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산업과 중환자 전공은 각 1.7%, 감염관리와 호스피

스 전공은 각 0.8%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정신, 보건, 마취 전공은 0명이었다. 이는 

연구 결과의 표본 오차와 관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문간호사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

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전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의 수준과 간

호전문직관, 직무특성과의 관계를 양적 측정하여 단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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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은 다양한 차원과 속성을 가진 개념들로 양적 

측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질적 속성 파악을 위해 심층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심도 깊은 탐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들은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되지 않

은 도구이며 직무특성 측정 도구의 경우 외국어 도구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므로 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측정오차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측정도구들에 대한 타당도 평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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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간

호전문직관과 직무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직

관과 직무특성의 하위영역 중 기술다양성, 그리고 근무지가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

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

구 결과를 통해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한 간호전문직관과 직무특성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

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간호사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무특성모형의 일부분만을 사용하여 정치적역량과 직무특성 간

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직무특성모형의 전체 적용을 통한 연구 결과의 검증과 

정치적역량 관련 매개변수의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치적역량은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정치적 역량 관련 교육의 중요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간호 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치적역량 관련 교육 요구도

와 정치적역량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인식, 동기 및 교육에 대한 장애요인의 파악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정치적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정치적역량, 직무특성,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무특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정치적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직무설계 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협회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인 권한 내에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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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전문간호행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전문직관과 직무

특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높임으로써 전문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직무특성, 정치적역량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립과 발전을 만들어 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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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Political Competenc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Park, Wooyeong 

Dept. of Oncology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identifies the job characteristics and the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s a factor 

influencing their political competency and determines a way to improve such 

political competency by identify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is fact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June 16, 2021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who 

have acquired one or more advanced practice nurse licenses in 13 fields 

recognized by the Medical Act, registered with the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are currently working in hospitals and local 

commun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program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June 16 to September 16. A total of 

135 people responded, of which 4 questionnaires were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13 questionnaires with some missing responses were 

omitted; a total of 118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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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y gender, 97.5% of the participants were women, and most were in their 

30s (58.5%). As for the position, general nurses accounted for the most at 

62.7%, and those with less than two years of experience as professional 

nurses accounted for the most at 48.3%. A total of 30.5% of the 

participants had political competency education experience, 24.6% had 

experi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14.4% had joined a political 

party. 

2. Regarding the degree of political competency, participants scored an 

average of 3.00±0.54 out of 5, and by sub-domain, the score for political 

efficacy was 3.86±0.55, political activity was 2.95±0.66, political 

knowledge was 2.92±0.65, and political interaction was 2.28±0.81 points. 

The degree of job characteristics showed an average of 3.69±0.41 points 

out of 5, and by sub-area, feedback was 3.97±0.54, task importance was 

3.89±0.59, task identity was 3.74±0.68, autonomy was 3.55±0.7, and 

variety was 3.28±0.58 points. The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veraged 3.38±0.48 out of 5 points, and by sub-area, professionalism of 

nursing was 3.71±0.52,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was 3.59±0.63,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was 3.45±0.54, and social awareness was 

3.15±0.57, and originality of nursing was 3.01±0.66 points. 

3.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political competency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following: age (t=2.392, 

p=0.018), place of work (t=2.525, p=0.013), position (t=5.693, p=0.004), 

experience as an advanced practice nurse (t=4.065, p=0.008), educational 

experience (t=2.960, p=0.004), and political party membership experience 

(t=3.628, p<0.001). 



86 
 

4. Regarding the correlation among participants’ political competency, job 

characteristic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job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ompetency were found to have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r=0.395, p<0.001). Nursing professionalism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competency (r=0.343, p<0.001). 

5.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olitical competence of 

the participants, among the sub-domains of job characteristics, variety 

(β=0.247, p=0.005), nursing professionalism (β=0.211, p=0.16), and place 

of work (β=-0.169, p=0.043)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olitical competence, in that ord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 using a polit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the political competency level of advanced practice nurse was identified, and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olitical competency, job 

characteristic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addition, among the sub-

domains of job characteristics, vari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lace of 

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litical competency of advanced practice 

nurse. Therefore, to improve such competency, a political competency-related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that takes the job characteristics of Advanced 

practice nurse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into account. Policy efforts 

at the level of related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are needed to increas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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