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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political interest, efficacy and media usage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286 nurses, who were informed of the study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2012 using a questionnaire 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Scor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 was average. The score for political efficacy was higher than averag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job career, position, and intention to vote in the election for the
18th President. Political participation had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interest (r=.50, p<.001), political efficacy (r=.32, p<.001) and media usage (r=.14, p=.022). Political interest (β=.43) was the factor most influential
on political participation, explaining 25% of the variance. A total of 32%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plained by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TV news or SNS for media us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for hospital nurses to improve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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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슈에 주목하는 정치관여(political involvement)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의 정치개입(political engagement),

1. 연구의 필요성

기타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y)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
만[2] 정치참여로 통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정치 참

정치참여란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

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

‧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적 시민들의 활동[1]으로, 정치적

며, 성차는 크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 수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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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다고 하였다. 또한 투표참여를 제외하고 젊은 시민일수

호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수단, 보건의료 관련

록 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

자원이용과 배분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을 포함한 시민적 성향이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

며[12],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3]. 반면에 간호사의 경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식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

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하다. 왜냐하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

간호사는 병원조직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영향력

고 있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력으로 환

있는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참여

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하는 간호사는 건강 관련 이슈에서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발

강화할 수 있으며 전문인으로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

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가 요

문이다[11].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는 국민건강에 대한 간

구됨에 따라[6],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는 간

호의 관점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고 보건 의료문제를 합리

호사들은 조직적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으로 해결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직

우리나라 간호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간호사 정치인을 키

간호의 향상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실천의 장을 확대하고 간

우며 간호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취지로 1991년

호서비스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 대한간호정우회가 창립되어, 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후보를

[12].

지원하며 후보들에게 간호 관련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인을 파악

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까지 간호사 정치인으로 장관 2

하여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6명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대안적인 모델은 Verba 등이 제시

간호사의 조직적인 정치참여는 크게 활발하지 못하며, 잠재된

한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이다[13]. 시

정치적 역량과 정치참여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민자발성 모델에 의하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

[7].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3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게 세 개로, 첫 번째 요인인 ‘자원’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 제시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

제적 지위를 일컫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이며, 두 번째 요인인

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심리적 관심’은 정치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를 말하는

이를 위해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소통하는데 앞장

것이고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 정치적 당파성

서고 있지만 대한간호정우회와 더불어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 정치효능감과 정치 및 공공의 사건에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한 개인의 관심인 정치관심도는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정치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

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세 번째 요인인 ‘모집 네트

ciation, ANA), 미국 간호교육인정평가위원회(the National

웍’은 개인의 정치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정치 참여를

League for Nursing, NLN), 미국 간호대학협회(American

이끄는 조합, 동맹, 협회, 종교 조직 등이다. 이 세 개의 요인에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AACN)와 같은 전문적

따르면 개인이 자율단체의 가입과 참여도가 높고 정치관심도,

인 조직의 노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할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다[8].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간호사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

하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관심, 네트웍이 없으면 정치

치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정치효능감이 낮으며, 정치참여는 선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복

거 때 투표로 그치고 정치가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하지

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활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못 느끼고 있다

성화하기 위해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

[9]. 또한 많은 미국 간호사들이 간호사의 돌봄과 정치적 관계

로 제시하였고[14], 미국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책에 결정적 역

심리적 관심 중 특히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와

할을 하지 못하며, 정치참여 방법과 관련지식이 적고, 정치참

지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에도 최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실천적 옹호자로써 양질의

대중매체들이 정치 현상을 매개하는 매개 정치시대(medi-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이 있고[11], 수준 높은 간

ated-politics)가 전개되고 있어[15]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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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로는 TV, 신문, 라

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디오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대중

y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도를 파악한다.

매체로 인터넷이 대두되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

y 간호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하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
트폰 가입자가 4천만명에 이르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방법

(Social Network Service, SNS)로 페이스북(Facebook), 트
위터(Twitter) 등과 팟캐스트(Pod Cast)의 대표적인 예로 ‘나

1. 연구설계

는 꼼수다’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공론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여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의 변화로 투
표참여로 대표되는 관습적인 정치참여를 넘어 정부정책이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
하는 등 정치참여의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

2. 연구대상

부문의 정책변화와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 500병상 이상의 일개 종합병

는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고 다양한

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전수인 300명을 대상으로 본 연

이익집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동의서를 작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는 매체

한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대상자수가 적절한지 확인하

의 역할은 그 어느 정책 분야보다 크다[16].

기 위해 Cohen의 표본수 산출공식에 의거하여 G*Power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국내연구로 사회복지사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산출결과 회귀분석에서 검정

의 정치참여[14], 여성의 정치참여[6], 대학생의 정치관심, 정

력(1-β)=.90,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medium .15, 예측

치이념성향, 정치정보 탐색활동을 조사한 연구[17]와 매체 이

요인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의 표본수는 192명으로 나타나 적

용과 SNS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

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연구[18-20]가 있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의 경우 간호직 발전과 간호

3. 연구도구

정책결정에 간호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며 정치참여활동과
참여방법 및 참여수준도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었다[11,12].

본 연구에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따라서 현재 우리 간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간호 관련 정책에

지의 구성은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10개 문항, 정치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참여 관련요인 중 심리적 요인인 정치관심도 3개 문항, 정치효

본 연구는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참여를 결

능감 11개 문항과 매체 이용 5개 문항, 일반적 특성 6개 문항

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심리적 요인 중 정치관심도, 정치효능

등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

감과 최근 정치현상을 매개하는 매체 이용이 병원간호사의 정

정도구는 개발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

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정치참여 측정도구

2. 연구목적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
시는 인지적 차원과 집회나 선거유세에 참가하여 투표하고 각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간호 관련 정책의 결정에 적극적으

종 정치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적 차원까지 모두 포함하

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는 행위이다[2]. 본 연구에서는 Nam과 Huh[19]가 개발한 정

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치참여 의향 항목을 Shin[18]이 재구성한 소극적과 적극적 정

y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
여도를 파악한다.
y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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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참여의 하부영역을 가지는 10개 문항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소극적인 참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를 방문해 글을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말한 적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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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터넷 정치 사회 문제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커

4) 매체 이용 측정도구

뮤니티에서 사회 정치 문제에 글을 쓴 행동을 포함하였다. 서

매체 이용은 정부, 정치인, 정책, 공직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명 운동 참여, 정당 정치 참여, 간호정우회 가입과 모임 참여는

기준에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

적극적인 참여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를 얻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매체 이용량을 말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

한다[22]. 본 연구에서 매체 이용은 Shin[18]이 개발한 TV 뉴

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스, 인쇄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등), 팟캐스트(나꼼수 등)에 대한 이용도를 파악하는 5개 문항

Shin[18]의 연구에서 Cronbach's ⍺=.83이었고, 본 연구에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

서는 Cronbach's ⍺=.87이었다.

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

2) 정치관심도 측정도구
정치 관심도는 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정치 관련 기사나 뉴스, 타인

어 이용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72였다.

의 의견과 태도,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21]. 정치관심도 측정도구는 Shin과 Yang[21]의 도구를 근거

5) 일반적 특성

로 Shin[18]이 재구성한 3개 문항의 정치관심도 도구를 사용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일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

컫는 개인의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 연령, 결혼상태, 학력,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

월수입, 근무경력, 직급,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도로 구성하

다’ 1점으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음을 의

였다.

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Shin[18]의 연구에서 Cronbach's ⍺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89였다.
3) 정치효능감 측정도구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

정치효능감은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 병원간호부를 연구자가

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IRB의 승인에 대해 설명하

감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와 정부에 대해

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대상자에게 간호부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통하여 병동별로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설문

으로 자신의 정치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말하고, 외재적 정치

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290부(회수율 96.7%)이었고, 불

효능감은 개인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286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대한 일반의식을 말한다[21].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

정치효능감 측정도구는 Nam & Huh[19]가 개발한 정치효능감

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분가량 소요되었고, 참여자에

도구를 Shin[18]이 재구성한 1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5.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Shin[18]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은

자료수집하기 전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

Cronbach's ⍺=.83, 외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82였

(승인번호: KHNMC IRB 2012-109)을 받았으며 자의에 의한

고, 본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은 Cronbach's ⍺=.90, 내재적 효

참여로 이루어졌다.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포함된 연구내

능감은 Cronbach's ⍺=.83, 외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

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언제

=.82였다.

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각 병동별로 설명문을
통해 공지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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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무기명으로 개별 봉투에 넣어 병동별 대봉투에 넣고

근무경력, 직급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34±

봉한 대봉투를 간호부를 통하여 회수함으로 연구대상자의 익

5.90 (최소 20~최대 57)세이었으며, 30~39세가 48.3%로 가

명성을 보장하였다.

장 많았고, 20~29세가 45.8%, 40세 이상인 경우가 5.9%의 순
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66.8%, 기혼인 경우가

6. 자료분석

33.2%로 미혼이 많았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51.0%로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이 33.2%, 석사나 박사인 경우가 15.8%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

60% 이상의 대상자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
다. 대상자의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0%로 가장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y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5.3%, 300만원 이상 400

y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여

만원 미만인 경우가 15.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

정도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우가 8.7%였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은 평균 87.34±68.27 (최

y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

소 2~최대 417)개월이었으며, 5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가

여 정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48.6%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인 경우가 43.0%, 15년 이상

분석하였다.

인 경우는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96.5

y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 하였다.
y 간호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는 3.5%였다. 또한, 앞으로 다가
올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70.3%로 나타났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는 29.7%로 투표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Table 1).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정치참여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정치참여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23.44±6.50점
(평균평점 2.34±0.65)이었고, 소극적 정치참여는 평균 7.3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3.19점(평균평점 1.84±0.79)이었으며, 적극적 정치참여는

Table 1.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 Nurses

(N=286)

n (%)

M±SD

t or F

p

20~29
30~39
≥40

131 (45.8)
138 (48.3)
17 (5.9)

23.10±6.00
23.55±7.01
25.11±5.95

0.76

.47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91 (66.8)
95 (33.2)

23.32±6.26
23.68±6.99

-0.44

.661

Education level

Collegea
Univesityb
Master/doctorc

95 (33.2)
146 (51.0)
45 (15.8)

22.03±6.39
23.79±6.65
25.28±5.72

4.36

.014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400
＜500
≥500

117 (41.0)
43 (15.0)
25 (8.7)
101 (35.3)

22.61±6.32
24.11±6.42
23.56±4.74
24.08±7.08

1.12

.341

Job career (year)

＜5a
≥5~＜15b
≥15c

123 (43.0)
139 (48.6)
24 (8.4)

22.90±5.75
23.43±7.17
26.29±5.44

3.49

.047

Position

Staff nurse
Head nurse

276 (96.5)
10 (3.5)

23.30±6.52
27.40±4.81

-1.96

.050

Intention to participate by voting
in election for 18th President

Yes
No

201 (70.3)
85 (29.7)

24.58±5.82
20.75±7.24

4.71

＜.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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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a＜c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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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6.08±4.08점(평균평점 2.68±0.68)으로 적극적 정치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매체이용 정도와 정치참여 정도는

참여 점수가 소극적 참여 점수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정치관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14, p =.022)가 있어 매체

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8.32±2.46점(평균평점 2.77±0.82)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았다(Table 3).

이었다.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은 55점 만점에 평균 33.79±
6.50점(평균평점 3.07±0.59)이었고, 내재적 효능감은 평균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

15.22±4.36점(평균평점 2.53±0.72)었으며, 외재적 효능감
은 평균 18.56±3.80 (평균평점 3.71±0.76)으로 외재적 효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정치참여도는 학력(F=4.36, p =

감이 내재적 효능감보다 높았다. 한편, 대상자의 TV News,

.014), 근무경력(F=3.49, p =.047), 직급(t=-1.96, p =.050),

Newspaper, Internet, SNS, Pod cast 등의 매체 이용 정도를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의도(t=4.71, p <.001)에서 통계적

파악한 결과, TV News는 평균 4.02±0.82점으로 가장 많이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

이용하고 그다음 Internet은 평균 3.88±0.88점, SNS는 평균

른 정치참여도는 석사이거나 박사인경우가 3년제 졸업인 경

3.15±1.08점, Newspaper는 평균 3.09±0.96점, Pod cast는

우보다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정치참여도

평균 2.89±1.0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
참여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Hospital
Nurses
(N=286)
Variables

대상자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50, p <.001)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정치관심
도가 높을수록 정치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
계(r=.32, p <.001)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을
수록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정치효
능감(r=.28, p <.001), 외재적 정치효능감(r=.23, p <.001)
모두 정치참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r

Political interest

.50

＜.001

Political efficacy
Internal efficacy
External efficacy

.32
.28
.23

＜.001
＜.001
＜.001

Total media usage:
TV news
Newspaper
Internet
SNS
Pod cast

.14
.14
.12
.09
.19
.15

.022
.017
.046
.890
.002
.015

Table 2.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of Hospital Nurses
Variables
Political participation
Passive participation
Active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Internal efficacy
External efficacy
Total media usage:
TV news
Newspapers
Internet
SNS
Pod cast

p

(N=286)

Items

M±SD

Min~Max

Mean point±SD

Range

10
4
6

23.44±6.50
7.36±3.19
16.08±4.08

11~43
4~16
7~27

2.34±0.65
1.84±0.79
2.68±0.68

1~5
1~5
1~5

3

8.32±2.46

3~15

2.77±0.82

1~5

11
6
5

33.79±6.50
15.22±4.36
18.56±3.80

15~53
6~28
5~25

3.07±0.59
2.53±0.72
3.71±0.76

1~5
1~5
1~5

5
1
1
1
1
1

17.06±3.25
4.02±0.82
3.09±0.96
3.88±0.88
3.15±1.08
2.89±1.07

15~24
1~5
1~5
1~5
1~5
1~5

3.40±0.65
4.02±0.82
3.09±0.96
3.88±0.88
3.15±1.08
2.89±1.07

1~5
1~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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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5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논

의

또한 직급에 따른 정치참여도는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의도에 따른 정치참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여도는 투표의향이 있는 경우가 투표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높

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써 병원

게 나타났다(Table 1).

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 정치 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
용현황과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5.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참여도는 50점 만점에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위하여 정

23.44점(평균평점 5점 만점에 2.3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참여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과 직급, 18대

위스콘신의 4개 의료시설과 4개 교육기관의 간호사의 정치참

대통령선거 투표의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을

여[12] 정도(평균평점 2.36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Shin

포함하였는데 학력과 직급은 더미화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

[1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평균평점 1.98점)보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기본가정인 독

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Shin[18]의 대상자는 투표

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학 1학년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정치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참여가 낮게 나타난 반면에 본 연구대상자는 21세 이상의 투

VIF)값과 오차의 자기상관 값(Durbin Watson)을 산출하였

표권이 있는 간호사로서 70.3%가 다가올 18대 대통령 선거를

다. 공차한계 값은 0.88~0.96에 걸쳐 있고, 분산팽창인자 값

앞두고 대선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1.04~1.14에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Kim의 연

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 값을

구[23]에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정치참여 정도

분석한 결과 2.25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

(평균평점 2.76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복지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요

만족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

구로 표출되지 않으면 정책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

였다. 또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참여도

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한 것

의 모형 검증 결과는 F=34.01, p <.001로 회귀선이 모델에

[23]처럼 간호사보다 정치에 민감하여 정치참여 정도가 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들의 정치참여 정도는 학력이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 정

석사이거나 박사인 대상자가 3년제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치효능감, TV News와 SNS의 매체 이용이었으며, 이들 요인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학원인 대상

이 정치참여도를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인 대상자보다 정치참여 정도가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은 정치관심도

높게 나타난 Kim의 연구[23]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사회복

(β=.43)로 정치참여의 25%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은 정치 효

지사의 최종학력에 따라 정치참여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능감(β=-.20)이 3%를, TV News의 매체이용(β=-.17)과 SNS

나타난 Hwang의 연구[24]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 중 1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가 5년 미만 경

의 매체 이용(β=-.14)이 각각 2%를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Hospital Nurses

(N=286)
2

p

B

SE

β

R

Adjusted R

t

Political interest

1.14

.14

.43

.50

.25

8.29

＜.001

Political efficacy

-0.20

.05

-.20

.53

.28

-3.89

＜.001

TV news

-1.37

.39

-.17

.55

.30

-3.46

.001

0.85

.30

.14

.57

.32

2.81

.005

Independent variables

SNS

Durbin Watson=2.25, F=34.01, p＜.001, VIF=1.04~1.14, Tolerance=0.8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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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간호사보다, 수간호사가 평간호사보다 정치참여 정도가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간호사가 정치에 영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andenhouten 등의 연구[8]

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정치효능감을 높이도록 보건의료정책

에서 간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15년 미만인 경우보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활동을 위한 노력과 활

다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15

동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연령이 40세 정도로, 중간 관리자인 리

병원간호사의 외재적 효능감(25점 만점에 18.56점으로 평균

더로써 정치적 안목과 관심이 생기는 시기로 보건의료 정책에

평점 3.71점)이 내재적 효능감(30점 만점에 15.22점으로 평

대한 관심이 다른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

균 평점 2.5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

각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 영

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결과[18]에서

향요인 연구[14]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치

외재적 효능감(평균 평점 3.58점)이 내재적 효능감(평균 평점

참여수준이 증가하고 중년층인 40대와 50대의 사회복지사 정

2.48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병원간호

치참여가 최고에 이르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사들이 정치체제에 대해 반응하는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높지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만 자신이 정치에 효과성을 낸다고 생각하는 내재적 정치효능

심리적 요인인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중 정치관심도의 경

감은 낮기 때문에 간호사 스스로 정치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

우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관심도는 15점 만점에 8.32점(평균

도록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응,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정치

평점 5점 만점에 2.7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단체에

참여, 정치적 리더쉽 고양 등에 대해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

가입한 미국 중서부 간호사의 정치참여도(평균평점 3.71

과 의견정립,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점)[10]보다 낮았고,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관심도(평균평점

하다.

3.61점)[25]보다도 낮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치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원간호사가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심도(평균평점 2.14점)[1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

관련된 정보를 얻는 매체 이용은 TV 뉴스가 가장 많았으며 그

국 중서부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대상자도 대한간호협

다음으로 인터넷, SNS, 인쇄신문, 팟캐스트 순으로 이용하였

회 회원으로 간호단체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관

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참여의 수준을 조사한 연구[9]에서 간

심도가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정치관

호사의 90.4%가 TV나 신문, 라디오로 매일 정치 관련 뉴스를

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대상

듣거나 보며, 간호사의 88.1%가 친구나, 동료, 가족들과 현재

자의 정치효능감은 55점 만점에 33.79점(평균평점 5점 만점

의 정치 관련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정치적 인식

에 3.0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Shin[18]의 연

공학생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3.57점)[23, 26]보다 낮게 나

구에서 대학생이 정치 및 사회적 이슈 관련해 매체를 이용할

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책 결정에 의

때 인터넷 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TV뉴스, SNS, 인쇄신

해 영향을 많이 받아 민감한 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

문, 팟캐스트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생들과는

기 때문에 정치효능감이 높다고 지적한 것처럼[23] 사회복지

달리 TV를 인터넷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였지만 정치 및 사

사가 병원간호사보다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치효능감이 높은

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매체 이용 자원은 동일하였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또한 대학생의 매체 신뢰도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간호사의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

관한 연구[27]에서 대학생들은 TV나 신문보다는 인터넷과 케

색이 필요하다. 반면에 Cramer[10]가 제시한 미국 중서부 간

이블TV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TV전문성과 인터넷 전문성만

호사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2.99점)과 Vandenhouten등의

이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

연구[8]에서 제시된 미국 간호사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2.44

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5]에서

점)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대다수 여성들이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접

처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신념

하였다는 결과와 SNS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

인 정치효능감이 우리나라 간호사가 미국의 간호사보다 높게

는 영향[20]의 연구에서 SNS이용이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오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본

프라인 정치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조사를 실시한 점과 최근 간호계의 쟁점화된 이슈 때문에 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 관련 지식을 높이고 정보

리나라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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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TV 뉴스이외에도 인터넷이나 SNS 등의 매체접

른 변화를 경험하여 알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체를

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정치 체제와 이념 등을 이해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공공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의 연구

의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전문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결

[23]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흥미가 높을수록 정치참여도

정할 수 있도록 미국 산업간호협회(American Association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AAOHN)나 미국간호협회

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14]에서도 정치관심도와 투표와는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 가입하여 조직차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

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28], 인터

람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관심이

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의 안건을 공지하거나 제안을 받기도

있는 사람일수록 대중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결

하고 건강 전문가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만남을 조성하는 장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결과

이 되고 있다[29]. 이처럼 간호사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소극적 정치참여와 적극적 정치참여

방안으로 매체 접근성을 높이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

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우회 등 조직차원에서의 전략이 요구된다.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심도를 높일 수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있고, 간호계의 현안문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

요인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TV 뉴스와 SNS의 매체이용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으로 정치참여도를 32% 설명하였고 이중 가장 예측력이 높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은 요인인 정치관심도는 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의 25%를 설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명하였다. 이는 Verba 등[13]의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개인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23]와

정치관심도과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할 때 정치

일치하였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교육 연구에서 정치효능감

참여를 활발히 한다고 제시한 것처럼 병원간호사의 정치적 참

과 투표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여도 개인의 정치관심도과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사람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지며, 대중 집회에 참여한 경험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4]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청소년

과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정치관심도가 가장 영향력이

과 대학생의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각각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효능감, 정치적 지식이라고 설명한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의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연구결과[26]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Shin과 Yang [21]의

고 제시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19].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

연구에서 정치관심도가 정치커뮤니케이션 참여에 대해

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33.1%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사회복지

교육과 참여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지도력을 기

사의 정치참여 실태와 영향요인을 조사한 Kim[23]의 연구에

르고 정치의식을 깨워 정치적 파워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시

서 정치적 흥미, 정치효능감, 학력, 월수입이 43.3% 설명력을

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진다는 결과와 Vandenhouten 등[8]의 연구에서 정치관심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

도, 정치효능감, 정치 지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여 TV 뉴스, 인쇄신문, SNS, 팟캐스트 이용이 많을수록 정

이라고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

치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심도를 향상시키며 정치과정에

을 대상으로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18]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간호사의 주관

에서 대학생들이 19대 총선에서 후보 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

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을 준 매체는 인터넷과 TV, 신문, SNS의 순이었고, 지지후보
와 정당결정에 매체별 이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결

론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신문 매체 이용의 정치참여가 선거를 통한 정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결과는 정치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경험하여 정치 체제에 따

관계연구이다. 대상자는 S시 종합병원의 간호사 286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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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학
력, 경력, 직급, 투표의도에 따라 정치참여도에 차이가 있었으
며,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및 TV 뉴스와 SNS의 매체 이용
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정치
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β=.43)이었으
며, 정치효능감, TV News, SNS의 매체 이용이 포함되어 전
체 정치참여를 32%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병원간호사의 정
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았으며 TV
뉴스와 SNS의 매체 이용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y 간호사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y 매체의 이용을 통해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매체의 접근성 증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y 향후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
치적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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