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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5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202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최근 인증평가를 실시
한 5곳의 중소병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승인 후 간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F=4.68, p<.001), 결혼상태(F=3.92, p<.001), 부서유형
(F=3.23, p<.008)이었다.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의료기관인증제 인식(r=-.46, p<.001), 조직몰입과는 음의 관계(r=-.35, p<.001),
직무스트레스와는 양의 관계(r=.21, p=.002)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조직몰입, 근무유형,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였으며 전체 22.0%의 설명력을 가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
제를 실시하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소병원 관계자는 간호사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적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무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유형별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특수파트, 병동, 외래 등의 근무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of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job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turnover intentio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A total of 202 nurses who worked in hospitals with less than 500 beds located in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he nurses who experienced healthcare
accredit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1 December 2015 and 30 March 2016. As a result, the fact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 were found to be age (F=4.68, p<.001), marital condition
(F=3.92, p<.001), and department of work (F=3.23, p<.008). The turnover inten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r=-.46, p<.001) and nur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r=-.35,
p<.001),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job stress (r=.21, p=.002).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from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had 22.0%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artment
type, and job stress. Therefore, to decrease the nurses' the turnover intention, managers of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ne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job involvement and policy improvement. The results also showed the
difference i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department typ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ia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work, such as a special unit, ward, and 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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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및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의미하며, 이직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이다[7]. 간호사
의 이직은 의료기관의 경영과 비용, 남아있는 간호사의

1.1 연구의 필요성

사기, 조직 생산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최근 국내 의료 환경은 의료기관 수의 증가, 의료기관

있으므로[8]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유형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해외 시장개방 및 의료시스
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선행연구들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은 간호사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

의 이직과 관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8,

른 의료의 질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9].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1].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종사자들과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에 처음

긴밀한 협력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직무

으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9]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 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

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조직에 몰입하게

주기의 의료기관평가를 거치면서 의료기관의 서열화 조

되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수행의 질을

장, 평가기준의 정량화로 인한 실제적인 임상 질 지표 개

높이며 이직률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10]. 즉, 간호사가 기본적인 간호직무 외 의료기관인증

[2]. 이후 새로운 평가제도 마련을 위해 2009년 “의료법

과 관련된 평가 준비를 하게 될 때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의료기관인증제가 도입되었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다[3].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
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평가를 준비하게 될 때, 직무스트

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인증제 준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순위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의료기관인증제

를 정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절대평가의 성질을 가진 제도이다[3]. 또한 2013년

더욱이 대형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사 인력

부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난을 경험하는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

법률이 개정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

호사들의 경우 의료기관인증제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대

크를 사용할 수 있어[3], 해당 의료기관들은 이미지 향상

형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인

및 고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증평가를 경험한 우리나라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 내 환자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인증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을 위해[4] 다양한 부서의 병원 근로자들의 노력이 필요
한데, 특히 의료기관 내 조직 구성원 중 간호사는 의료기

1.2 연구 목적

관인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평가 준비를 해야 하는 인
력으로,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왔다[5, 6]. Yi 등[6]의

제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이직의도 수준

질적연구에서 인증평가 항목 중 대부분이 간호사의 업무

을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

에 편중되고 간호인력이 부족한 채로 평가가 진행되기

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때문에 업무의 과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였다.

2)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종결짓

레스, 직무몰입,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자발적 이동을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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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과 인식 4문항의 총 4개 영역 16문항으로 “전혀

차이를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되어

레스, 직무몰입, 이직의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해 긍정적으

5) 대상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
도는 Cronbach's α=.901이었다.

한다.

2.3.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Gu와 Kim[13]이 개발하고 Ju[14]가

2. 연구 방법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하였다. 스

2.1 연구 설계

트레스 요인 5개의 영역으로 간호업무 관련사항 6문항,

본 연구는 5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전문직 역할갈등 5문항,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4문항,

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 직무스트레스, 직무몰

의사와의 갈등 3문항,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부담 3문항

입, 이직의도의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Gu와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im[1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4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5이었다.

2.2 연구 대상
2.3.4 조직몰입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현재 5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Allen과 Meyer[15]가

수락한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Cohen[11]의

제시한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조직몰입 측정도구

Power Analysis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

를 병원 상황과 간호사에게 적합하도록 어휘 등을 수정

분석 효과크기의 값 0.15, 검정력(1-β)=.95, 예측변수 6

한 Kim[16]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개(연령, 결혼상태, 근무하는 부서유형, 의료기관인증제

이 도구는 15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Kim[16]의 연

최소 인원은 146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220명으로부터

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0이었다.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극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783으로 나

단 값에 치우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총 202부를 최종

타났다.

적으로 사용하였다.
2.3.5 이직의도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obley[17]의 연구에서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개발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Kim[16]이 수정, 보완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유무,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상태의 6가지와 직업관련 특성

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

은 근무하는 부서유형, 근무부서에서의 지위, 급여 수준,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근무기간, 이직의도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790으로
나타났다.

2.3.2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2.4 윤리적 고려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의료기관인증제에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대한 인지도 4문항, 질 향상에 대한 인식 4문항, 내부 구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인권 보호

성원 만족도에 대한 인식 4문항,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 언제라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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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불이익이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근무기간은 5-10년인 경우가 38.6%(78명)로 가장 높게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궁금증이 해

나타났다.

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서면동의를 받았다.

Variables
Age(yrs)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경기도에 위치하
고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한 500병상 이하 5곳

Gender

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

Religion

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Educational
level

장의 허락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들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 응답에

Marital
status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Economic
Status

2.6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Department
of Work

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이용

Employment
Position

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Salary
(10,000 won)

셋째,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몰
입, 이직의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였다.

Duration of
working(yrs)

넷째, 대상자의 이직의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Turnover
Intention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Categories
20-29
30-39
40-49
50-59
≥60
Male
Female
None
Yes
Graduated College
Graduated University
Post Graduate School
Unmarried
Married
Live alone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l
outpatients' ward
General ward
Special Part
Registere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Director Nurse
<150
150-200
200-250
250-300
>300
<5
5-10
10-20
20-30
30-40
Yes
No

(N=202)
N(%)
28(13.9)
70(34.7)
62(30.7)
38(18.8)
4(2.0)
1(0.5)
201(99.5)
94(46.5)
108(53.5)
116(57.4)
84(41.6)
2(0.1)
54(26.7)
147(72.8)
1(0.5)
7(3.5)
160(79.2)
35(17.3)
43(21.3)
138(68.3)
21(10.4)
148(73.3)
27(13.4)
20(9.9)
7(3.5)
4(2.0)
44(21.8)
111(55)
31(15.3)
12(5.9)
37(18.3)
78(38.6)
39(19.3)
34(16.8)
14(6.9)
151(74.8)
51(25.2)

3.2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

총 202명의 대상자 중에서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

레스, 조직몰입, 이직의도 정도

으며 여성의 비율이 99.5%(201명)이었다(Table 1). 종교

대상자가 인식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1점에서 5점

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3.5%(108명)이었으며 교육정도

의 범위를 가지며 전체 변수의 평균 점수는 3.28점

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 57.4%(116명)로 가장 많았다. 대

(SD=0.46)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부분이 기혼이었으며(72.8%)

경제상태는 중산층이

하위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지도가 3.44점

79.2%(160명)으로 가장 높았다. 현재 병원 근무 부서는

(SD=0.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간호사 만족은

일반 병동이 68.3%(1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평

3.04점(SD=0.5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

간호사의 비율이 73.3%(14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점수

급여수준은 200-250만원이 55%(111명)로 가장 많았고

는 3.70점(SD=0.46)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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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으로는 의사와의 갈등이 3.92점(SD=0.87)으로

Economic
Status

가장 높았으며 간호업무가 3.86점(SD=0.57)으로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몰입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Department
of Work

의 범위를 가지고 평균 3.15점(SD=0.52)으로 나타났으
며 이직의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를 가지며

Employment
Position

평균 3.11점(SD=0.51)으로 나타났다.

Salary
(10,000
w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02)
Variables
Awareness of HA¹
Recognition
Improving quality
Satisfaction of nurse
Operation outcome
Job Stress
Knowledge stress
Role conflict
Conflict with doctor
Task of nursing
psychological burden
Job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Mean±SD
3.28±0.46
3.44±0.63
3.30±0.58
3.04±0.57
3.34±0.51
3.70±0.46
3.57±0.66
3.62±0.59
3.92±0.87
3.86±0.57
3.64±0.67
3.15±0.52
3.11±0.51

Range
1.56-4.38
1.00-5.00
1.50-4.75
1.00-4.00
1.50-4.75
2.33-4.73
1.75-5.00
2.00-5.00
1.00-5.00
1.00-5.00
1.33-5.00
1.42-4.50
1.00-5.00

Duration of
working
(yrs)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l
outpatients' ward
General ward
Special Part
Registere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Director Nurse
<150
150-200
200-250
250-300
>300
<5
5-10
10-20
20-30
30-40

3.26±0.83
3.11±0.47
3.06±0.59
3.24±0.42
3.02±0.50
3.31±0.59
3.09±0.54
3.19±0.32
3.17±0.52
2.96±0.46
3.33±1.14
3.11±0.51
3.09±0.51
3.16±0.37
3.09±0.59
3.23±0.55
3.16±0.53
3.03±0.38
3.00±0.51
3.01±0.53

0.47

.622

3.23

.008

0.43

.786

0.31

.870

1.08

.371

3.4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
레스,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
몰입,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4). 이직

¹:Healthcare Accreditation

의도는 의료기관인증제 인식(r=.-46, p<.001), 조직몰입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r=.-35,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이

(r=.21, p=.002)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의도를 분석하였다(Table 3).
그 결과 일반적 사항은 연령에 따라(F=4.68, p<.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HA¹, Job

결혼상태에 따라(F=3.92, p=.002) 이직의도가 다른 것

stress, Job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N=202)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 관련 특성 중 근무하는 부서유
형에 따라(F=3.23, p=.008)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
Variable

으로 나타났다.

Awareness of
HA¹
Job
stress
Job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Table 3. Turnover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Variables

Categories

Age
(yrs)

20-29
30-39
40-49
50-59
≥60
None
Yes
Graduated College
Graduated University
Post Graduate School
Unmarried
Married
Live alone

Religion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Turnover intention
M(SD)
t/F
p
3.31±0.43 4.68 <.001
3.24±0.51
3.01±0.49
2.93±0.51
2.79±0.25
3.06±0.55 -1.58 .115
3.17±0.44
3.04±0.52 2.39 .094
3.20±0.49
3.00±0.47
3.23±0.50 3.92 .021
3.06±0.50
4.00±0.00

Awareness of
HA¹
r (p)

Job
stress
r (p)

Job
Commitment
r (p)

Turnover
Intention
r (p)

1
.09
(.178)
.42
(<.001)
-.46
(<.001)

1
-.03
(.672)
.21
(.002)

1
-.35
(<.001)

1

¹:Healthcare Accreditation

3.5 이직의도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이직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의료기관인증
제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일반적 특성 중에서
이직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결혼상태, 근무
부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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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독립변수 사이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간호사 만족

가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이하로

에 대한 설문 문항들이 인증제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공선상

인정, 적절한 보상이나 신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

있는 것으로 볼 때 간호사는 의료기관인증제와 관련하여

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가장 많은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으로부터 적

1.8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나타나

다중

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최종모형에서 조직몰입, 근무부서, 직무스
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선정되고 의

더불어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전반적으

료기관인증제 인식, 연령, 결혼상태는 제외되었다. 최종

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요인으로 볼 때

모형의 F값은 18.5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의사와의 갈등, 간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며, R²의 값은 .2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

났다. 이는 특수파트인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22.0%였다. 각각의 변

Ju[14]의 연구에서의 2.71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수들을 볼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몰입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선행연구의

(β=-.35, p<.001), 근무부서(β=-.26, p<.001), 직무스트

결과들을 볼 때[19, 20, 21] 중소병원의 간호사는 상급종

레스(β=.19, p=.005)였다.

합병원의 간호사에 비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평소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 또는 간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N=202)
Variable

호조무사 역할과 중복되거나 모호하다는 부분에서 많은

t

p

F (p)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적당히 피하는 것

10.82

<.001

18.52

과 같은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존 선행

-.36

-5.66

<.001

(<.001)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소병원

.07

-.24

-3.83

<.001

.07

.18

2.85

.005

B

SE

Constant

3.66

.34

Job
Commitment

-.35

.06

Department of
Work

.26

Job stress

.19

β

간호사들의 경우 조직 내 의사소통과 간호업무의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평가
준비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간호업무 외의 행정업무

Adj. R2=.22

가 추가되고 그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소병원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인
증제 준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신뢰를 구축

4. 고찰

해 나가기 위해 노력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이직의도를 확인해 본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결과 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결과를 보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2명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

우선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증제에 대한 인식 점수는 3.2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높았다. 이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

러한 결과는 간호사 이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21, 22,

한 Kim의 연구[12]에서 나타난 3.05점보다 높으며 Kim

23, 2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나이가 20대의 젊은

과 Park[18]에서의 3.21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세

간호사들이 이직의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들에

부요인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본

서는[23, 24] 낮은 연봉,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

연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인증제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정노동,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경력이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비교적 의료기관인증제

짧으며 교대근무와 간호업무로 부담이 큰 20대 중소병

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관

원 간호사에게 의료기관인증제로 인한 준비과정은 이직

인증제로 인한 간호사 만족도 점수가 낮아 세부항목에

의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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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보인다. 따라서 중소병원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 준비과
정 중 간호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젊은 미혼의 간호사를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인식,

대상으로 한 제도적 전략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부서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같은 특수파트의 이직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병동의 이직의도는 그에 비해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

낮게 나타났다(t=3.23, p=.008). 이러한 결과는 일반병동

레스와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에 비해 특수파트 업무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업무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인 것[25]으로 사료된다.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
식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며 조직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이

록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직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직의도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조직몰입이 높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수록 낮았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

본 연구에서 근무부서, 연령, 결혼상태에 따라 간호사

다.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의 이직의도가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중소병원 간호사

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몰입(β=-.34, p<.001)

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과 결혼상태, 근무부서를 다양화

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로 근무부서(β

하여 의료기관인증제 준비과정의 경험과 이직의도를 확

=-.24, p<.001)와 직무스트레스(β=.18, p=.005)가 영향

인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가 필요하다.

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소병원 의료기관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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