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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related to role conflict and job stress
of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s. Methods: A total of 112 nurses from three university hospitals
participated in a surve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August 28 to September 14,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4.0 for Windows.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marital status, working career as a nurse, average daily working hours, duty on duty, in charge of medical
department, having formal education related to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s, having operating rule related to the task
(p<.05).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role conflict and job stress but role conflict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p<.001).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were job stress, role conflict, formal education related to the physician assistant nurses, average daily
working hours (8 hrs) and operating rule related to the task. They showed the 68.8%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s and domains of nursing service and to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nursing specialization in order to reduce job conflict and role stres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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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Physician Assistant (PA),
전담간호사, 협력간호사 등의 다양한 명칭을 이용한 의사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공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증가하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들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복잡하고

추세이다[1,2]. 전담간호사란 의료진의 책임 하에 의사가 담당

다양해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요구도 증가, 의료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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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이직으로 이어지고 새로

육 등을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되고 있다[1,3]

운 인원이 충원 될 때까지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인력부족이나

현재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수는 1997년 전담간호사 제도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또 다른 불만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환

도입된 이래 2005년 처음 235명이 집계되었으며 그 수는 해마

자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9]. 또한 간호사의 직무

다 증가되어 2016년 2,92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4]. 우리나라

만족은 간호의 질적 유지와 향상, 이직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

전담간호사는 각 병원과 진료부서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시행

치기 때문에[14], 병원 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

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 할 수 있는 숙련된

레스 감소, 그리고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경력간호사를 발령하거나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체계적인 교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육과정 없이 선임이나 전공의들로부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이에 본 연구는 전담간호사가 인식하는 역할갈등과 직무 스

만을 받게 한 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현행 의료법

트레스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에서는 위임한 의사와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전담간호사

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 현장에서 전담간호

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사의 역할갈등 및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방안과 직무만족도를 증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

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5].

시도되었다.

이처럼 전담간호사들은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책임
과 그와 관련된 혼돈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와 일반간호사

2. 연구목적

들 사이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6,7].
역할갈등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피할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수 없는 현상이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문제 해결을 통한 새로

 전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운 변화와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8]. 하

 전담간호사가 지각한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

지만 역할갈등이 심해지면 조직 내 역할 유보나 거부, 이탈 또

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는 포기와 같이 조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게 된

 전담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9]. 더불어 업무 수행 시 의료진 간 갈등에서 기인된 역할갈

 전담간호사가 지각한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

등은 직무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3,6]. 이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의 저하, 이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보장과 질 높은 간호제공

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전담간호사가 지각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결과들은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연구방법

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 변수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

1. 연구대상

나 부분적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전담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에 이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역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3개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전담간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할갈등과 직무만족[7,11], 직

호사를 편의표집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가보고식 질

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6], 직무 스트레스와

문지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소진 및 직무만족도[3],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12,13] 등으로

재직 중인 간호사 중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자로

상관관계를 규명하거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하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허

고 있다. 그러나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가 직

락한 간호사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무만족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물었다.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는

전담간호사제도는 진료부와 간호부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05, 검정력 80%, 효과크기(effect size)는 0.15 (중), 예측변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의 특성)를 8개 정도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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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최소 109명이 필요하다. 효과크기는 전담간호사의 역할

다음과 같다[17].

갈등과 직무만족[7], 전담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1) The converted
score of each =
domain

도[3]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중간 수준인 0.15로 설정하였다[15]. 이를 근거로 하여 회수율

a real score - a number of items * 100
a maximum value of each domain - a number of items

2) A total score of job stress=a sum of converted scores of seven domains ÷ 7

및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해 총 12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총 112 (93.3%)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은 Weiss 등[18]의 Minnesota Satisfaction Ques-

2. 연구도구

tionnaire (MSQ)를 Park [19]이 번안한 Korea-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K-MSQ)로 측정하였다. K-MSQ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에 맞게 작성한 구조화된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은 1점,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4문항, 직무 관련 특성 19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가 높은

문항, 역할갈등 34문항, 직무 스트레스 24문항, 직무만족도 20

것을 의미한다. K-MSQ는 내재적 영역, 외재적 영역, 전반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내재적 영역은 12문항으로 재능활용, 활
동성, 성취감, 독립성, 도덕성, 권한, 책임감, 안정성, 독창성, 사

1) 역할갈등

회적 봉사, 사회적 신분, 다양성을 포함하며, 외재적 영역은 6문

역할갈등은 Kim과 Park [16]이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역할

항으로 보수, 승진, 인정, 회사 정책의 방식, 상사의 의사결정능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7]이 신경

력,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방식이 속한다. 전반적 영역은 20문항

외과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을 총합하여 내재적 영역과 외재적 영역 항목에 작업환경, 동료

정하였다. 총 34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역할모호 15문항, 능력

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부족 10문항, 업무과중 4문항, 협조부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

⍺는 Park [19]의 연구에서 내재적 영역 .79, 외재적 영역 .81, 전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

반적 영역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영역 .89, 외재적 영

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

역 .77, 전반적 영역 .91이었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7]
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전체

3. 자료수집

.94, 하부 영역별로는 역할모호성 .91, 능력부족 .89, 업무과중
.87, 협조부족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7이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7
년 8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

2) 직무 스트레스

인(승인번호: CNUH-2017-199)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그 후

직무 스트레스는 Jang 등[17]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승인 절차에 따라 동

스 단축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직무요

의를 받았다. 연구를 승인한 기관에는 소정의 선물과 회수될

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 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봉투에 등기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조직체계 4문항, 보상 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 등 총 7개

연구참여 동의서를 동봉하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설문을 작성

하위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

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15개

에 연구에 대한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대한

의 긍정 문항은 역확산(3, 5~11, 14~20번) 처리하였다. 점수가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뒤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총 자료수집 시간은 25분이었고,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9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였다.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본 측정도구의 해석을 위하여 측정값
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

4. 자료분석

을 얻기 위하여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100점 환산법을 사
용하여 결과 값을 계산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계산 공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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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

역별로는 업무과중 영역이 3.35±1.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5.56±11.45점이었

성,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정도는 실수, 백분율,

고, 영역별로는 직무요구 영역이 53.27±18.26점으로 가장 높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

고,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5±0.51점이었고, 영역별

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로는 내재적 영역이 3.43±0.56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분산분석 시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전담간호사의 직무

3.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결혼상
태(p=.040), 간호사로서 근무경력(p=.002), 1일 평균 근무 시간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p <.001), 당직 근무 유무(p =.016), 담당 진료부서(p <.001),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교육 유무(p =.041), 전담간호사 관련 업
무 규정 유무(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3).

연구대상자의 72.3%는 여성, 27.7%는 남성이었으며, 1일 평
균 근무시간은 8.9시간이며, 9~11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69.6%
로 8시간 근무 30.4%보다 많았다. 본인이 원할 때 휴가 사용이

4.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가능한 경우는 48.2%, 어려운 경우는 51.8%였고,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는 35.7%, 하지 않는 경우가 64.3%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진료부서는 외과가 79.5%로 가장 많았

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내과와 산부인과 20.5%로 나타났으며, 전담간호사 전용 휴

는 Table 4와 같다. 직무만족도는 역할갈등(r=-.61, p <.001), 직

식 공간이 있는 경우는 21.4%, 없다 78.6%였다. 발령 받기 전

무 스트레스(r=-.75, p<.001)와 모두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역할 수행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4%,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은 직무 스트레스(r=.60, p <.001)와

없는 경우 78.6%였으며, 전담간호사 관련 정기적인 교육 프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그램이 있는 경우는 11.6%, 없는 경우 88.4%로 나타났고, 업무
와 관련된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도는 1년 1회 이상 참여

5.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

86.6%, 참여하지 않은 경우 13.4%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와
관련된 서면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는 49.1%, 없는 경우 50.9%
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역할갈등, 직무 스

전담간호사로서 업무 중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직종을 다중

트레스와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변수인

응답 처리한 결과, 해당 진료과 전공의 25.3%, 관련된 부서의

결혼 상태, 간호사로서 근무경력, 1일 평균 근무시간, 당직근무

일반간호사 18.5%, 해당 진료과 전문의 16.9%, 관련된 부서의

유무, 담당 진료부서,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교육 유무, 전담간

간호 관리자 14.6%, 해당 부서 동료 전담간호사 5.1%의 순으로

호사 관련 업무규정 유무를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

나타났고, 역할갈등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7%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연속변수인 대상자의 특성

(Table 1).

변수는 모두 이분변수로 전환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80 미

2.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만으로 나타나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어 모든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고, 케이스 진단 시 절대 값 3보다 큰 이상점 1개(17번)
를 제거한 후 111명을 대상으로 단계선택방식을 이용하여 분

역할갈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8±0.85점이었고, 영

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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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Related Characteristics

(N=112)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Gender

Male
Female

31 (27.7)
81 (72.3)

Average working hours
a day (hour)

≤8
≥9

34 (30.4)
78 (69.6)

8.9±0.82

8~11

Average days of monthly
working (day)

≤20
≥21

60 (53.6)
52 (46.4)

21.2±1.74

18~25

Use of a leave

Possible
Difficult

54 (48.2)
58 (51.8)

Being on duty

Yes
No

40 (35.7)
72 (64.3)

A department currently
working

Internal medicine and obstetrics
Surgery

23 (20.5)
89 (79.5)

A private cabin for rest

Yes
No

24 (21.4)
88 (78.6)

Presence of pre-education
before appointment

Yes
No

24 (21.4)
88 (78.6)

Formal education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No

13 (11.6)
99 (88.4)

Job-related education from the
outside

Not attending
Attending more than one time a year

15 (13.4)
97 (86.6)

Written rules related to task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No

55 (49.1)
57 (50.9)

Main tasks

Invasive medical practice
Prescription
Education and consult
Collecting health history
Dressing

24 ( 5.2)
68 (14.8)
69 (15.0)
47 (10.2)
77 (16.7)

Experiences of role conflict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None
Specialists of a corresponding department
Residents of a corresponding department
Nurse colleagues of a corresponding department/
physician assistant nurses
Nursing of administrators a relevant department
Staff nurses of a relevant department

35 (19.7)
30 (16.9)
45 (25.3)
9 (5.1)

1

n (%)

26 (14.6)
33 (18.5)

1

Multiple responses.

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stson 통계량

따라서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회귀방정식[대

이 1.78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4.64 -(0.02 × 직무 스트레

의 문제는 공차한계가 0.56~0.92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스) - (0.12 × 역할갈등) +(0.29 ×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교육: 있

분산팽창지수(VIF)도 1.09~1.80으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다) +(0.18 × 1일 근무시간: 8시간) + (0.11 × 전담간호사 관련 업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 정규성, 등분

무규정: 있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9.55, p<.001),

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 )는 .688로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설명력은 68.8%였다. 그리고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

확인되었다[20].

도의 가장 주요한 예측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β=-.52,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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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le Conflict,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Variables

(N=112)

Range

M±SD

Min

Max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Lack of ability
Heavy workload
Lack of cooperation

1~5

3.18±0.85
3.28±0.92
3.08±0.94
3.35±1.05
2.98±0.94

1.00
1.00
1.00
1.00
1.00

4.68
4.67
4.60
5.00
5.00

Job stress
Job requirement
Job autonomy
Relationship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Inappropriate remuneration
Job culture

0~100

45.56±11.45
53.27±18.26
48.07±13.23
34.72±16.88
45.68±23.54
47.10±17.25
48.41±18.56
41.67±17.90

11.90
8.33
16.67
0.00
0.00
0.00
0.00
0.00

71.83
91.67
75.00
77.78
100.00
100.00
88.89
83.33

Job satisfaction
Intrinsic
Extrinsic
Overall

1~5

3.35±0.51
3.43±0.56
3.12±0.59
3.35±0.51

2.30
1.67
1.83
2.30

5.00
5.00
5.00
5.00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역할갈등(β=-.21, p =.003), 전담간호사

전담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 등의 분포가 각기 달랐기 때문인

관련 정규교육(β=.18, p =.002), 1일 근무시간(β=.17, p=.004),

것으로 판단된다. Yun과 Uhm [6]의 연구와 본 연구는 연령 분

전담간호사 관련 업무규정(β=.11, p=.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와 전담간호사로서 근무경력이 각각 69.2%, 63.4%로 유사

(Table 5).

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Jang과 Choi [3]의 연구에서 연구대
상자의 평균 연령 28.73세, 전담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 5년 미

논

의

만인 간호사는 91.2%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무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으

스 및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을 규

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명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 관리 전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

가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임을 규명한 Yun과 Uhm [6]의 연

구에서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

주요 요인은 직무 스트레스, 역할갈등,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

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에 높은 역 상관관계가 있

교육 여부, 1일 근무시간으로 이들 요인들이 대학병원 전담간

음을 제시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동

호사의 직무만족도를 68.8%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이므로 직무 스트

이에 본 고찰에서는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

레스 요인이 제거되면 직무만족에 대한 필요조건이 확립되며

향을 주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21], 직무만족도 선행요인[6,22]임을 고려할 때 전담간호사의

자 한다.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먼저 대학병원 전담간호사가 인식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간호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며 그 정도는 100점 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제도 하에 자격요건을 갖추

점에 평균 45.56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

도록 교육환경을 일관화 시켜야 할 것이다[6]. 또한, 전담간호

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 과 Choi [3]의 연구에서 52.12점

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간호 관리 대상으로 삼기위해서는 대상

보다는 낮았고, Yun과 Uhm [6]의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

연구에서 남자 43.67점, 여자 45.0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

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

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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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N=112)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Position

Nurse
Charge nurse

A career as a nurse (year)

Job satisfaction
M±SD

t or F

31
81

3.39±0.67
3.33±0.43

0.47

.642

57
55

3.25±0.51
3.45±0.49

-2.08

.040

104
8

3.36±0.48
3.17±0.77

1.04

.300

＜10
≥10

60
52

3.22±0.48
3.50±0.50

3.10

.002

Years working as a physician
assistant nurse (year)

＜3
3≤

59
53

3.34±0.49
3.36±0.53

-0.24

.811

Average working hours a day

≤8 hours
9~11 hours

34
78

3.65±0.47
3.22±0.47

4.56

＜.001

Use of a leave

Possible
Difficult

54
58

3.37±0.56
3.33±0.45

0.37

.712

Being on duty

Yes
No

40
72

3.20±0.40
3.43±0.54

-2.44

.016

A department currently
working

Internal medicine and obstetrics
Surgery

23
89

3.67±0.48
3.26±0.48

3.65

＜.001

Job choice motivation

Appointed
No shiftwork
Self-development & professional tasks

43
39
30

3.32±0.51
3.28±0.45
3.48±0.56

1.34

.267

A private cabin for rest

Yes
No

24
88

3.41±0.60
3.33±0.48

0.70

.485

Presence of pre-education
before appointment

Yes
No

24
88

3.42±0.63
3.31±0.46

0.62

.471

Formal education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No

13
99

3.78±0.76
3.29±0.44

2.26

.041

Job-related education from
the outside

Not attending
Attending more than one time a year

15
97

3.29±0.54
3.36±0.50

-0.45

.654

Written rules related to task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No

55
57

3.50±0.53
3.20±0.44

3.18

.002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s
Role conflic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p

(N=112)

Role conflic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1
.60 (＜.001)

1

-.61 (＜.001)

-.75 (＜.001)

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제공 및 효과를 규명한 연구

1

과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집단 역동적 심상 치료를 8주 간 제공하고 직무 스트레스 감

역할갈등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이며

소 효과를 제시한 1편[23]에 불과해 전담간호사에게 실제적으

그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

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 중재방법 개발과 효

를 사용하여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n [11]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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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1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N=111)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30.52

＜.001

-.52

-7.26

＜.001

0.04

-.21

-3.02

.003

0.29

0.09

.18

3.16

.002

Average working hours a day (8 hour)

0.18

0.06

.17

2.92

.004

Written rules related to task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0.11

0.06

.11

2.04

.044

B

SE

(Constant)

4.64

0.15

Jon stress

-0.02

0.00

Role conflict

-0.12

Formal education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β

R2=.70, Adj. R2=.688, F=49.55, p＜.001
1
Variables included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ole conflict, job stress, marital status (married), a career as a nurse (≤10), average
working hours a day (8 hour), being on duty (no), a department currently working (surgery), formal education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written rules related to tasks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yes).

3.41점, 신경외과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7]의 연구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

3.60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갈등은 직무만

담감을 감소시키게 되고, 간호조직 내에서 체계적 지원을 받고

족도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있다는 만족감 때문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는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역할갈등이

다. 이러한 결과는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ang과 Choi [3]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이며,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선

의 연구에서 정규교육 유무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행연구[7]와 유사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결과와 조직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감소한다

[8,24]과도 유사하였다. 전담간호사들은 확실하게 규정되지

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6]. 따라서 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않은 업무책임과 관련된 혼돈 등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일반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는 교육

호사들 사이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 및 간호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담간호사 경력개발 시

[6,7]. 역할갈등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은 피

스템을 구축한다면 직무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없는 현상이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문제 해결을 통한 새

생각된다.

로운 변화와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필요하다[8].

전담간호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하지만 역할갈등이 심해지면 조직 내 역할 유보나 거부, 이

치는 네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41개 병원 704명

탈 또는 포기와 같이 조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된

의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과 역할실태를 조사한 연

다[9]. 이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의 저하, 이직 등으로 이어

구[1]에서 전담간호사의 80% 이상이 연장근무를 하고, 20.6%

지며 환자의 안전보장과 질 높은 간호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

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전담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관련하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 따라서 전담간호사가 자신의 역

여 불명확한 업무 구분, 과다한 업무량, 과다한 잡무라는 점을

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고려해 볼 때 근무시간과 과다한 업무가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나가고 타 전문직과 협력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화된 역할 구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과 자율성 제고를 통해 갈등과 좌절을 감소시키게 된다면 간

따라서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근무 환

호사의 직업적 만족과 간호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경 및 근무시간 개선을 위한 간호 행정적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판단된다.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전담간호사제도는 진료부와 간호부의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교육 유무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협력 체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담간호사 관

의의가 있다. 이들이 직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이직으로

련 정규교육이 있는 경우는 15.6%에 불과했지만 전담간호사

이어지고 새로운 인원이 충원 될 때까지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업무와 부합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인력부족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또 다른 불만족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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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환자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9]. 또한 간

8. Sung MH. A comparative study on role conflict and job satis-

호사의 직무만족은 간호의 질적 유지와 향상, 이직률 감소에도

faction between nurses in ICU and nurses in general ward.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4],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스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6;
12(1):104-112.

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간호

9. Lee Y, Lee H. Role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of

사의 간호영역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 전문화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5;

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3(3):147-158. https://doi.org/10.17547/kjsr.2015.23.3.147
10. Cho YA, Kim KS.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for ICU

결

론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3;19
(2):255-264.
11. Seon JE. Impact of role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among phy-

직무 스트레스, 역할갈등, 전담간호사 관련 정규교육 유무,
1일 평균 근무시간 등이 대학병원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담간호사의

sician assistant nurses in a hospital [master's thesis]. Daejeon:
Konyang University;2017.
12. Jung EJ.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hysi-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cian assistant and general unit nurses [master's thesis]. Seoul:

위해서는 전담간호사의 간호영역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

The Catholic University;2014.

정하고, 간호 전문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병원 내 근무환경 개선과 전담간호사

13. Choi HS.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physician assistant in general hospitals [master's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2.

경력개발 및 역할갈등과 직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14. Kaddourah BT, Khalidi A, Abu-Shaheen AK, Al-Tannir MA.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맞춤식 갈등 및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Factors impacting satisfaction among nurses from a tertiary care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centr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3;22(21-22):3153-3159.
https://doi.org/10.1111/jocn.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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