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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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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and aimed to identify the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and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and job stres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80 nurses with more than one year of work experience as a geriatric hospital
nurse, who were randomly recruited from six selected long-term care hospitals with more than 100 beds,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Results: Communication skill had an average score of 3.56 points, job stress had 3.77 poin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d 3.17 points on a five-point scal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 (r=.43, p＜.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r=−.28, p＜.001). The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communication skill
and job stres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wo variables was 23%. Conclus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Therefore, it is
judged to be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studies and programs for enhancing communication skill and reducing job stress
in order to promot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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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질환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완치보다는 합
병증 예방에 초점을 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요양

1. 연구의 필요성

병원도 2007년 591개에서 2017년 1,529개로 10년 동안 약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7년 13.8%에서 2030년 24.5%,

2.6배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간호사 역시 2007년 5,331명에

2060년 41%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 고

서 2017년 24,436명으로 10년 동안 약 4.6배 증가하였다

령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1]. 노인인구의 증가는 대부분

[2]. 요양병원 간호사는 급성기 병원의 치료 종료 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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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호와 처치 및 재활을 위한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하기 위하여 직접적 간호처치, 안전사고 예방, 간호조무사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 조직유효성은 간호 업무 수행 정

나 요양보호사 등 비전문 인력에 대한 감독관리, 통합간병

도와 의사소통 능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감정노동과 직무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3].

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

조직유효성이란 조직의 운영을 위해 조직의 성과를 평가

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양

하는 기준으로[4] 조직 목표 측면에서 조직을 보다 생산적,

한 변수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직장과 직무를 보다 만족스럽게 만드는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것이다[5]. 간호사의 조직유효성은 간호 대상자에게 질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직

간호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 능

성과 로 목표달성의 여부를 측정하기 때문에[6] 개인적인 차

력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원을 넘어 병원 전체의 생산성, 이미지, 서비스 질 등에도 영

으로써 요양병원 간호조직의 유효성을 높여 요양병원 간호

향을 미치게 된다. 요양병원 간호사 역시 병원의 구성원으

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로써 조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조직유효성은 병원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연구의 목적

[7].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 능력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

을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Jeong과 Kim [8]은 조직유

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상자와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나.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

질병관련 문제를 감소시켜 간호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병
원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 효과적인 의사소
통은 의료기관 내 전문 인력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환자 치
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병원 전체의 성과와 간호업무 성
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유효성을 연구한 Oh [10]
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정노동과 직무

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
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라.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
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마. 대상자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스트레스를 제시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유
효성을 연구한 Lee와 Lee [11]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연구 방법

조직유효성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Kim과 Yi [12]은 직무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성과가 낮게 나타나 간호조직

1. 연구 설계

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조직유효성에 직무스트레스가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

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

무스트레스는 간호조무사와의 업무 갈등, 안전사고로 인한

적 조사연구이다.

의료분쟁, 적절하지 못한 근무조건과 보상 등의 직장내 환
경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위험한 업무의 판단 및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의사결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난다[13]. 특히,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요양

요양병원 간호사는 장기 요양환자와 노인성 만성질환자에

병원으로 요양병원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

대한 간호요구도가 높은 반면, 낙상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무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이

생,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 일반병원들과 비교했

유는 간호사가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를 습득하는데 1년 이

126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4, No. 2, 2019
상이 소요된다는 선행연구[15]에 기초하였다. 연구 표본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

크기는 G-power 3.1.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양측

은 것을 의미한다. Kang과 Kim [23]의 연구에서 직무만족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8개

신뢰도는 Cronbach’s = .91과 조직몰입 신뢰도는 Cron-

를 산출한 결과 160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15%를 고려하

bach’s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여 18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94이었고, 하부영역으로 직무만족 신뢰도는 Cronbach’s

의하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18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94과 조직몰입 신뢰도는 Cronbach’s =.84 이었다.

하였으며 이중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4부를 제외하고 총
1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8월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

3. 연구 도구

대상자 모집은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100병상 이상의 요

1) 의사소통 능력

양병원 6곳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각 해당 병원의 간

의사소통 능력은 Hur [16]가 개발한 GICC (Global Inter-

호부에 전화로 사전 허락을 구한 뒤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를 Lee와

설명한 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

Kim [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

집 전 대상자들에게 설명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내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용 및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

힌 간호사에게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기 기입식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72

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교육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0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다.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봉투를 봉인

2) 직무스트레스

하여 회수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Kim과 Gu [18]가 개발하고 Park 등[13]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직무스트레스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개발 당시 Cronbach's =.94이었고,

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정도는

Park 등[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1이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
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3) 조직유효성
조직유효성은 미네소타연구소에서 개발한 The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직무만족 측정도구[19]를 Lee
[20]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직무만족도와
Mowday 등[21]이 개발하고 Kim과 Jung [22]이 간호조직에

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분석하였다.
라.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마.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맞게 수정, 보완한 조직몰입 도구를 Kang과 Kim [23]이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합하여 조직유효성으로 사용한 도구

6. 윤리적 고려

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N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직무만족 20문항, 조직몰입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IRB)의 승인(1041478-2018-HR-013)을 받았으며, 대상자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가 직접 연구목적이 기술된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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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익명성,

2.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정도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및 연구 후 폐기 등으로 구성하였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정

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도는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6±0.43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77±0.43점, 조직유효
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7±0.46점이었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31∼50

유효성의 차이

세 98명(54.5%)으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 36명(20%), 5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

세 이상 46명(25.5%)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21명

유효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67.2%), 미혼 59명(32.8%) 순이었다. 직책은 일반간호사

은 연령(F=3.29, p=.034), 결혼상태(F=10.61, p=.001), 직책

141명(78.3%), 책임간호사 이상 39명(21.7%) 순이었다. 근

(F=4.60, p=.033), 월소득(F=4.37, p=.014)에 유이한 차이를

무형태는 3교대 근무 88명(48.9%)이 가장 많았고, 특수교대

보였다. scheffe’s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의사소통 능력은

근무 49명(27.2%), 상근 근무 43명(23.9%) 순이었다. 월소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상태는 기혼일 때, 직책이

득은 200∼250만원이 153명(85.0%)으로 가장 많았고, 200

책임간호사 이상일 때, 월수입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만원 미만 19명(10.6%), 251만원 이상은 8명(4.4%) 순이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 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ge (yrs)

Marital state
Work position
Shift pattern

Payment
(10,000 won)

Categories
Under 30
30~50
Over 50
Married
Unmarried
Acting nurses
Over charge nurses
Rotating shifts
Special shift
Day shift only
Under 200
201∼250
Over 250

(N=180)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스트

n (%)

레스(r=−.12, p=112)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유

36 (20.0)
98 (54.5)
46 (25.5)
121 (67.2)
59 (32.8)
141 (78.3)
39 (21.7)
88 (48.9)
49 (27.2)
43 (23.9)
19 (10.6)
153 (85.0)
8 (4.4)

효성(r=.43,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스트
레스는 의사소통 능력(r=−.12 p=.112)과 조직유효성(r=
−.28, p＜.001)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직유효성은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r=.43, p＜.001)가 있었으며, 직
무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r=−.2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게 나타났다.
5. 조직유효성의 영향 요인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Table 2. The Degrees of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ubjects
(N=180)
Variable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SD

Range

3.56±0.43
3.77±0.43
3.17±0.46

2.67∼4.93
1.90∼4.80
2.12∼4.77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조직유효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조직유
효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케이스 진단 시 절대값 3보다 큰 이상점은 없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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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skill
Variables

Categories

t/F
(p)

M±SD
Under 30a
30∼50b
Over 50c
Unmarrieda
Marriedb

3.41±0.46
3.56±0.41
3.66±0.45
3.41±0.42
3.63±0.43

Work position

Acting nursesa
Over charge nursesb

3.52±0.43
3.69±0.41

Shift pattern

Rotating shiftsa
Special shiftb
Day shift onlyc
Under 200a
201∼250b
Over 250c

3.53±0.43
3.53±0.46
3.65±0.42
3.39±0.51
3.56±0.41
3.92±0.51

Age (yr)

Marital state

Payment
(10,000 won)

Job stress

3.29
(.034)
a＜c
10.61
(.001)
a＜b
4.60
(.033)
a＜b
1.35
(.261)
4.37
(.014)
a＜c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F
(p)

M±SD

(N=180)

3.72±0.43
3.80±0.43
3.74±0.43
3.72±0.47
3.79±0.41

0.61
(.542)

t/F
(p)

M±SD

1.03
(.358)

1.15
(.285)

3.11±0.44
3.14±0.46
3.24±0.47
3.12±0.46
3.18±0.46

3.76±0.45
3.81±0.34

0.50
(.480)

3.14±0.45
3.24±0.51

1.31
(.254)

3.81±0.39
3.64±0.55
3.83±0.32
3.92±0.34
3.76±0.42
3.49±0.67

2.85
(.061)

3.10±0.44
3.20±0.49
3.24±0.47
3.22±0.57
3.14±0.44
3.49±0.50

1.63
(.199)

2.91
(.057)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ubjects
Communication skill
r (p)

Variable
Communication skill
Job stres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1
−.12 (.112)
43 (＜.001)

0.57
(.450)

2.36
(.097)

(N=180)

Job stress
r (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 (p)

1
−.28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

SE



Constant
2.60
0.39
−
Communication skill
0.43
0.07
0.40
Job stress
−0.25
0.07
−0.24
Durbin-Watson=1.62, F=27.88, p＜.001 , R2=.24, Adj R2=.23

t

p

VIF

6.74
6.08
−3.59

＜.001
＜.001
＜.001

−
1.01
1.01

명 전체를 대상으로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p＜.001)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

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

수(Adj R2)는 23%였다.

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62로 검정통계량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

논 의

차한계는 0.98로 0.3 이상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
지수(VIF)도 1.01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직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

무스트레스 및 조직유효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 능

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Cook's dis-

력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tance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로

고자 하였다.

확인되었다. 회귀방정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6점

27.88, p＜.001),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대학병원 간호사

의사소통 능력(=.40, p＜.001)과 직무스트레스(=−.24,

를 대상으로 한 대학병원 수술실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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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im과 Yi [24]의 연구에서는 수술실간호사 3.37점, 병동

높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으며 간호 뿐 아니라 재활과 일상

간호사 3.53점으로 본 연구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와 유사하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등의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직무

거나 약간 낮게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높은 것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조직유효성은 5점 만점

특성 상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많아 인지기능 및 신체기

에 평균 3.17점이었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능 저하 환자의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한 Kang과 Song [26]의 연구에서 3.38점, Shin [27]의 연구

높이기 위한 전인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사

에서는 2.8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

소통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의

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유효성 도구와 선행연구

15개 항목 중 집중력, 사회적 적절성, 역지사지, 반응력을 측

에서 사용한 도구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비교하기는 어려

정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고, 주장력, 상호작용 관

우며 조직유효성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

리, 조리성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병

거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 [17]의 연구에서 반응

조직유효성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직무만족 3.12점,

력, 집중력, 사회적 적절성, 역지사지가 높게, 조리성, 상호

조직몰입 3.30점으로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비해 높은 점

작용관리, 사회적 긴장완화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수를 보였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지속적인 질적 간호 수

유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의사소통 능력이 환자의 치료과

행을 요구 받는 상황 속에서 병원의 구조적·행정적 환경에

정에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집중력이나 반응

숙달되고 충분한 임상경험을 통해 조직에 몰입되었을 때 효

력,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성향이 간호업무의

율적으로 수행된다[28].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에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며[17],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겨나

있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간호 수행을 가

는 인간관계를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 때

능하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병원 조직의 효과적이고 원

문이다. 또한 주장력, 상호작용 관리, 조리성 등 자신의 생각

활한 운영의 기준이다.

을 말하는 능력에 대한 점수는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는 자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순응하는 대화법을 시도하는 간

치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호사들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상으로 연구 한 Shin [27]은 조직유효성이 연령, 결혼여부,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5점 만

근무부서, 최종학력, 근무형태, 직위가, Yoon과 Lee [29]은

점에 평균 3.7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하여

조직몰입은 근무환경, 급여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Park 등

이처럼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조직유효성이

[13]의 연구에서 3.46점, Kim [25]의 연구에서 3.42점으로

라는 개념보다 하위영역인 직무만족, 직무몰입으로 나뉘어

분석되어 대체적으로 요양병원 간호사가 중등도 이상의 직

서 연구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 조직유효성

무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다양한 변수를 통해 조직유

어 볼 때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성에 긍정적 영향의 변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업무판단 및 의사결정업무, 업무량 과다, 인력부족, 안전사

된다.

고와 관련된 의료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여겨진다[13].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
레스 및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직유효

직무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업무량 과중

성과 의사소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유효성과 직

이 가장 높았고, 익숙치 않은 상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무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병원 구성원들

는 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13]의 연구에서

의 의소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이 높아진다는

직무스트레스 중 역할갈등과 업무량 과중이 높고 익숙치 않

Gwon과 Han [9]의 연구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은 상황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준 Lee와 Lee [11]과 Yang 등[30]의

과는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간호 요구도가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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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감소를 위한 보다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

트레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주기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여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있고,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내용을 파악하여 조직 차원의
직무스트레스 중재안을 모색해 본다면 간호사의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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