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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The focus

was on work rewards. A causal model of job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was constructed based on situational perspec-

tives. Method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505 nurses from 2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Kyeonggi

Province, Korea.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

sion. Results: All variables except workload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ree task re-

ward variables (workload, meaning, and participation), two organizational reward variables (security and promotional chan-

ces) and one social reward variable (family suppor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nurses’ job satisfaction. The explained

variance for job satisfaction was 41.4%. The data further indicate that task rewards were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nurse job satisfaction. Conclusion: Theses findings provide strong empirical evidence for importance of task, organi-

zational and social reward variables in explaining job satisfaction of nurses. The model used for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predicting nurse job satisfaction.

Key words: Job satisfaction, Work, Reward 

주요어 : 직무만족, 노동, 보상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m, Young-Hee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700  Fax: 82-2-824-7961  E-mail: yhyom@cau.ac.kr

투고일 : 2008년 12월 8일 심사의뢰일 : 200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16일

329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 부족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두되면서 간호사의 직무

만족에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다. 일반적으로직무만족은

이직, 결근및노조활동과같은조직행동(Fisher & Locke, 1992)

이나개인의삶의질(Yu et al., 2008), 신체적및정신적인건강

(House, 1981)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직무만족은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현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Aiken, Clarke, Sloan, Sochalski, & Silber, 2002;

Ellenbecker, Porell, Samia, Byleckie, & Milburn, 2008), 간

호사의 직무만족이높을때환자의만족도더높으며직무만족이

높은 간호사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Weissman &

간호사의 직무만족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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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son, 1985). 따라서양질의간호제공과환자만족을위

해간호사의 직무만족은필수적이다.

그동안 직무만족에 관한 중요성에 힘입어 간호사를 상으로

직무만족에관한연구는꾸준히수행되었으나, 부분의연구들

은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고 있

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연구가 부분이었고(Ellenbecker et al., 2008), 교

육, 직위, 연령 등 직무만족에 잠재적 향을 줄 수 있는 인적사

항을 통제하지않았다는점을들수있다(Ko & Yom, 2003; Mo-

ttaz, 1988). 이에 덧붙여, 직무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요인

을 체계적이고포괄적으로검토한연구는매우미미하 다(Seo,

Ko, & Price, 2004). 또한 Mottaz (1988)는 직무만족을 설명

하는 이론적 모델의 불충분성 또는 불완전성을 직무만족 연구

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지적하 다. 

직무만족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며 합의되고 명확

한정의는없다. Locke (1976)는직무만족을개인의직무나직무

경험평가시에발생하는유쾌하고긍정적인정서상태로정의하

고있으며, Mueller와McCloskey (1990)는직업에 한긍정적

인느낌으로정의하고있다. 비록직무만족에관해다양한정의

가존재하지만, 부분의연구는상황적관점에기초하고있다. 

상황적 관점(situational prospective)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조직의 특성, 작업 환경, 직무의 특성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 본다. 이 관점의 표적인 학자는 Herzberg (1966, 2003)와

Hackman과 Oldham (1980)을 들 수 있다. Herzberg (1966,

2003)는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생요인과 동기요

인으로구분하 다. 그에따르면, 위생요인에는정책, 작업조건,

급여 등이 속하고, 동기요인에는 성취감, 인정, 책임 성장 등이

포함된다. Hackman과Oldham (1980)은직무만족을결정하는

직무의 핵심적인 특성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 는데, 기술의 다

양성, 과업의 독자성, 과업의 중요성, 자율성 및 피드백이 그것

들이다. 즉,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의 핵심적 특성이 많이 반

되는 상황일수록직원의 직무만족도가높아진다고보았다. 

외국에서 수행된 직무만족에 관한 부분의 연구들은 상황적

관점을 주로 사용하 다. 또한 국내 간호학계의 직무만족 관련

연구들도(Jang et al., 2004; Kim, 2007; Ko & Yom, 2003;

Lee, 1995, 2000) 이론적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

만거의 부분상황적관점의틀안에서이루어졌다고볼수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상황변수에 관

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Mottaz (1988)에 의하면, 직무특성과 같은 상황 변수들은 개

인의 직무수행과관련하여그 가로받는노동보상(work re-

wards)으로개념화되며, 노동보상이크면클수록직무만족은증

가한다고본다. 즉, 노동보상은 직무만족의 결정인자이며(Kal-

leberg, 1977), 직무만족은개인이조직에기여한 가로조직으

로부터받는 노동보상에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Mottaz (1988)의견해에따라노동보상을과업

보상(task rewards), 조직보상(organizational rewards) 및 사

회적 보상(social rewards) 으로분류하 다. 과업보상은직무수

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재적 보상으로 직무의 중요성,

업무량, 자율성 등이 포함된다. 조직보상은 조직에 의해 제공되

는 외재적 보상으로 안정성, 승진, 보수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보상은직무와관련하여조직구성원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얻

는외재적보상을의미하며상사나동료의지원등을포함한다.

312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노동보상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조사한Mottaz (1988)의연구는자율성, 감독및임

금이직무만족의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것을발견하 다. 직무

만족연구에 노동보상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기

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 노동보상 변수들인 자율성, 의미성, 직

무 참여성, 승진 기회, 직업 안정성, 보수, 동료지원 및 가족 지

원이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며(Hackman & Oldham,

1980; House, 1981; Jang et al., 2004; Lee, 1995, 2000; Mo-

bley, Griffith, Hand, & Meglino, 1979; Parsons, 1998; Seo,

et al., 2004), 업무량은부의 향을미친다(House, 1981; Jang

et al; Ko & Yom, 2003; Lee, 1995; Seo et al., 2004)고 보고

하고 있다. 

종합하면, 노동보상이직무만족에중요한 향을미침에도불

구하고국내에서 아직까지 간호사의 직무만족 연구에 노동보상

개념을 적용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노동보상 개념을 적용

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 및 실무적 측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교육, 직위 등 직무만족에 잠재적 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노동보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

만족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동보상변수들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상자의 직무만족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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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자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

한다.

3. 용어 정의

본 연구모형에서는 직무만족에 향을 주는 노동보상 변수들

을 Mottaz (1988)의 분류 틀에 따라 과업보상, 조직보상 및 사

회적 보상으로 세분화하 다(Figure 1). 과업보상에는 업무량,

자율성, 의미성 및 직무 참여성을 포함하 다. 조직보상으로는

승진 기회, 직업 안정성 및 보수를 포함하 고, 사회적 보상에

는 동료지원과가족지원을포함하 다. 각변수들을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1) 과업 보상

과업보상은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재적 보상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 의미성, 자율성 및 참여성

을 포함한다. 업무량은 직무스트레스의 한 차원으로 업무의 양

적 규모를 가리키며, 업무량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Aiken et al.,

2002; House, 1981; Kim, 2007; Ko & Yom, 2003). 또한 기

존의 연구 결과들은 직무에 한 의미성 및 자율성은 직무만족

에 정의 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Hackman & Oldham,

1980; House, 1981; Jang et al., 2004; Kim & Park, 1999;

Price & Mueller, 1990; Seo et al., 2004). Kanungo (1982)

에 의하면, 업무에서의 소외(alienation)와 업무에의 참여는 동

전의 앞뒷면과 같은 개념이다. 개념적으로 소외는 업무의 부정

적인 축의 끝이며, 참여는 업무의 긍정적인 축의 끝이다. 비록

업무 참여와 직무만족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Kanungo (1982)는 간호사가 업무에 한 참여성이

높으면 동기유발이 되어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고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업무량, 의미성, 자율성 및 참여

성은 직무만족에정의 향을미치는반면에업무량은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2) 조직 보상

조직보상은 구성원들의 과업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

들을 잘 유지시키기 위하여 조직에서 제공하는 외재적 보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 승진 및 보수를 포함한다. 조

직 보상과 관련하여 승진 기회(Blegan & Mueller, 1987)와 보

수(Jang et al., 2004), 직업안정성(Seo et al., 2004)은 직무

만족에정의 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따라서본연

구에서는 3개의 조직보상 변수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3) 사회적 보상

사회적보상은직무와관련하여조직내의타인들과의상호작

용으로부터 얻는 외재적 보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료

의 지원과 가족의 지원을 포함한다. 기존의 연구는 동료의 지원

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Hackman

& Oldham, 1980; House, 1981; Lee, 2000). 또한 가족지원이

직무만족에미치는 향을직접적으로검토한연구는드물지만,

가족지원은사회적지원의한차원이다. 학자들간에사회적지

원의 향에 한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

적으로사회적지원을많이받을수록직무스트레스로인한부정

적 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는 견해가 지배적이다(Ko & Yom, 2003). 따라서 본 연구 모형

에서는 동료의 지원과 가족의 지원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보상 변수들이 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본연구를위해서서울의1개종합전문요양기관과경기도1개

간호사의 직무만족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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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Figure 1. A model of job satisfaction with work reward.

Organizational reward

Security (+)
Promotional opportunity (+)
Salary (+)

Task reward

Workload (-)
Task meaning (+)
Task autonomy (+)
Task involvement (+)

Social reward

Peer support (+)
Family support (+)



종합전문요양기관에근무하는간호사505명을 상으로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가 20개 이내인 것을 고려하

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수의 10

배 이상이므로(Kleinbaum, Kupper, & Muller, 1988) 통계적

검증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변수인 직무만족은 모든 간호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특

별히 직위 및 근무년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간호사를 상

으로 하 다. 

3. 연구 도구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Brayfield와 Rothe (1951)가 개발한 직무만족척도에서

6문항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직무만족을 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

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

가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 척도의 Cronbach’s α=.770이었다.

2) 업무량

업무량은업무의양적규모를의미하며, Rizzo, House와Lir-

tzman (1970)이개발한4 문항척도를사용하여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한응답은‘매우그렇다’(5점)에서‘전혀그렇지않다’

(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업무량의Cronbach’s α=.673이었다.

3) 직무 의미성

직무 의미성은 자신이 본인의 업무에 해 중요한 가치를 부

여하는정도를말하며, 본연구에서는Oldham, Stepina와Am-

brose (1986)의 척도에서 3문장을 선정하여 측정하 다. 각 문

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한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직무 의미성 척도의 Cronbach’s α=.891이었다.

4) 직무 자율성

직무자율성은스스로판단하여업무를수행한다고믿는태도

로서, 본연구에서는Breaugh (1985)의척도에서선정된3문항

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렇다’

(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한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 자율성 척도의

Cronbach’s α=.856이었다.

5) 직무 참여

직무참여는구성원이자발적으로일에참여하는정도를의미

하며, Kanungo (1982)가개발한측정도구4문항을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한응답은‘매우그렇다’(5점)에서‘전혀그렇지않

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직무 참여 척도의 Cronbach’s α=.715이었다.

6) 직업 안정성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공

하는 안정된 고용조건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Oldham 등

(1986)이 개발한 직무진단검사(Job Diagnostic Survey) 중 3

문항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

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 안정성 척도의

Cronbach’s α=.721이었다.

7) 승진 기회

승진 기회는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직위가 올라갈 기회를

의미하며, Price와 Muller (1990)가 개발한 측정도구 3문항을

사용하 다. 각문항에 한응답은‘매우그렇다’(5점)에서‘전

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

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승진 기회가 많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승진 기회의 Cronbach’s α=.767이었다. 

8) 보수

보수는 기여에 한 가로 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상자가받는 급여를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9) 동료의 지원

동료의 지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동료가 도움을 주는 정도로

서, House (1981)가 개발한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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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동료 지원 척도의 Cronbach’s α=.832이었다. 

10) 가족 지원

가족 지원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House (1981)가 개발한 3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에

한 응답은‘매우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

지 5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 스케일을 사용하 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원척도의 Cronbach’s α=.891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비확률적표출법으로편의추출된2개종합전문요양기

관의 간호사 55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질문지는 모두 530개이며, 이 중 설문 내용

이부실한자료를제외한505부를분석에사용하 다.

본 연구는 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개 종합전문요양기

관의 간호부의 허가를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 다. 상자의 윤

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상자에 한

하여 자료를수집하 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연구목적, 상

자의익명성, 비 보장등의 내용을 포함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SPSS WIN 12.0 프로그램으로분석하 다. 연

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고, 측정 변

수 각각에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 으며,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

ficient를 계산하 다. 또한노동보상변수들이직무만족에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

tiple regression)을 수행하 다. 

회귀분석시학력과직위는통제변수로사용하 다. 참고적으

로 회귀분석 시 특정화 오류(specification error)로 인해 야기

되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편기(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인구학적변수들을통제변수로사용한다(Ko & Seo, 2002).

이는 Mottaz (1988)가 언급한 것처럼 직무만족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인 교육, 직위 등 직무만족에 잠재적 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도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인 학력은 전문 졸업인 경우에는

0, 4년제 학 이상에는 1, 직위에서는 책임간호사 이하 0, 수

간호사 이상 1의 값을 갖도록 더미(dummy)변수로 전환하 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2개의 인구학적 변수인 학력과 직위를 종

속변수인 직무만족에 회귀시켰고, 2단계에서는 2개의 통제변

수에 8개의 보상변수를 더하여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회귀시

켰다. 8개의 보상변수는 업무량, 직무 의미성, 직무 자율성, 직

무 참여, 직업 안정성, 승진 기회, 보수, 동료의 지원 및 가족 지

원이었다.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 상자의일반적특성은Table 1과같다. 연구 상자

는 505명으로, 미혼이 79.6% (402명), 전문 졸업이 60.8%로

가장 많았으며, 평간호사가91.7%이었다. 평균근무년수는8.21

년이었고, 근무 병동은 외과(25.0%)와 내과(23.2%)에 많이 근무

하고 있으며, 88.1%가 3부교 로 일하고 있고, 84.8%가 월 평

균 2,500,000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2. 직무만족 및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

직무만족과 노동보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

간호사의 직무만족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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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Marital Unmarried 402 (79.6)
status Married 101 (20.0)

Others 2 (0.4)

Education Junior college 307 (60.8)
level University 170 (33.7)

Graduate college 27 (5.3)

Current Staff nurse 463 (91.7)
position Charge nurse 23 (4.6)

Head nurse and high 19 (3.8)

Working years 8.21±5.23

Working unit Medical unit 117 (23.2)
Surgical unit 126 (25.0)
Pediatric/obstetric unit 37 (7.4)
Operating room 50 (9.9)
Intensive care unit 93 (18.4)
Emergency room 34 (6.7)
Others 48 (9.5)

Shift Three shift 445 (88.1)
Others 60 (11.9)

Monthly income Below 2,500 428 (84.8)
(1,000 won) 2,500-3,500 60 (11.9)

Above 3,500 17 (3.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05)



다. 업무량을 제외한 모든 노동보상 변수들은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보 으며, 업무량은직무만족과음의상관관계를보

다. 또한 통제변수들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학력과 직위

모두 직무만족과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3.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개의 통제변수들

만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직무만족 변이의 약 3.6%를 설명

하 고, 2개의 통제변수 중에 직위(β=.171)는 직무만족에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와 보상변수들을 동시에 고려

한 Model 2에서는통제변수인학력과직위는유의한 향을미

치지 못했다. 그리고 과업보상변수 중 업무량(β=-.149)은 직무

만족에 부의 향을, 직무 의미성(β=.256)과 직무 참여(β=.186)

는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쳤으나, 직무 자율성은 직

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직보상변수 중 직업

안정성(β=.161)과 승진 기회(β=.136)는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미쳤으나, 보수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보상변

수 중가족지원(β=.171)은직무만족에유의한정의 향을미치

는 반면, 동료의 지원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반적

으로 Model 2는 직무만족 변이의 41.4%를 설명하 다.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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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ob satisfaction; 2=workload; 3=meaning; 4=autonomy; 5=participation; 6=security; 7=promotional opportunity; 8=salary; 9=peer support; 10=family
support; 11=education; 12= position. 

1 2 3 4 5 6 7 8 9 10 11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2 -.219 
(<.001)

3 .469 .066
(<.001) (.141) 

4 .252 -.203 .203 
(<.001) (<.001) (<.001)

5 .436 -.041 .380 .195
(<.001) (.355) (<.001) (<.001)

6 .391 -.090 .374 .231 .356
(<.001) (.043) (<.001) (<.001) (<.001)

7 .120 -.131 -.002 -.145 .028 -.143
(.007) (.003) (.965) (<.001) (.534) (.001)

8 .099 -.072 .037 .047 .090 .047 -.030
(.027) (.108) (.409) (.287) (.042) (.294) (.498)

9 .129 .165 .212 .113 .082 .165 -.112 -.029
(.004) (<.001) (<.001) (.011) (.066) (<.001) (.012) (.513)

10 .420 -.190 .374 .238 .261 .206 .080 .057 .130
(<.001) (<.001) (<.001) (<.001) (<.001) (<.001) (.072) (.197) (.003)

11 .110 -.044 -.004 .126 .150 .166 -.182 .011 -.065 .047
(.013) (.320) (.925) (.004) (.001) (<.001) (<.001) (.799) (.143) (.292)

12 .188 -.111 .071 .123 .227 .129 -.121 .059 -.062 .126 -.007
(<.001) (.013) (.110) (.006) (<.001) (.004) (.007) (.184) (.167) (.005) (.877)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Dummy variables: education (1=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e; 0=
junior college graduate), position (1=head nurse or higher position; 0=
lower than head nurse).

Model 1  Model 2

Beta (p) Beta (p)

Control 
Education* .067 (.139) .046 (.208)
Position* .171 (<.001) .068 (.064)

Task reward 
Workload -.149 (<.001)
Meaning .256 (<.001)
Autonomy .053 (.153)
Participation .186 (<.001)

Organizational reward
Security .161 (<.001)
Promotional chances .136 (<.001)
Pay .043 (.211)

Social reward
Peer support .053 (.145)
Family support .171 (<.001)

F (p) 10.312 (<.001) 33.434 (<.001)
R2 .039 .427
Adjusted R2 .036 .414

Table 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논 의

직무만족 결정요인들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량이 적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과업의 의미를 많이 둘수

록, 과업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업무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직

업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승진 기회가 많을수록, 동료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족의 지원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 정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학력과 직위는 직무만족 변이의

3.6%를 차지하 고, 이 중 직위만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 즉,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위가

높은간호사일수록타부서와의상호작용을할기회가많아지고

책임감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직무만족이 더 높아

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직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다고 보고한 Ko와 Yom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 다. 그러나 9개의 보상 변수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 통제변

수인 학력과 직위는 직무만족에 더 이상 유의한 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니었다.

9개의 보상 변수 중 과업보상에 속하는 업무량, 직무에 한

의미성 및 직무 참여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

정인자 으며, 과업보상이 조직보상과 사회적 보상보다 직무만

족에 더 강력한 결정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사들

은 직무 그 자체에 한 의미를 많이 부여할수록, 업무량이 적

을수록, 직무 참여가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결과는 Hackman과 Oldham (1980)이 지적한 것처럼, 핵

심적직무특성이 많이 포함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

실을 뒷받침해준다. 많은연구에서업무량은직무만족의결정요

인으로 보고되었다(Ko & Yom, 2003; Seo et al., 2004). 간

호사들은 그들 시간의 많은 부분을 비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직무 중 간호의 고유

역인 직접간호에많은시간을투여하고, 비간호업무는줄여업

무량을 낮추면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에덧붙여, 직무참여및직무에 한의미성이간호사의직무

만족의 결정인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Kanugo (1982)와 Mot-

taz (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발적으로 일에 열심

히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 동기유발이 되어 직무 만족이 높아

지며, 또한자신의일이나업무에 해스스로중요한가치를부

여함으로써 임파워된다고 느낌으로써 결과적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직무참여를높이고직무에

의미를더많이부여하도록직무를재설계하거나관료적성격이

강한 병원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은 직무만족의 결정인

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무 자율성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향을 통제

하 을 때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에서 수행된 Lee (2000)와 Seo 등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외국에서 수행된 Mottaz

(1988)와 Parsons (199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차이가

작용한 때문으로 짐작되며, 아직도 한국 사회는 간호사가 많은

부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한국 병원의 관

료적 특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외

국의 경우에도 Blegen과 Mueller (1987)은 자율성이 직무만족

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좀 더 세

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더 많은 간호사를 상으로 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고사료된다. 

회귀분석결과, 조직보상중직업안정성과승진기회는직무

만족의결정인자 으나, 보수는결정인자가아닌것으로나타났

다. 직업 안정성은 간호사에게 안정된 고용조건을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하며, 현재한국의경제상황이좋지않은상황에서직업

안정성은 주요한 보상으로 작용하여 간호사들의 직무만족을 증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승진

기회의 평균은 2.43으로 다른 변수보다 평균이 많이 낮았다. 이

는간호직이 타 전문직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

다. 승진 기회는 미래의 보상으로서 조직행동의 주요 결정인자

이다(Mobley et al., 1979). 따라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

고 현직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병원은 다양한 경력개발제

도를 개발하여 간호사의 승진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직 보상변수인 보수는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 지만, 다른 변수들의 향을 통제하 을 때 직무만족

에 향을미치지않았다. 본연구결과는Herzberg (1966, 2003)

의위생-동기이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Herzber의 이

론에 의하면, 보수는 직무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요인이며

보수에관해만족하더라도간호사를동기유발시키는요인은아

니기 때문에 직무만족에 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호사가 보

수에 만족하지않으면 직무에불만족을느끼고불만족한간호사

는현직에오래머물지못하고떠날수있다.따라서비록보수가

직무만족에직접적으로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에 관한 세심한 배려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사회적보상변수인동료의지원과가족의지원중

가족의 지원만이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Seo 등

간호사의 직무만족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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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의 연구 결과에서 동료의 지원은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동료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

고 설명하 다. 구체적으로 동료와의 관계가 과거에는 집단성

을 강조한 반면, 현재는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간에경쟁이심화되면서동료의지원이직무만족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 다. 본 연구 결과 한국 사회는 가족의

가치를아직도중시하는사회이기때문에가족의지원이간호사

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가족의 지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만을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원이 간호사의 직무만

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

힐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2개의 통제변수는 직무만족 변이의 3.6%

를 설명하 으며 2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노동보상변수들은

직무만족 변이의 41.4%를 설명하 다. 따라서 9개의 노동보상

변수들에 의해서 직무만족 변이의 37.8%가 설명됨을 알 수 있

다. 이는Kalleberg (1977)가 지적한것처럼직무만족은개인이

조직으로부터받는노동보상에의해 향을받는다는것을확인

할수있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간호사의직무만족은노동보상에의

해 향을 받으며 노동보상이 클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업보상

뿐만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보상과

사회적 보상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기존연구들과달리간호사의직무만족의결정요인으

로직무특성과 같은 상황변수들을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그 가로 받는 노동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하여 노동

보상변수들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으로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노동보상변수들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업무량을 제외한 모든 연구 변수는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

관계를보 으며, 업무량은직무만족과음의상관관계를보 다.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직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 변이의 약 3.6%를 설명하 다. 통

제변수와 보상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 을 때는 학력과 직위는

직무만족에유의한 향을미치지못했다. 또한과업보상변수에

서는 업무량, 직무의미성및직무참여가직무만족에유의한

향을미치는 결정요인이었고, 조직보상변수에서는 직업 안정성

과 승진 기회가, 그리고 사회적 보상변수에서는 가족 지원이 직

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노동변수들은직무만족 변이의 41.4%를 설명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업무량, 직무에 한 의미 및 참

여, 직업 안정성과 승진 기회, 그리고 가족 지원이 간호사의 직

무만족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결정인자 으며, 특히과업보

상이조직보상이나 사회적보상보다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더 강

력한 결정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모형은직무만족에관한연구에서취약점으로알려진통제변수

의 사용과노동보상개념에근거하여직무만족의결정요인을규

명하 으므로간호사의직무만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

으로기 한다. 본연구는2개종합전문요양기관에근무하는간

호사들로부터자료를수집하 으며횡단적(cross-sectional) 자

료를사용하여변수들간의관계를규명하 기때문에직무만족

의결정요인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

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사의

성향, 자아효능감 같은 개인적인 변수와 리더십 스타일 등과 같

은상황적변수들을통합한모형의검증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또한 종단적연구방법(longitudinal design)을사용하여시간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직무만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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