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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D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총 439명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PASW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와의 사이에서 매개효
과가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임상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
기 위해서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간호업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
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간호업무수행∣이직의도∣조직시민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439 nurses in 3 tertiary hospitals and 2 secondary
hospitals and analyzed by PASW 18.0 and AMOS 18.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study variable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nursing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d not have moderating effects.
Various strategies that are purposed to enhanc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mong
nurs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of nurse who have high nursing
performance.
■ keyword :∣Nursing Performance∣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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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여 업무수행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
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조절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

1. 연구의 필요성

로 보고하고 있다[28-32].

모든 조직은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끊

따라서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임상 간호사의 간호

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병원조직에서도

업무수행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자발적 행동인 조직

예외일 수 없다[1][2].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시민행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간호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병원조직의 성장을 위해

간호사의 업무수행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

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 인력 중에서

직시민행동의 수준이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직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간호의 최접점에

접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업무수

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행,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수행능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만족도 등에 직접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조

적인 영향을 미친다[3-5].

절이나 매개효과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이직은 심각한 문제

정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의 역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

이다. 병원간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이

으며, 업무수행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직률은 16.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

역할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평균 이직률인 4.4%와 비교 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에도 간호사의 이직률이 3.8배 높다[7]. 그리고 병원조

있기 때문이다.

직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3-5][8-10]

2. 연구의 목적

업무수행이 높은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조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5][9][10].

첫째,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조직시민행동, 이직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OCB)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로 자발적으로 동료들

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조직시민행동, 이직의
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을 도와주고 협동하고 공유하는 친사회적 행동이다

셋째,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간호업무수행과 이

[11].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 보상이나 처벌 시스템에

직의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의해서 명확하게 인식․평가되지는 않지만 조직기능을

넷째,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간호업무수행과 이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11]. 또한 조직시민행

직의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동은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해결방안의 하
나로도 제시되고 있다[12-16]. 따라서 간호직에서 조직
시민행동은 간호사의 이직의도 예측변수임과 동시에

Ⅱ. 연구모형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16-18].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간호학에서 조직시민행동에

1. 간호업무수행,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

관한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의 선행 및 결과요인 규명이

간호업무수행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1][19-23] 개인 및 직무특성과의 관련되어 연구가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정도[33] 혹은 간호사가 건강관리

대부분이며[2][23-26] 일부 선행연구에서 조직시민행

를 위한 간호행위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 지로 정의된다

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13][27]. 그러나 다른

[34].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수행 정도는 대상자가 받은

학문분야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업무수행에 부가적으

간호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근거가 되며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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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직의 유효성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의

다고 한다[14][35][36].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조직을 자

잔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고 있다

발적으로 떠나려는 것, 새로운 직장의 탐색하거나, 이직

[12-15][45][46].

을 생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37] 간호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 간호사의 업무수행에서 조절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3][5][9][38-40].

효과를 발휘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이 간호업무수행

일반적으로 이직의도는 업무수행정도가 낮은 구성원에

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과 조직

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간호직에서의 이직의

시민행동이 간호사의 업무성과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도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간

매개한다는

호사의 이직의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27][28][30-32][40].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

연구결과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고 있다[3][5][9]. 이는 간호사 부족이 높은 상황에서 새

가 확인되면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 조직시민행동의

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수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매개효과가 존재

용이하므로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간호사가 더 쉽게 다

한다면 간호업무수행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게 되

른

므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영향

조직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5][9][38-40].

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구성원이 수행하는 친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이 구축되

행동으로 조직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자발적으로 도

며 Figure 1은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를 Figure 2는

와주고 협동하는 것으로, 조직시민행동이 확산되면 조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직기능이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11]. 이와 관련해
서 조직시민행동과 업무수행이 유의한 정(+)적 관계라
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다[41-44]. 종합스포
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41] 조직시민행동과 업무수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Nielsen 등[44]도 자신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은 업무 외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업무
수행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Moderating Effect)

간의 협동과 팀웍이 중시되는 간호조직에서 조직시민
행동이 가지는 중요성은 타 직종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를 간호하면서 발
휘하는 간호업무수행은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
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24]. 또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조직시민행동
을 들 수 있다[12-15][45][46]. 이는 간호사들이 동료나
타인을 도와주고 공유, 협력, 봉사하며 조직에서 요구되
는 역할을 초월하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을 떠나
고자 하는 의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15][24][45-47].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에서 자발적
업무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를 비롯한 조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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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이타주의 행동 5
문항, 양심적 행동 5문항, 스포츠맨십 4문항, 예의바른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업무수행과 이

행동 5문항, 참여적 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성

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을 탐색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차동욱과 김현철[5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1로

2.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D시와 G시의 600병상 이상 2개의
종합병원(773병상, 853병상), 그리고 800병상 이상 3개
의 상급종합병원(835병상, 894병상, 953병상)에 근무하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로 나타났
다.
3.3 이직 의도

는 병원 간호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이직의도는 Slavitt 등[51]이 개발하고 김숙자[52]가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타 직종으로 이

600병상 이상 2개의 종합병원, 800병상 이상 3개의 상

직하고 싶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

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450

다”, “나는 때때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

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그

완전하거나 누락된 11부를 제외한 총 439명의 자료가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숙자[52]의 연구에서 Cron

3. 연구 도구
3.1 간호업무수행
본 연구에서는 고유경 등[48]이 개발한 간호업무수행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간호를 위해 필
요한 내용인 간호업무수행능력과 간호과정 적용과 관
련된 요인, 조직원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태도요
인, 물품관리, 문제해결의 항목과 간호의 전문직관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병원간호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
하였으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48]. 그리고 17개
문항을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간
호과정적용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한 도구로서 각 문항
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은 것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홍순[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3.2 조직시민행동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등[49]이 개발하고 차동욱
과 김현철[50]이 번역하여 사용한 조직시민행동 도구를

bach's α=.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 ch's α
=.91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간호업무수행,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설문지
를 사용하여 2012년 3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집하
였다.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해 Y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승인번호
(YUH-12-0314-05).
먼저 각 병원의 간호부장을 만나 연구 목적과 설문내
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수간호사를 통해 각 병
동의 간호사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설문지와 함께 응답
의 비밀보장 및 참여의 자발성에 대한 동의, 연구의 목
적 등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본 연구
자와 연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450부 중 445부 (98.8%)가 회수되었고, 불충분한 6부
를 제외하고 43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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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과 AMOS 18.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빈도, 백분율을 보

의 60.8%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 정도
는 평균 3.71± 0.63점, 조직시민행동 정도는 3.53±0.41점
이었고, 이직의도 정도는 3.82±0.7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2)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산출하였고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
(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39)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Gender

Factor[VIF])를 구하였다.
3)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시민

Age (yr)

행동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hiera
rchi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Marital status

4)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시민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

Education

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은 CFI와 TLI은 .90이 넘어서고, RMSEA
는 .08보다 낮으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53].
그리고 변수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유의한지는
Sobel[54]이 제안한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Hospital types

Yearly salary
(￦ 10,000)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Length of clinical
years as RN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426명 (97%), 남성이 13명
(3%)으로 여성이 대다수였으며 평균 나이는 33세로, 20
세에서 29세가 185명 (42.1%)으로 가장 많았고 30세에
서 39세가 148명 (33.8%), 40세 이상이 106명 (24.1%)
순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213명 (48.5%), 기혼이

Female
Male
20-29
30-39
≥ 40
Single
Married
College
graduate
RN-BSN or
Open
University
University
graduate
≥ Master
Higher
general
hospital
General
hospital
≤ 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 5,000
1-5
6-10
11-20
≥ 21

Nursing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urnover Intention

426(97)
13(3)
185(42.1)
148(33.8) 33.0±0.4
106(24.1)
213(48.5)
226(51.5)
165(37.6)
167(38)
59(13.4)
48(11)
228(51.9)
211(48.1)
6(1.4)
99(22.6)
168(38.3) 3,280±0.1
98(22.3)
68(15.4)
132(29.8)
137(31)
10.5±4.5
102(23.7)
68(15.5)
3.71±0.63
3.53±0.41
3.82±0.74

226명 (51.5%)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교육정도는 전
문학사가 165명 (37.6%), RN-BSN & 방통대 167명

2. 상관관계분석 결과

(38%), 학사 59명 (13.4%)순으로 RN-BSN & 방통대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전문학사가 75%이상을 차지하였다. 병원종류로는 상

는 모든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간호업

급종합병원이 228명 (51.9%) 종합병원이 211명 (48.1%)

무수행과 이직의도와는 r=-.22 (p <.001)로 부적인 상

이었고, 평균 수입은 3,280만원으로 3,000만원-3,999만

관관계, 간호업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은 r=.52 (p

원이 168명 (38.3%), 2,000만원-2,999만원이 99명

<.001)로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관계, 조직시민행동

(22.6%), 4,000만원-4,999만원이 98명 (22.3%)순이었다.

과 이직의도는 r=-.16 (p<.001)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총 임상경력은 1년-5년이 29.8%, 6년-10년이 31%로 나

나타났다. 측정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tolerance)

타나 1년-10년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

가 .58-.84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 (Variance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Inflation Factor [VIF])가 1.32-1.67으로 10보다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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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나타났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다 (β=-.156, p<.001). 세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 간호

로 나타났다.

업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설명량 (R²=.030, p<.001)이 2단계와 비교 시 변
화가 없고, 상호 작용항의 β은 -.20 1 (p>.05)로 통계적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
(n=439)
Nursing Performance

Turnover Intention

r(p)

r(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52***

-.16***

Turnover Intention

-.22***

-

Variables

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나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의 관계
에서는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매개효과 검증
연구결과,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의 관

***p <.001

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ure 3]. 간호업무수행이 이직의도에 대한 경로

3.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

계수의 크기는 (C.R.=2.08)로 검증되었으며 신뢰수준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전반적 부합지수

역시 유의미한 수준 (p<.05)으로 도출되었다. 간호업무

는 [Table 3]과 같다.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는 χ²=

수행이 조직시민행동을 유의미한 수준 (C.R.=11.44,

233.693 (p<.001), GFI=.93, AGFI=.89, NFI=.92, CF

p<.001)에서 예측하고 있고,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

I=.94, TLI=.92, RMSEA=.079로 전반적 부합도 지수는

를 유의미한 수준 (C.R.=-4.64, p<.001 )에서 설명하고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음이 증명되었다. 매개 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을 투입
한 결과,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간 경로계수가 유의

4. 조절효과 검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사

[Table 4]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이직의

이에서 조직시민행동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

도에 대한 간호업무수행의 회귀계수 (β=-.109, p<.001)

된 것이다[Table 5].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에서도

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z=- 4.09,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을 투입한 결과 간호업무수행을 통제하였
Table 3. Goodness-of-Fit Statistic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N=439)

Model fit statistic

χ²

df

p

GFI

AGFI

NFI

CFI

TLI

RMSEA

Statistic value

233.693

62

<.001

.93

.89

.92

.94

.92

.079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N=439)
Dependent
Variable

Stage
1 stage

Turnover
Intention

2 stage
3 stage

***p<.001

Independent Variable
Nursing Performance (A)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
A x B

β

t

F

R²

-.109***

-2.785***

7.756***

.012

-.156***

-3.463***

9.941***

.030

-.201

-0.356

6.661***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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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Estimat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obel Test

(N=439)

Standardized β

Unstandardized β

S.E.

C.R.

Nursing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82

.79

.07

11.44***

Nursing Performance
→ Turnover Intention

.27

.11

.05

2.08*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urnover Intention

-.65

-.28

.06

-4.64***

Paths

Sobel test

z=-4.09***

*p<.05, ***p<.001

Figure 3. The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Ⅴ. 논의

재 150-500병상의 2차 국공립·사립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56] 평균보다 높았다(국공립병원 간호사 3.3 1±0.78,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영향

사립병원 간호사 3.41±0.79). 또한 300병상 미만의 3개

을 미치는 변수인 간호업무수행, 조직시민행동과의 관

중소병원 간호사 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련성을 규명하고,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57]인 (2.88±0.88)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역할을 파악함으로써 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업무수행은 5점 만점에 평균

호사의 이직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시도

3.71±0.63점으로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되었다.

[58]의 3.70±0.61과는 비슷하며, 일 지역소재의 300병상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2±0.74점으

미만 중소병원 간호사를[13] 측정한 결과인 3.61±0.47과

로,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비교 시 조금 높았다. 대상자의 조직시민행동은 5점 만

간호사를 측정한 결과인[13]의 평균 3.70±0.82과 다른

점에 평균 3.5 3±0.41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5]의

도구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연구[55]한 평균

평균 3.38±0.24보다 높으며, 광역시 소재의 300병상 이

3.67±0.82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그리고 서울, 경기 소

상에 근무하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1]으로 한 평균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3.50±0.48점과 비슷한 점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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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학문분야의 연구들과 비교 시 간호사의 조

간호업무수행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 (+)의 상

직시민행동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경북에 종사하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연구자

는 일반 직장인 6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59]에서

들이 이들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관계임을 보고하고 있

는 조직시민행동 평균이 3.75±0.55이었고, 서울·수도권

는 것과 동일하다. Organ[42]에 의해 제시된 5가지 조

지역에 있는 4개 철도운영기업 종업원들 250명을 조사

직시민행동과 업무수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한 결과[60]에서는 3.67±0.45이었다. 그러나 간호직은

Podsakoff와 Mackenzi[43]의 연구 결과에서도 두 변인

타 직종에 비해 환자,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을 위한 자

은 정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Nielsen 등[44]도 조직시민

발적 행동이 강조되는 직종이므로[1] 간호사의 조직시

행동과 업무수행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두 변수는 양의

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

연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

보면, 간호업무수행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상관

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41].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2.08, p<.05 ). 선행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사이의 관계가 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이 증진될수록 이

관성 있게 제시되지는 않아, 어떤 연구는 부적인 상관

직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다른 많은 선행에서

관계[38-40]를 다른 연구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

도 밝혀졌다[12-15].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

[3][5][9]가 나타났다.

시키기 위해서 간호관리자는 먼저 간호사의 자발적 행

본 연구는 역량있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

동인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

껏 발휘하고 인정해 주는 조직으로 떠나고 있다는 연구

는 간호사를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45]. 또한 조직시

결과와 일치된다[3][5][9]. 다시 말해서 경력개발의 기

민행동을 격려하는 방법으로 조직 문화와 같은 환경적

회가 뚜렷하지 못한 간호직에서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간호사들은 결과적으로

것이다[15][46].

이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3][5][9]. 이직의도 및 이직

본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

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 결과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

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정받고자하는 욕구나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

분석한 결과,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에 따라 간호업

로 나타났다[61]. 그리고 간호사들은 병원측에서 자신

무수행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조직에 오래

결과이다. 비록 간호학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업무

머물고 싶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을 고려하는 것

수행과 이직의도간의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

으로 나타났다[8].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의

또한 간호사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은 높으

조절효과는 다양한 대상자와 변수들에서 확인되고 있

며 업무수행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다.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시민행동인 OCB individual

것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4][10]. 다시 말해서 자신을

(OCBI)와 조직시민행동인 OCB organization (OCBO)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간

으로 나뉘어 검증한 결과, 조직시민행동이 감정노동과

호사일수록 간호업무수행이 높아지며, 이는 이직의도

직무수행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

하였다[28]. 그리고 3개의 산업조직에서 근무하는 150

이 높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간호사들이 임상을 떠나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원의 비생

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맞는 적절하고 적합한 평가를 통

산적 업무행동은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평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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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62].

이다[32].

또한 지방일반 행정공무원의 학습전이 수준에 미치

또한 부산과 울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 75개 기관을

는 무형식 학습 활동(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

대상으로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성과와의 관계에서 조

색)이 조직시민행동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64]에서도

위한 연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은 무형식 학습 활동의

조직시민행동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외부탐색과 학습전이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

라서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는 성과라

타났다[63]. 그러므로 간호학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의 수

는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준에 따른 영향과 관련된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를 수행

심리적 측면인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해서

함으로써 조절역할로써의 조직시민행동의 영향을 명확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64].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의 효과는 621명 직장

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응집력간의 관계를 확

에서 조직시민행동의 매개역할에 대해 검증한 결과, 조

인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31]. 그리고 은행원을 대

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은 직무만족과 업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간호사들은 직무 외 자발적 행동

무수행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뿐만

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향상된 의식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은 이직의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

다고 하였다[30].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업무수행은 이직의도에 대한 원

본 연구에서는 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이 조절효과보다

인변수일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특성을 통

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시민행

하여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동이 단순히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부가적인 역할을 하

한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간호사들이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

높은 업무수행을 가질수록 새로운 조직을 찾아 떠나려

향을 미치거나 업무수행과 함께 간호사의 이직에 직접

는 생각이 높아지게 되는데[5][9] 이러한 의도를 조직시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

민행동이 독립적으로 낮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을 고려해야 하며, 또

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간호사의 이직에 대한 조직적 관

한 간호업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리와 중재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5]에서 자유 재량

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직을 관리

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작용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때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직관리에 있어서 간

과 같은 자발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호사의 자발적 행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

야 한다는 것이다.

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간호분야에서 조직공정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조직을 떠나려 함에 있어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이 매개역할임을 실증적으로 확

이 강화시키는 것은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인한 연구[27]가 있기는 하지만, 조직시민행동의 매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

효과는 타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행

호사의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 행동을 강화 할

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32]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수 있는 전략의 개발과 함께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

직무착근도와 조직잔류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나타

이 적절히 평가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도를 확

났다. 이는 조직에 남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적합성뿐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

만 아니라 자발적 행동을 매개함으로써 영향을 받기 때

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이 일개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문에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조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대상

원의 자발적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임을 확인한 결과

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간호업무수행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의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의료기관에 근무하
는 간호사를 표본추출하여 반복연구와 비교연구를 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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