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환자 심에서 가장 가까운 일선에 고객 만족을 해

고도의 긴장감과 긴 한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스트 스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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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함이다. 상

자는 G시 소재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63명으로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수집 후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계에서 계지향문화와 신지향문화는 감정노동의 빈도와 이

직의도와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감정표 으로 정 인 상호 계를 조성함으

로써 조직의 원활한 계 응집력을 높이기 한 간호조직문화의 요함이 이직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추후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이기 한 교육 로그램 경력간호사를 한 경력 별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조직문

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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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in the 

process of emotional labor of nurses to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s were 363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at G city and analyzed using SPSS 21.0 from October 17, 2017 to October 31, 2017. As a result of research,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frequency and turnover intention in relation to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mporta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to improve the organization's smooth relationship and 

cohesion can be lowered by creating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sirable emotional expr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rganizational culture by applying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the turnover rate of new 

nurses and career programs for caree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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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 이러한 높은 스트

스로 인해 간호사들은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 의사나

약사 등 타 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연평균 활동 인력은

8.7%로 증가하고 있으나, 직군별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

면, 2016년 의료기 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20.4%, 의사

18.5%,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 을 퇴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2],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34%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수 이다[3].

보건의료기 에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35만

5772명 (2016년 기 ) 17만 9989명으로 면허를 갖고있

지만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는 반가량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일반 으로 간호사들의 이직을 래하는 요

인으로는 직무 스트 스[4], 소진[5], 근무환경과 보수[6],

연령, 근무경력과 근무부서, 의사소통 시 발생하는 갈등

과 처능력 부족과 감정노동[7], 간호조직문화[8] 등 다

양하고 복잡한 인과 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 이직은 결과 으로 집

인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치료의 해뿐만 아니라 동료

간의 사기 하[9], 동심 상호지지 통제력 하

[10], 조직 구성원 내에서 상 으로 낮은 지 나 경력

이 없는 신규간호사의 미흡한 기 처능력으로 소

‘태움’ 문화로 인해 소극 인 의사결정권이나 참여권 제

한[11] 등이 래되고 있다. 이에 많은 병원들은 간호사

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상 간호사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표 하지 못하고 감

정을 조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12] 간호사들

은 근무환경 병원환경에 한 불만족 등으로 실도

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간호사들은 정 이고 효율

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질 높은 간

호를 제공하나 자신의 감정이 억제된 경우 수동 인 업

무수행을 보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한 만족도

가 낮아 이직의도를 높이게 된다[13]. 그러므로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단지 개인·심리 인 측면에 주안 을 두기보

다는 다양한 환경 인 부분을 고려하여조직 인 측면의

특성이 미치는 향을 밝히고,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악

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조직 차원의 심과

이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14]. 특히

조직문화에 따라 감정노동의 정도가 달라지는데[15], 간

호조직문화는 간호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행동체계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간호조직의 성과에 요한 향을 미

치며[16], 조직성과에 감정의 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면서 감정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17]. 감정노동

에 한 요구의 증가는 자신의 감정표 을 억제하고 상

방에게 표면 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성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되며, 간호사들은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 스로 우울, 소진 등의 부정 정서

를 경험하고 이는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 향을 다

[18]. 즉, 조직문화에 한 만족이 높으면 결국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낮춰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치고 조직

에 한 정 인식은 이직의도를 낮춰 것으로 기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이 하되고,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

나 간호조직문화가 이들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 인 간호조직문화

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직

의도를 이고 조직의 효율 인 인 자원 리와 질 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략을 마련하는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함으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

의 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도의 정도를 악

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

이를 악한다. 셋째, 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

도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감정노동이 이직의

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다.

2. 연

2.1 연 대상  료수집

본 연구는 G시 소재 200～500병상 규모 3개 종합병원

에서 자료수집 조요청을 하여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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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를 수락한 1년 이상인 간호사를 상으로 편의추

출 하 다. 표본 수 크기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05, 효

과 크기 .15, 검정력 .95, 측요인을 15이상, 양측검정을

하 을때 199명으로 산출되었다. 본설문지에 포함된 감

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원 자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 사용허락을 받았고, K의료기 생명

윤리 원회의 심사과정을 마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

다(승인번호: KCHIRB-M- 2017-082).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고 연구자

가 직 방문하여 각 병원의 간호 리자에게 연구의 필

요성과목 을설명하고참여에동의를받고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훈련된 연구보조자를 통해연구 상자

에게 연구 목 을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동의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를 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 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불충분

한 답을 한 설문지 37(9.2%)부를 제외하고 363(90.8%)부

를 분석하 다.

2.2 연 도

2.2.1 감정노동

Morris & Feldman[18]의 연구를 기 로 Kim[19]이

개발한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Song[20]의 연구에서 간호

사를 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

는 하 개념인 감정노동의빈도(3문항), 감정표 에 한

주의정도(3문항), 감정의 부조화(3문항) 등 총 9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수의 범

는 9 에서 4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상자의 감

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g[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다.

2.2.2 간호조직 화

Han[21]이 개발한도구로 측정하 으며, 본 도구는

계지향문화(5문항), 신지향문화(6문항), 계지향문화

(5문항), 업무지향문화(4문항)으로 4개의 하 역, 총

20개의 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

도로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8이었다.

2.2.3 직 도

Lawler[22]가 개발하고 간호사에 하게 수정・보

완한 도구를 통합한 Kim[23]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이직의도(7문항), 이직요인(4문항)을 포

함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 척

도로 ‘매우그 다(5 )’에서 ‘ 아니다(1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3]의 도

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8이었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에 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

다. 신뢰도계수 분석결과에서 간호조직문화 측정도구 신

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감정노동 측정도구 신

뢰도는 Cronbach´s α= .84, 이직의도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었다.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0.70이상인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분석에 용

된 변수들의 측정항목들이 변수별 모두 합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료

본 연구의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변

인의 기술통계량은 기술통계를 이용하 다. 일반 특성

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상자의 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도와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

Baron & Kenny[24]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기법

으로 매개회귀분석을 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30세 이하 59.2%, 31∼35세 16.9%, 36∼40세 11.8%, 41세

이상 12.2%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5.3%로 많

았으며, 종교는 63.6%가 갖고 있었다. 학력은 간호학 학

사 66.7%, 3년제 문학사 24.2%, 학원이상 9.1%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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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임상경력은 5년미만 38.8%로 가장 많았다. 직 는

일반간호사 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 이상

7.2%, 책임간호사 4.7%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3교

근무자 69.7%, 근무부서는 외과병동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250만원 47.9%로 가장 많았으

며, 근무를 하는 이유는 경제 인 도움을 얻기 해서

57.3%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 57.9%로 많았으며, 이직

을 한 경우 42.1%로 나타났다. 앞으로근무계획은 2년∼5

년 33.1%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26.1%, 5년∼10년

25.9%, 2년 이하 14.9% 순으로 나타났다.

3.2 감정노동, 간호조직 화  직 도  정도

상자의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도의정도

는 Table 2와 같다. 감정노동의 정도는 5 만 에 평균

3.24±0.55 으로 나타났다. 하 역을 살펴보면 감정표

빈도가 평균 3.45±0.63 , 감정표 주의 정도는 평균

3.17±0.58 , 감정 부조화는 평균 3.11±0.73 으로 나타

났다. 간호조직문화는 5 만 에 평균은 3.30±0.38 이

었으며, 하 역은 계지향문화 평균은 3.51±0.57 ,

신지향문화 평균은 3.11±0.55 , 계지향문화 평균은

3.53±0.44 , 업무지향문화 평균은 3.04±0.48 으로 나타

났다. 이직의도는 5 만 에 평균 3.26±0.62 이었으며,

하 역은 이직의도의 경우 평균 3.17±0.69 , 이직요인

은 평균 3.44±0.71 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SD

Emotional labor 3.24±0.55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3.45±0.63

Level of emotional caution 3.17±0.58

Emotional dissonance 3.11±0.73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3.30±0.38

Relation-oriented culture 3.51±0.57

Innovation-oriented culture 3.11±0.55

Hierarchy-oriented culture 3.53±0.44

Task-oriented culture 3.04±0.48

Turnover intention 3.26±0.62

Turnover intention 3.17±0.69

Turnover factors 3.44±0.71

Table 2. Degree of emotional labor,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3.3 대상  적  특 에 따  직 도  

차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연령(F=12.863, p<.001), 결혼

상태(F=-3.722, p<.001), 학력(F=7.538, p=.001), 임상경력

(F=11.241, p<.001), 직 (F=19.997, p<.001), 근무형태

(F=18.034, p<.001), 여(F=11.900, p<.001), 근무이유

(F=4.659, p=.003), 근무계획(F=14.258, p<.001)에 따라서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30 215 59.2

31∼35 61 16.8

36∼40 43 11.8

≥41 44 12.2

Marital status
Married 126 34.7

Single 237 65.3

Religion
No 132 36.4

Yes 231 63.6

Educational
background

3-year college 88 24.2

University 242 66.7

≥Graduate school 33 9.1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year)

<5 141 38.8

5∼10 104 28.7

11∼15 51 14.0

16∼20 30 8.3

>20 37 10.2

Position

General nurse 320 88.1

Chief nurse 17 4.7

Head nurse 26 7.2

Duty pattern

3 shifts 253 69.7

2 shifts 25 6.9

Fixed 85 23.4

Work
department

Medical ward 73 20.1

Surgery ward 124 34.2

Intensive care unite 40 11.0

Emergency room 28 7.7

Pediatrics 13 3.6

Other 85 23.4

Monthly salary
(10,000 won)

<200 89 24.5

200원∼250 174 47.9

250원∼300 56 15.5

≥300 44 12.1

Reason for
Working

Economic help 208 57.3

Self-realization 13 3.6

Major & aptitude 130 35.8

I like work 12 3.3

Turnover
experience

None 210 57.9

Yes 153 42.1

Expected period
to work in
clinical

nursing(year)

<2 54 14.9

2∼5 120 33.1

5∼10 94 25.9

>10 95 26.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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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하에서 가장 이직의도가 높았

고, 미혼인 경우에 기혼인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더 높았

으며, 학원 이상 졸업한 군이 간호 문학사와 간호학

학사 졸업한 군보다 이직의도가 더 낮았다. 임상경력에

서는 임상경력이 20년이상인군이 그외 모든군보다이

직의도가 더 낮았으며, 일반간호사 군이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군보다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에서는 3교 근무하는 군이 2교 근무군과 상

근직(낮번고정근무) 군보다이직의도가 더 높았으며,

여에서는 월 200만원 미만인 군이 월 250만원에서 300만

원 미만군과월 300만원 이상 군보다 이직의도다 더높았

으며,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사이인 군이 월 300만원 이

상 군보다 더 이직의도가 높았다. 앞으로 2년 이하의 근

무계획을 가진 군이 그 외의 군보다 이직의도가 더 높았

으며, 2년에서 5년 사이 근무계획 군이 10년 이상의 근무

계획을 가진 군보다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이직의도는 종교, 근무부서, 이직경험에 따라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대상  감정노동, 간호조직 화  직

도 간  상 계

간호사의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이직의도의상

계는 Table 4와 같다. 감정노동은 이직의도와 양의 상

계(r=.453, p<.001)이며, 이는 상자가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조직문화는

이직의도와 음의 상 계(r=-.348, p<.001)이며, 이는 간

호조직문화가 강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간호조직문화 하 역과 이직의도 하 역의 상

계는 계지향문화와 이직의도(r=-.328, p<.001), 이직

요인(r=-.249, p<.001)에서 음의 상 계, 신지향문화

와 이직의도(r=-.356, p<.001), 이직요인(r=-.380, p<.001)

에서 음의 상 계, 계지향문화와 이직요인은 양의

상 계(r=.109, p<.05), 업무지향문화와 이직의도

(r=-.183, p<.001), 이직요인(r=-.107, p<.05)은 음상

계를 보 다.

3.5 감정노동과 직 도  계에  간호조직

화  매개효과 검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과 간호조직문화

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해 Baron & Kenny[24]

의 차에 따라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

쳐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

한 향을 미쳐야 하며, 세 번째 단계로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year)*

≤30a 3.37±0.56 12.863(.000***)
a-c>d

31∼35b 3.30±0.59

36∼40c 3.20±0.70

≥41d 2.77±0.61

Marital status*
Marrieda 3.10±0.67

-3.722(.000***)Singleb 3.35±0.57

Religion
No 3.21±0.63

-1.252(.212)
Yes 3.29±0.61

Educational
background*

3-year collegea 3.29±0.50
7.538(.001**)
a,b>c

Universityb 3.31±0.62

≥Graduate schoolc 2.87±0.78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year)*

<5a 3.28±0.57

11.241(.000***)
a-d>e

5∼10b 3.45±0.55

11∼15c 3.27±0.62

16∼20d 3.23±0.71

>20 2.70±0.59

Position*
General nursea 3.33±0.58

19.997(.000***)
a>b,c

Chief nurseb 2.61±0.55

Head nursec 2.82±0.67

Duty pattern*
3 shiftsa 3.38±0.56

18.034(.000***)
a>b,c

2 shiftsb 3.09±0.70

Fixedc 2.96±0.63

Work department

Medical ward 3.23±0.57

1.392(.226)

Surgery ward 3.32±0.60

ICU† 3.44±0.60

ER† 3.19±0.44

Pediatrics 3.14±0.68

Other 3.18±0.71

Monthly salary
(10,000 won)*

<200a 3.51±0.56
11.900(.000***)
a>c>d
b>d

200원∼250b 3.26±0.57

250원∼300c 3.18±0.66

≥300d 2.87±0.66

Reason for
working*

Economic helpa 3.34±0.63

4.659(.003**)
a>d

Self-realizationb 3.27±0.61

Major & aptitudec 3.20±0.60

I like workd 2.72±0.31

Turnover
experience

None 3.24±0.63
-0.862(.389)Yes 3.30±0.59

Expected period to
work in clinical
nursing(year)*

<2a 3.65±0.55
14.258(.000***)
a>b,c,d
b>d

2∼5b 3.34±0.55

5∼10c 3.18±0.61

>10d 3.03±0.62
*Scheffé test , *p<.05, **p<.01, ***p<.001
†ICU=Intensive care unite; ER=Emergency room

Table 3. Differences in the turnover int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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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를 추가할 때

독립변수의 β 계수가 유의수 에서 무의미 수 으로 떨

어지는 경우에는 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 으로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3.5.1 감정노동  빈도  직 도에  계지향

화  매개효과 

감정노동의 빈도와 이직의도에서 계지향문화가 매

개효과를 갖는지 3단계 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계지향문화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187로 음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96, 3단계에서는 감정노동의 빈도가

.153으로 양의 향을 미치고, 계지향문화가 -.230의

값을 나타내며 유의하 다.

1단계에서 감정노동의 빈도는 계지향문화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β=-.187, p<.01), 2단계에서는 감정노농의

빈도는이직의도에유의한 향을미쳤다(β=.196, p<.01). 3

단계에서는 계지향문화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β=-.230, p<.001), 감정노동의 빈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β=.153, p<.05). 그러므로 계지

향문화는 감정노동의 빈도와 이직의도와의 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단계로, 계지향문화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 확인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 다(Z=2.408, p=.016).

3.5.2 감정노동  빈도  직 도에  혁신지향

화  매개효과 

감정노동의 빈도와 이직의도에서 신지향문화가 매

개효과를 갖는지 3단계 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지향문화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181로 음의 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96, 3단계에서는 감정노동의 빈도가

.136으로 양의 향을 미치고, 신지향문화가 -.334의

값을 나타내며 유의하 다.

1단계에서 감정노동의 빈도는 신지향문화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β=-.181, p<.01), 2단계에서는 감정노농의

빈도는이직의도에유의한 향을미쳤다(β=.196, p<.01). 3

단계에서는 신지향문화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Table 4. Correlation among emotional labor,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EM FEE LEC ED NOC ROC IOC HOC TOC TI TI TF

EM
1 　 　 　 　 　 　 　 　 　 　 　

　 　 　 　 　 　 　 　 　 　 　

FEE
.834 1 　 　 　 　 　 　 　 　 　 　

(<.001) 　 　 　 　 　 　 　 　 　 　 　

LEC
.870 .643 1 　 　 　 　 　 　 　 　 　

(<.001) (<.001) 　 　 　 　 　 　 　 　 　 　

ED
.858 .520 .625 1 　 　 　 　 　 　 　 　

(<.001) (<.001) (<.001) 　 　 　 　 　 　 　 　 　

NOC
-.194 -.186 -.147 -.162 1 　 　 　 　 　 　 　

(<.001) (<.001) (.005) (.002) 　 　 　 　 　 　 　 　

ROC
-.269 -.267 -.240 -.189 .803 1 　 　 　 　 　 　

(<.001) (<.001) (<.001) (<.001) (<.001) 　 　 　 　 　 　 　

IOC
-.202 -.214 -.161 -.146 .833 .626 1 　 　 　 　 　

(<.001) (<.001) (.002) (.005) (<.001) (<.001) 　 　 　 　 　 　

HOC
.029 .071 .040 -.028 .538 .268 .120 1 　 　 　 　

(.585) (.178) (.446) (.601) (<.001) (<.001) (.022) 　 　 　 　 　

TOC
-.044 -.045 .011 -.071 .676 .277 .475 .363 1 　 　 　

(.399) (.397) (.833) (.177) (<.001) (<.001) (<.001) (<.001) 　 　 　 　

TI
.453 .393 .405 .367 -.348 -.337 -.411 .017 -.174 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747) (.001) 　 　 　

TI
.392 .342 .332 .332 -.340 -.328 -.356 -.041 -.183 .936 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440) (<.001) (<.001) 　 　

TF
.418 .360 .406 .315 -.257 -.249 -.380 .109 -.107 .804 .544 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37) (.042) (<.001) (<.001)

EM=Emotional labor; FEE=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LEC= Level of emotional caution; ED=Emotional dissonance; NOC=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ROC=Relation-oriented culture; IOC=Innovation-oriented culture; HOC=Hierarchy-oriented culture; TOC=Task-oriented culture; TI=Turnover
Intention; TF=Turnov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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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고(β=-.334, p<.001), 감정노동의 빈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β=.136, p<.01). 그러므로 신지

향문화는 감정노동의 빈도와 이직의도와의 계를 부분

매개한다고할 수있다. 매개 검증의마지막단계로, 신

지향문화가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 확인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 다

(Z=2.479, p<.01).

4. 논   고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와의 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자의 감정노동 평균은 3.24 (5 만 )

으로, 이는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

을 한 선행연구[25]의 결과 3.08 보다 높았으며, 경기도

지역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Kim & Lee[26]의 결과 3.37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27]의 결과 3.24 , Kim 등

[28]의 연구결과 3.25 과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의료기 의 규모와 지역 차이, 병원환경에 따

라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향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하여 감정노동의 추이변화를 확인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조직문화는본 연구 상자의경우 5 만 에 평

균 3.30 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으로 계지향문화

3.53 , 계지향문화 3.51 , 신지향문화 3.11 , 업무

지향문화 3.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병

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 Han, & Kim[29]의 연구에

서 조직문화유형 계지향문화가 가장 빈번하고 다음

Table 5.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on the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UC Standardized
β

t p R2 F
B SE

1

FEE

ROC

-.170 .061 -.187 -2.771 .006**

.082 10.354LEC -.101 .073 -.102 -1.381 .168

ED -.022 .052 -.028 -0.424 .672

2

FEE

TI

.194 .062 .196 3.133 .002**

.207 31.232LEC .199 .074 .185 2.702 .007**

ED .127 .052 .150 2.436 .015*

3
(Independent variable)

FEE

TI

.151 .061 .153 2.495 .013*

.256 0.744
LEC .173 .072 .162 2.426 .016*

ED .122 .051 .143 2.402 .017*

3(Parameter) ROC -.249 .052 -.230 -4.840 .000***

FEE=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LEC= Level of emotional caution; ED=Emotional dissonance; ROC=Relation-oriented culture; TI=Turnover
Intention; UC=Unstandardized coefficient

Table 6.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oriented culture on the frequency of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β

t p R2 F
B SE

1

FEE

IOC

-.158 .060 -.181 -2.635 .009**

.048 6.011LEC -.019 .071 -.020 -.265 .792

ED -.030 .051 -.040 -.595 .552

2

FEE

TI

.194 .062 .196 3.133 .002**

.207 31.232LEC .199 .074 .185 2.702 .007**

ED .127 .052 .150 2.436 .015*

3
(Independent variable)

FEE

TI

.134 .058 .136 2.306 .022*

.313 40.761
LEC .192 .069 .179 2.795 .005**

ED .116 .049 .136 2.379 .018*

3(Parameter) IOC -.376 .051 -.334 -7.430 .000***

FEE=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LEC= Level of emotional caution; ED=Emotional dissonance; IOC=Innovation-oriented culture; TI=Turnover
Intention; UC=Unstandardized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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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지향문화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 Han, & Jang[30]의 연구결과 계지향

문화가 3.31 으로가장 높고 업무지향 문화 3.06 ,

계지향 문화 2.93 , 신지향 문화 2.90 으로 보

고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Kwon, Kim, & Ahn[31]의 연

구에서 신지향문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업무지향문화

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서울권, 충청권, 경

상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32]의 결과 계지향문화가 가장 높고 신지

향문화는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이 듯 조직구성원의 각기 다른 조직문화유형의 인식은

조직이 추구하는 고유의 가치, 철학, 조직구성원과의

계, 조직의 규모, 업무환경 등조직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5 만 에 평균 3.26 으로

소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33]의 결

과 평균 2.96 보다는 이직의도가 높았으나, 경북 지역

400병상 이상의 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

로 연구한 Kim[26]의 연구결과 3.45 보다는 다소 낮은

이직의도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환자의 증도 차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에 한 부담

감이 다소 차이가있다고 본다. 한 형병원에 비해

소병원의 조직문화가 업무나 계지향 이기 보다는

계지향 이기 때문일 수 있다[34]. 한편, 부분의 종합병

원 이상의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는 등도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으나 규모가 큰 상 종합병원이간호인력 확보

에 더 유리하고 소병원의 경우 상 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면이 있어 상 종합병원과 소병원이 이직의도

와 련하여장․ 단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

으므로 이와 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연구결과 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직 , 근무형태, 여, 근무이유 근무계획에 따라 이직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 임상경력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에

서, 직 가 일반 간호사인 경우, 상근직 는 2교 보다

는 3교 인 경우, 평균 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이직의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생활에 한

응기간이 짧고 다양한 공자와의 인 계에서 요구되

는 의사소통이나 조직몰입 등과 련이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Ahn[35]의 연구에서도 40 가 20 보다, 기혼이 미

혼보다, 수간호사나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의사

소통능력이 더 좋다고 하 으며, 특히 기혼인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정서 지지를 받아 업무만족이 높고, 업

무능력의 인정은 곧 직 와도 련이 된다고 하 다.

상 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직의도는 감정노동

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간호조직문화가 강하

게 느낄수록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 Lee[26]의 연구결과이직의도와 감정노동

간에 높은 정 상 계를 보인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감정노동이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감정노동 하 역과

간호조직문화 하 역의 련성에서는 감정노동 하

역 모두 계지향문화, 신지향문화와 부 계를 보

으며, 간호조직문화 하 역과 이직의도 하 역의

련성에서는 계지향문화, 신지향문화, 업무지향문

화가 이직의도, 이직요인과 부 계, 계지향문화는 이

직요인에서 정 계를 보 다. 즉, 계지향문화가 낮을

수록, 신지향문화가 낮을수록, 계지향문화가 높을수

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신지향문화, 계지향문화,

계지향문화 순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가 신지

향문화와 계지향문화일 때 이직의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고, 계지향문화에서 이직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감정노동과 간호조직문화가 이

직의도에 향을 미치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므로, 이에 향을 주는 간

호조직문화의 개선과 간호사 개개인의 감정노동을 감소

시키기 한 정서 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간

호조직문화의 매개역할에 해 검증한 결과, 간호조직문

화 계지향문화와 신지향문화의 매개효과가 지지

되었다. 이는 감정노동을 높게 인식한 간호사들이 간호

조직문화가 계지향문화와 신지향문화인 경우 이직

의도를 낮추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감정노동이 높은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간

호조직문화 계지향문화와 신지향문화가 직

으로 향을 으로써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계지향문화는 내부지향 이고 유연

한 문화로 원만한 인간 계와 조 인 조직분 기로 동

료애가 깊고 동료 간의 신뢰 인 계로 구성원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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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인 분 기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조직구성원 간의

교류가 원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조직의 정책

과 략 결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 한다. 한 신

지향문화는 융통성을 강조하면서도 간호서비스의 외부

상자인 환자의 만족에 을 두는 문화이며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특징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환경변화에 잘 응하며 조직의 발 과성장을 요시한

다. 계지향문화와 신지향문화가 간호사의 감정노동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해서는 가족 이

고 친화 인 조직문화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발 시키

는 것이 요함을알 수 있다. 간호조직 내에서 구성원간

의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 을 표 하게 되

는 것[36]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요한 의사결정체

정체성 형성에 향을 주며 이는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

[37]. 그러므로 신규간호사가 자유롭게 의사표 을 하고

개방 인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간호조직문화[38]를

만들어 가는 게 요하다.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하는 간호조직문화 계지

향문화에 한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조

직문화의 특성상 지 까지도 계지향문화를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간호조직이 서열 주이

고 권 이며 계질서와 차를 요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지향문화는 조직내부의 통합과 효율성을 우

선으로 하고 안정 인 면을 지향한다. 그러나 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조직이 시 의 변화에 부응하기

해서는 간호조직 구성원들의 자율 인 주도 역할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조직문화의 정착이 요하다. 계지

향문화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환경변

화에 응하지 못하며 변화하는 시 에부합하는 조직으

로의 발 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강력한 향을미치게 되므로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해서 간호조직문화의 다차

원 인 검토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여발 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계지향문화 보다는 계

지향문화나 신지향문화가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바람

직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본 연구의 간호사들이 인

식하는 조직문화는 계지향문화의 비 이 큰 편이므로

상호보완 인 소통을 시하는 간호조직문화의 정착

병원 규모와 특성 등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바람

직한 감정표 으로 정 인 상호 계를 조성하고, 조직

간의 원활한 계와 응집력 있는 간호조직문화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바람직한 감정표 으로 정 인 상호

계를 조성함으로써 조직의 원활한 계 응집력을

높이기 한 간호조직문화의 요함이 이직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 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한 결론은 간호사의 감정노동

을 낮추고 개인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의 감정노동에 한

인식의 변화와 정 인 처가 요구되며, 조직의 정서

지지 바람직한 간호조직문화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고된 선행연구가 없

어 비교가 어렵고, 일부 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이직

률을 이기 한 교육 로그램 경력간호사를 한

경력 별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조직문화를 조

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H. K. Kim, H. S. Ji, E. K. Ryu, H. J. Lee, S. E. Yoon,

M. K. Jeon & H. J. Kim. (2005).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of the Nurses in Hospitals. Clinical Nursing

Research. 10, 7-18.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1∼2016

Survey of Health-are Report. Seoul: MOHW.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

ENU_ID=04&MENU_ID=0403&CONT_SEQ=344198&pag

e=1

[3] Korea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7).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2016

Work Report. Seoul: KHNA

[4] M. H. Park. (2014).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ositive

Think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Pediatric Nurse. Crisisonomy, 10(11),



한 디지털정책학회논 지 제16  제5호326

269-287.

[5] M. R. Kim. & G. A. Seomun. (2013). Relationships

among Burnou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 Resign i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2), 93-101.

[6] J. S. Kang. (2017). A Qualitative Research on Turnover

Experience among Hospita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751-768

DOI :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 04.11

[7] S. M. Wi & Y. J. Yi. (2012).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n Job Satisfaction, Intent to Leave, and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3), 310-319.

[8] Y. J. Han, K. C. Roh & H. Y. Lee. (2015). The Study on

Influence of General Hospital`s Efforts of Changing

Organization Culture 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Work Performance: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University Hospital and Corporation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20(2),

167-194.

[9] C. Bile & K. B. Loise. (2007). Impact of Job Satisfaction

Components on Intent to Leave and Turnover for

Hospital-based Nurses: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

297-314.

[10] G. S. Yoo & S. Y.Kim. (2010). Influences of Job Stress

and Burnout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4),

507-516.

[11] J. H. Jeong, M. H. Choi, E. Y. Kim & Y. U.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about Factors Affecting New

Nurses Personnel Turnove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73-83.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73

[12] K. O. Kim & Y. C. Cho.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abou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3794-3803.

[13] Y. H. Jeong, C. S. Lee, H. N. Choe & J. Y. Park.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Regional General Hospital.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1), 708-719.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708

[14] J. Y. Lee & H. R. Nam. (2016). Effects of Work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Demands at

Work on Emotional Labor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19-128.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2.119

[15] B. R. Seo & J. Y. Paek.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abor,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e Case of

Secretar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19(1),

105-124.

[16] S. J. Han.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8(3), 441-456.

[17] M. H. Song. (2010). A Study on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 61-77.

[18] A. R. Hochschild. (1979).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51-575.

[19] M. J. Kim. (1998).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related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1(2), 275-299.

[20] Y. J. Song. (2011).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Hardship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Nurs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1] S. J. Han.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8(3), 441-456.

[22] E. E. Lawler. (1983). Satisfaction and Behavior. New

York: McGrow-Hill, 287-301.

[23] Y. R. Kim. (2007).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Oncology Nurs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25] H. J. Lim et al. (2017).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Social Support on Burnout of Clinical Nurses.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5(1),

255-266.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1.255

[26] S. H. Kim. & M. A. Lee. (2014).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종합병원 간호사  감정노동  직 도에 미치는 향: 간호조직 화  매개효과 327

Administration, 20(3), 332-341.

[27] D. W. Baik. & Y. H. Yom. (2012).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Clinic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3), 271-280.

[28] S. H. Kim et al. (2013). Effects of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 157-167.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57

[29] E. J. Lee, J. Y. Han & M. E. Kim. (2008),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1), 5-12.

[30] M. J. Lee, J. S. Han & Y. M. Jang. (2015).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Nurses’ Perceived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on Their Customer Orientation,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3(11), 303-311.

DOI : http://doi.org/10.14400/JDC.2015.13.11.303

[31] M. J. Kwon, K. S. Kim & S. Y. Ahn. (2014). Effects of

Emotional Labor,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Self-effica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25-2234.

[32] S. H. Choi, I. S. Jang, S. M. Park & H. Y. Lee. (2014).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 206-214.

DOI : http://doi.org/10.11111/jkana.2014.20.2.206

[33] Y. S. Hwang & K. H. Kang. (2014). Factors Influencing

Nurse Turnover Intention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5), 576-586.

DOI: http://doi.org/10.11111/jkana.2014.20.5.576

[34] S. J. Kang. (2013),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Relation-oriented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72-38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3. 372

[35] S. Y. Ahn. (2017). The Convergence Relation of

Communication,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Nur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47-15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6.147

[36] M. S. Kim et al. (1999). The Concept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Nursing Service in Hospit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5(1), 87-97.

[37] J. H. Lee, S. J. Jin & H. J. Ju. (2011). Impact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Nursing and Turnover Intention on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Hospital Nurses.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30, 205-230.

 금 (Oh, Keum Ja)    [정회원]

▪2018년 2월 : 주 학교 보건상담

정책 학원(간호학석사)

▪1991년 8월 ～ 재 : 주기독병

원 주임간호사

▪ 심분야 : 환자감염 리소화기

/투석 환자간호

▪E-Mail : eykim@gwangju.ac.kr

김  (Kim, Eun Young)    [정회원]

▪1994년 5월 ～ 1999년 3월 : 고려

학교 안암병원

▪2011년 8월 : 조선 학교 학원(간

호학박사)

▪2011년 9월 ～ 2013년 2월 : 서남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13년 3월 ～ 재 : 주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교육, 아동청소년 간호

▪E-Mail : eykim@gwa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