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우리나라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본 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변

화로 간호사 수요가 증가하 으며 의료기 의 양 팽창

과 국민들의 의료 간호서비스에 한 질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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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기혼 여성간호사를 상으로 재직의도에 한 직장-가정 갈등과 사회 지지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는 C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기혼 여성 간호사 156명이며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일부터 15일까

지 하 다.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 계수,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연구결

과 재직의도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시간갈등, 동료지지, 자녀수 한명 이상, 책임간호사, 상사지지 순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

은 37.3% 로 나타났다(F=11.25, p<.001). 본 연구에서 시간갈등은 음의 향을, 동료지지와 상사지지는 양의 향을 재직의

도에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직의도를 높이는 새로운 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확인하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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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retention intention in married female nurses. Participants were nurses working in 5 general hospitals in C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15, 2017.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3.0. Factors influencing retention inten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ing; time-based conflict, more than one child, charge nurse, support of a co-workers, managers' support, 

with 37.3% explanatory power. This study shows that time-based conflict has negative effect on retention intention, 

while support of co-workers and managers have positive effect. This result may be useful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enhancing retention inten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other factors affecting the retention 

intention of married female nurses.

Key Words : Mariried female nurses,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Retention intention, Time-based conflict

*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angwon National niversity.

-  논  1  보람  립창원대학  사학 논  축약본 .

* Corresponding Author : Yoon Goo Noh(ygnoh@hanmail.net)

Received July 18,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8,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0, pp. 261-270,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0.261



한 지털 책학회논 지 16  10호262

로 높은 수 의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1]. 간호

사는 환자들에게 직 인 간호를 제공하는 요한 구성

원으로 차별화된 질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는 무엇보

다 재직 인 경력 간호사의 안정된 재직유지가 요구된

다[2]. 정부는 2008년 이후부터 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

원을 늘리면서 간호사의 안정 인 공 에 주력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 간호사 부족 상은 공 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비활동 인력의 과다가 문제이므로 직 간호사들

의 직 유지와보유, 비활동인력을 직장으로 복귀 시킬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2016년 병원의 간호인력 실태

조사에서 간호사 이직률은 12.4% 는데, 간호사의 이직

사유로는 결혼과 출산 , 육아로 인한 이직이 13.7%로 나

타나 이는 체 이직사유 3 로 간호사의 이직에 출

산, 육아가 상당한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3].

간호사의 이직은 인력 리의 비용 지출과 질 간호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므로 유능한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오래도록재직하기 한 략에 심이 높아지면서,

부정 인 결과와 연 되어 역기능 인 면이강조되는 간

호사의 이직보다는 정 이며 순기능 인 측면이 부각

되는 재직의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재직의도는 구성원이 다른 새로운 직업을찾으려는 것을

멈추거나 직에 머무려는 의도로서[5], 간호사가 직

장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조직 환경 조성에도 정 일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 다[6].

최근 여성은 극 인 사회참여로 결혼 출산, 가사

로 인한 직장-가정 갈등이 여성의 직장유지를 한 선행

요인으로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4]. 직장-가정 갈등

(Work-Family Conflict, WFC)은 직장으로 인한 가정

역의 역할에 지장을 받으면서 이들 간의 불균형으로 발

생하는 역할갈등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7],기혼여성들

은 시간의 제한, 일의 부담, 특정 역할 행동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직장-가정갈등

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7]. 한편 여성이 부분인

기혼 간호사들은 병원 삼교 근무와간호업무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퇴근시간, 육아 가사업무로 병원과 가

정의 두 역의 다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직장-가정

갈등은 필연 으로 나타나고 있다[2]. 가정에 한 여성

의 책임이 가 되어 있는 실에서 직장-가정 갈등은 직

장여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체 , 정신 , 시간

한계가역할갈등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8]. 간호사들

이 경험하는 직장-가정 갈등은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

에 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2, 9], 간호사개인뿐 아

니라 환자안 과 질 간호에도 일 수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은 간

호사 개인 뿐 아니라 간호의 질, 나아가 조직과 병원의

성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혼 여성간호사들의

재직유지를 하여 재직의지를 높이는 략을 모색하는

것은 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지지는한 개인이 자신의 인 사회 계

망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 인 자원 모두를 말하며 사

회 ․ 심리 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 스가 개인

의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향을 감소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10]. 사회 지지에 한 문헌고찰 연

구에서 근무환경으로서 사회 지지는 직무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사회 지지의 한 요소인 상사와 동료의 지

지는 감정, 처, 웰빙에 정 인 향을 미치면서, 소

진, 잦은 결근,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몰입에 향을

미쳤다[11]. 상사의 지지는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장을 유

지하게 하며[12, 13], 간호 리자의지지 행동은 간호사

이직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11, 14, 15]으로 알려졌

다. 지 까지는 기혼여성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이 재

직의도와 사회 지지로 따로 연구되어 기혼 여성간호사

의 직장-가정 갈등의 상황에서 사회 지지가 재직 의도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 여성간호사들의 재직의도에 미

치는 직장-가정 갈등과 사회 지지의 향을 확인함으

로써 이들의 직장유지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

다. 한 재직의도의 선행요인인 직장-가정 갈등을 낮추

고 사회 지지를 높이는 근으로 재직의도를 높임으로

써 간호인력 리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  목

본 연구는기혼 여성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와 재직의도와의 계를 악하는 것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의

수 을 확인한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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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의 상 계를 악한다.

4) 직장-가정갈등과 사회 지지가 기혼 여성간호사

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기혼 여성간호사가 인지하는 직장-가정 갈

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와의 계를 확인하고 재직의

도에 한 향요인을 악하는 상 성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 상자는 C시에 있는 병원 의료기 인 30

병상 이상의 5개 병원에 근무하는 책임간호사와 일반간

호사 기혼 여성간호사를 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 하

다. 연구 상 표본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

용하 다. 측요인 5개로 유의수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로 계산하여 필요한 표본 수는 138명을 산출

하 고 탈락률을 20% 로 계산하여 설문지는 총 180부를

배부하 다.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한 156부를 분석하 다.

2.3 연 도

2.3.1 직 -가  갈등

본 연구에서는 Carlson 등[16]이 개발한 직장-가정 갈

등(Work–Family Conflict)을 Kim[17]이 사용한 도구로

시간 3문항, 긴장 5문항, 행동 3문항의 3개의하부요인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리커트(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직장-가정 갈등이높음을 뜻한다. 김소 [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54 이었다.

2.3.2 사회  지지

사회 지지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

지의 선행연구를 토 로 이상조[18]가 수정하고 보완한

것으로 상사지지 7문항, 동료지지 6문항, 가족지지 7문항

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리커트(Likert) 척도

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이었으

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

뢰도 Cronbach’ α는 Lee[18]의 연구에서 상사지지 .910,

동료지지 .905, 가족지지 .91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의 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91이었고, 하

항목인 상사지지 .907, 동료지지 .854, 가족지지의 .891 이

었다.

2.3.3 재직 도 

본 연구에서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는 Cowin[5]

의 간호사 재직의도 도구(Nurses' Retention Index, NRI)

를 Kim[19]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 다. 총 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8 리커트(Likert) 척도로 “매

우 그 다” 8 에서 “매우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 α 는Kim[19]의연구에서 .890 이었으며본 연

구에서는 .889 이었다.

2.4 료 수집 

자료수집은C시 소재의 30병상이상의 5개 병원의간

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2017년 9월1일에서 15일까지 자

료 수집을 하 다. 연구자가 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

구 목 참여에 해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연구설

명문, 동의서, 연구 설문지를 각 부서의간호사들에게 배

부하 으며, 연구자가 직 연구 목 과 방법을 설명하

다.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작성하

게 하 다. 연구 설명문에서 참여자의 익명성, 개인사생

활 보장,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설명 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에 창원 학교 기 연구윤리심의 원회(IRB)의 승인

을 받았다(승인번호: 1040271-201707-HR-007).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으로 분석하 고, 세부 인

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직장-가정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정

도를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 다.

3) 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

지, 재직의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로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은Scheffe Test로하 다.

4) 직장-가정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5) 재직의도에 한변수들의 향력은단계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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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 다.

3. 연 결과

3.1 직 -가  갈등, 사회  지지  재직 도 도

상자들이 인식하는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 정도를 살펴보면, 직장-가정 갈등은 평균

3.2(±0.58) (5 척도) 이었으며, 하 항목으로 긴장갈등

3.3(±0.68) , 시간갈등 3.2(±0.85) , 행동갈등 2.9(±0.64)

순이었다. 사회 지지는 평균 3.6(±0.41) (5 척도)

이었으며, 하 항목으로 가족지지 3.6(±0.55) , 동료지지

3.6(±0.49) , 상사지지 3.4(±0.60) 이었다. 재직의도는

평균 5.2(±1.34) (8 척도) 이었다(Table 1 참고).

Variables Factors Min Max Mean±SD

Work-family
conflict

Behavior 1.00 4.67 2.96±0.64

Time 1.67 5.00 3.28±0.85

Strain 1.60 5.00 3.36±0.68

Total 2.00 4.73 3.23±0.58

Social support

Managers’ 1.57 5.00 3.47±0.60

Co-workers’ 2.50 5.00 3.64±0.49

Family 2.29 5.00 3.68±0.55

Total 2.55 4.65 3.60±0.41

Retention Intention 1.50 8.00 5.29±1.34

Table 1. Levels of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Retention Intention  
(N=156)

3.2 대상  특 에  직 -가 갈등, 

    사회  지지, 재직 도 차

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직장-가정 갈등은 결혼기간과 직 에서 차이를 보 다.

즉, 결혼기간이 4년이하인 경우가 10년 이상인 경우보다

직장-가정 갈등의 행동이 높았고(F=2.72, p<.05), 책임간

호사인 경우 일반간호사보다 직장-가정 갈등의 긴장이

높았다(t=-2.28, p<.05). 사회 지지에 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재직의도는 직 , 자녀수에서 차이를 보 다. 즉, 일반

간호사가 책임간호사 보다 재직의도가 높았으며(t=2.05,

p<.05). 자녀가한명 는두 명이상인경우가 없는경우

보다 재직의도가 높았다(F=4.93, p<.01)(Table 2, Table

3 참고).

3.3 변수들  상 계

변수들의 상 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정 갈등과 재

직의도는 부 상 계(r=-.26, p=.001)이었으며, 사회

지지는 재직의도와 정 상 계(r=.4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정 갈등과 사회 지지는

상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직장-가정 갈등의 하

역과 재직의도와의 계에서 시간갈등(r=-.33, p=<.001)

과 긴장갈등(r=-.19, p=.017)은 재직의도와 부 상

계가 있었으며, 행동갈등은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

Characteristics n(%)

Work-family conflict
Total

Behavior Time Strai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3∼29 66(42.3) 2.9±0.58
1.50
(.216)

3.2±0.85
0.51
(.678)

3.3±0.65
0.33
(.802)

3.2±0.56
0.90
(.443)

30∼39 64(41.0) 2.9±0.76 3.2±0.96 3.3±0.79 3.2±0.67

≧40 26 (16.7) 2.7±0.61 3.1±0.90 3.3±0.81 3.1±0.62

Clinical
career
(yr)

<5 45(28.8) 2.9±0.59 0.32
(.808)

3.1±0.82 1.29
(.279)

3.3±0.71 1.30
(.277)

3.1±0.58 1.47
(.225)5∼<10 52(33.3) 2.9±0.64 3.3±0.76 3.3±0.57 3.2±0.50

10∼<15 35(22.4) 3.0±0.65 3.4±0.88 3.5±0.68 3.3±0.58

≧15 24(15.4) 2.9±0.73 3.1±1.00 3.1±0.80 3.0±0.70

Shift
work

Shift 108(69.2) 2.9±0.65 0.83
(.409)

3.2±0.85 0.08
(.937)

3.3±0.67 0.16
(.875)

3.2±0.58 0.36
(.717)None-shift 48(30.8) 2.9±0.60 3.2±0.84 3.3±0.70 3.2±0.57

Current
position

RN 126(80.8) 2.9±0.60 -0.06
(.953)

3.2±0.81 -1.68
(.084)

3.3±0.65 -2.28
(.024)*

3.1±0.55 -1.92
(.057)CN 30(19.2) 2.9±0.78 3.5±0.96 3.6±0.74 3.4±0.65

Children

Nonea 65(41.7) 3.0±0.60
0.97
(.383)

3.3±0.82
0.36
(.698)

3.3±0.61
0.49
(.612)

3.2±0.54
0.24
(.789)

1b 39(25.0) 3.0±0.60 3.1±0.85 3.2±0.60 3.1±0.55

≧2c 52(33.3) 2.8±0.71 3.3±0.89 3.4±0.80 3.2±0.64

Marriage
period
(yr)

1∼4a 94(60.2) 3.1±0.68 2.72
(.047)*

a>c

3.2±0.80 0.40
(.755)

3.4±0.64 0.51
(.678)

3.3±0.59 0.90
(.441)5∼9b 27(17.3) 3.0±0.63 3.4±0.90 3.3±0.74 3.3±0.64

≧10c 35(22.4) 2.8±0.74 3.2±0.90 3.3±0.78 3.1±0.61

a,b,c ;scheffe *p<.05, **p<.01, ***p<.001

Table 2.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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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의 하 역과 재직의도간의 계에서, 가족

지지(r=.33, p<.001), 동료지지(r=.31, p<.001), 상사지지

(r=.34, p<.001)는 재직의도와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3.4 재직 도에 미치는 향 

재직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종속

변수로는 재직의도를, 독립변수로는 재직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 인 특성인 직 (일반간호사 기 ), 자녀수

(없음 기 ) 2개의 변수와 직장-가정 갈등의 하 역 3

개, 사회 지지의 하 역 3개, 총 8개의 변수를 투입하

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하 다. Durbin-Watson 값은

1.84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

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분산팽창인자

Characteristics n(%)

Social support
Total

Retention
IntentionManagers’ Co-workers’ Famil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3∼29 66(42.3) 3.5±0.62 1.44
(.235)

3.6±0.47 1.53
(.209)

3.6±0.53 0.73
(.538)

3.6±0.40 0.29
(.833）

5.2±1.05 0.67
(.573)30∼39 64(41.0) 3.4±0.58 3.5±0.42 3.6±0.62 3.5±0.40 5.5±1.51

≧40 26 (16.7) 3.5±0.60 3.5±0.50 3.7±0.61 3.6±0.48 5.3±1.50

Clinical
career
(yr)

<5 45(28.8) 3.3±0.55 0.60
(.619)

3.6±0.40 0.74
(.528)

3.7±0.46 1.58
(.196)

3.6±0.36 0.73
(.533)

5.1±1.32 1.06
(.370)5∼<10 52(33.3) 3.5±0.66 3.6±0.60 3.7±0.62 3.6±0.48 5.4±1.35

10∼<15 35(22.4) 3.4±0.59 3.5±0.45 3.5±0.54 3.5±0.37 5.0±1.19

≧15 24(15.4) 3.5±0.57 3.6±0.44 3.7±0.56 3.6±0.42 5.4±1.56

Shift
work

Shift 108(69.2) 3.4±0.59 -0.20
(.845)

3.6±0.51 -0.55
(.587)

3.6±0.53 0.10
(.923)

3.5±0.41 -0.25
(.800)

5.2±1.35 -0.36
(.717)None-shift 48(30.8) 3.4±0.62 3.6±0.44 3.6±0.61 3.6±0.43 5.3±1.34

Current
position

RN 126(80.8) 3.4±0.62 -1.46
(.146)

3.6±0.51 -0.36
(.722)

3.6±0.54 -1.01
(.316)

3.5±0.41 -1.33
(.185）

5.4±1.33 2.05
(.042)*CN 30(19.2) 3.6±0.50 3.6±0.44 3.7±0.59 3.6±0.41 4.8±1.33

Children

Nonea 65(41.7) 3.4±0.60 1.09
(.339)

3.6±0.51 0.57
(.568)

3.7±0.51 2.72
(.069)

3.6±0.40 1.02
(.362）

4.9±1.20 4.93
(.008 )**1b 39(25.0) 3.4±0.62 3.5±0.52 3.5±0.52 3.5±0.43 5.5±1.38

≧2c 52(33.3) 3.5±0.59 3.6±0.46 3.6±0.61 3.6±0.42 5.5±1.38 b,c>a

Marriage
period
(yr)

1∼4a 94(60.2) 3.4±0.67 0.86
(.464)

3.6±0.56 0.35
(.788)

3.7±0.52 2.75
(.054)

3.6±0.44 1.46
(.228）

5.5±1.34 1.48
(.223)5∼9b 27(17.3) 3.3±0.57 3.5±0.46 3.4±0.53 3.4±0.31 5.2±1.28

≧10c 35(22.4) 3.5±0.61 3.6±0.47 3.7±0.62 3.6±0.45 5.4±1.49

a,b,c ;scheffe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nd Retention Inten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56)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Behavior Time Strain Total Managers’ Co-workers’ Family Total

Work-
family conflict

Time
.25
(.001)

1

Strain
.32

(<.001)
.68

(<.001)
1

Total
.58

(<.001)
.84

(<.001)
.90

(<.001)
1

Social
support

Managers’
-.11
(.140)

-.14
(.076)

-.08
(.321)

-.13
(.091)

1

Co-workers’
-.05
(.522)

-.01
(.882)

.01
(.848)

-.01
(.875)

.36
(<.001)

1

Family
-.08
(.300)

-.05
(.513)

-.05
(.476)

-.07
(.336)

.20
(.009)

.49
(<.001)

1

Total
-.11
(.143)

-.10
(.210)

-.06
(.446)

-.10
(.174)

.73
(<.001)

.77
(<.001)

.75
(<.001)

1

Retention Intention
-.09
(.222)

-.33
(<.001)

-.19
(.017)

-.26
(.001)

.34
(<.001)

.31
(<.001)

.33
(<.001)

.44
(<.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Retention intention.       (N=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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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Inflation Fa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를 구한결과 VIF는 1.153∼2.027로 기 치인 10을 넘지

않고, 공차한계(Tolerance)는 .493∼.867로 1.0 이하로 나

타나,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에 다 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26 .98 1.28 .203

Children: ≧1 0.87 .21 0.29 4.06 <.001

Carge Nurses -0.89 .23 -0.26 -3.80 <.001

Time-based conflict -0.49 .14 -0.31 -3.47 .001

Co-workers’ support 0.72 .18 0.30 3.96 <.001

Managers’ support 0.47 .16 0.21 2.99 .003

F=11.25, p<.001, Adj-R2=.373
Dubrin-Watson=1.848, Tolerance=.493∼.867, VIF=1.153∼2.027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Retention Intention
(N=156)

회귀분석 결과, 재직의도에 한 향은 시간갈등(β

=-0.31, p=001)이 가장 컸으며, 동료지지(β=0.30, p<.001),

상사지지(β=0.21, p=.003)순이었다. 일반 특성에서는

자녀수 한명 이상(β=0.29, p<.001), 책임간호사(β=-0.26,

p<.001)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료

지지, 자녀수 한명 이상, 상사지지는 정 인 향요인

이었으며, 시간갈등, 책임간호사는 부정 인 향요인이

었다. 이들 변수들의 재직의도에 한 설명력은 37.3%

이었다(F=11.25, p<.001(Table 5 참고).

4. 논

본연구에서재직의도는 8 만 에 5.2 으로나타나,

병원간호사의 5.3 (8 변환)[6]과 비슷한 수 이었다.

직장-가정 갈등은 5 만 에 3.2 으로 나타나, 기혼 여

성 간호사의 3.0 [9]과 2.9 [17]과 비교하 을 때 비슷

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가정 갈등의 하 역

을 살펴보면 긴장갈등이 5 만 에평균 3.3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갈등이 3.2 , 행동갈등이 2.9

순이었다. 긴장갈등이란 역할 수행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래 역할에 지장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인데, 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17]은 본연구결과와 같았다. 한편 Carlson 등[16]에서

는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동갈등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 달랐는데, 간호사 연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한계가 있

으므로 후속연구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

회 지지는 평균 3.6 (5 )이었는데 간호사의 사회

지지 3.5 [17]과 비슷하 다. 사회 지지의 하 역별

수는 가족지지가 3.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료지지 3.5 , 상사지지 3.4 순이었다. 이는 기혼 여성

간호사의 지지가 가족지지, 동료지지, 상사지지 순인 것

[20]은 본 연구를 지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기혼

여성 간호사들은 가족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료지지는 3.6 으로 상사지지 3.4

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사의 동료지지 3.5 , 상사지지

3.3 [21]과 비교하 을 때 기혼 여성간호사들은 동료지

지를 상사지지보다 높게인식한다고 볼수 있다. 직장-가

정갈등은 하 역의 긴장에서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

사보다 높았고, 근무형태와 자녀수에서는 차이가없었다.

이는 간호사 연구에서 병동근무가 외래근무보다 높고[2,

22]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없는경우보다높으며[22], 교

근무가 고정근무보다 높은 것[2]과 달랐다. 재직의도는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보다 높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사 상의 연구

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재직의도가 높고,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가 차이가 없는 것[6]과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의 상 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정 갈등과 재

직의도는 부 상 이었는데, 이는 직장-가정 갈등이 높

을수록 재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

호사의 일-가정 갈등과 재직의도가 음의 상 계[22]이

고 간호사의 직장-가정갈등과 이직의도가 양의 상 이

있는 것[23]과 유사하 다. 직장-가정갈등이란직장생활

로 가정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두 생활 역이 상호 양립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직장으로

인한 가정의 방해로 인한 갈등은 기혼 여성간호사들의

재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추론 할 수 있다. 한편 직장-

가정 갈등의 하 요인인 시간갈등과 긴장갈등은 재직의

도와 부 상 이 있었으나, 행동갈등은 상 이 없었다.

이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한 시간부족과 시간제

약이 재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직장에서

경험된 긴장과 피로가 지속되어 가정 역할을 방해하여

재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

여성간호사의 직장-가정 갈등과 재직의도와의 계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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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후속연구로 변수들의 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지지와 재직의도는 정 상 이 있었는데, 이

는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높아짐을 의미한

다. 사회 지지의 하 요인인 가족지지, 상사지지, 동료

지지는 재직의도와 정 상 이 있었다. 한편 가족지지

를 포함하는 사회 지지가 이직의도와 음의 상 이며

[20], 기혼 여성간호사의 상사지지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과 신체건강이 높으며[24], 요양보호사의 동료지지가 이

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18]은 본 연구 결과를 간 으

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지지, 상사지지, 동료

지지는 기혼 여성간호사의 직장유지에 도움이되는 요인

으로 볼 수있다. 한편 기혼 여성간호사의 사회 지지와

재직의도 간의 계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

의가 제한 이므로 후속연구로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직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시간갈등(β=-0.31, p=001)이었다. 시간갈등과 재직의

도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 인 비교는 제한 이나,

간호사의 일-가정 갈등이 재직의도를 감소시킨 것[22]은

본 연구와 비슷하 다. 시간갈등이란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한 시간부족과 시간제약을 의미하는것으로 본

연구 설문 문항 ‘과도한 나의 업무 때문에 나의 개인

인 심과 취미활동을 할 수 없다’가 3.45 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업무는 삼교 근무와 응 상황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기혼 여성간호사들

은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 주부 역할도 감당해야 하므로 시간부족으로 인

한 갈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교 근무자는 비교 근무

자보다 직장가정갈등이 높으므로 조직은 직장가정 갈등

을 이기 하여 가정친화 인 리에 심을 가져야

하며[25], 다양한 지지체계를 통합하는 근으로[27], 기

혼 여성간호사의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을 한 시간 부

족을 해결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불규칙 인 근

무형태로 인한 가정을 한 시간확보가필요한데 가사와

육아 보장을 한 다양한 근무시간 , 육아휴직의 활용,

직장 보육시설 등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가정을 한

시간확보 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사회 지

지의 하 요인 동료지지(β=0.30, p<.001) 다.

국내 병원간호사의 재직에 한 메타분석연구에서 동

료의 배려행 가 높은 경우가 간호사의재직의도가 높은

것[26]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다. 한편 간호사의 사

회 지지가 높으면 재직의도가 높아지며[27], 간호사의

사회 지지는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11, 14, 15]은 본 연

구 결과와 비슷하 다. 본 연구에서 동료지지는 사회

지지의 한 요인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부터 받는 지지

를 말한다. 동료의 지지를 받는 간호사는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업무 과부하 등의 업무 스트 스가 감소한다고

하 다)[28].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는 가족지지, 상사

지지, 동료지지로 구분하 으나 재직의도에 큰 향력을

가진 요인은 동료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정 인 지지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유

지하게 하는 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간호

리자들이 간호사들의 재직을 유지하기 한 략에서 동

료지지를 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자녀수 1명

이상(β=0.29, p<.001) 이었다. 이는 간호사의 재직의도는

자녀수와 계가 없는 것[22]은 본 연구와 차이를 보

다. 한편 자녀수와 재직의도에 한 직 인 련은 아

니지만 직장-가정 갈등에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자녀

수는 직장-가정 갈등에 강한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어[29] 자녀수와 재직의도 간에 간 인 련성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에 한 후속연구로 련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책임간호

사(β=-0.26, p<.001)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간호사의 재

직에 한 메타분석연구에서 책임간호사 이상인 경우 재

직의도 수가 높고[26], 책임간호사와 일반간호사간의

재직의도에 차이가 없음을[6] 보고하여 후속연구로 이들

의 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다섯 번째 요인은 상사지

지((β=0.21, p=.003) 다. 국내 병원간호사의 재직의도에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상사의 높은 배려행 는 간호사

의 재직의도를 높이고[26], 일반 직장인의 연구에서 상사

의 지지가 궁극 으로 직원들이 직장을 지속하게 하는

것[12]은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 여성간

호사의 상사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 , 신체 건강에

정 인 향요인[24]이고, 직속상사의 지지는 이직의도

에 부정 인 향을 주었다[13]. 즉, 상사지지는 직원의

건강에 도움이 됨으로써 직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행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사지지가 간호

직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병원간호사의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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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인 수간호사가 직원과 정 인 계를형성하고 지

지하는 리더십 훈련 업무환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간호사의 직장-가정갈등과 사회

지지가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확인하여 재직

의도를 높이기 한 재를 한 기 를 마련하 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일부지역의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하 고, 병원 수 에 따른 특성을 반

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병원 수 과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

한 직장-가정 갈등, 사회 지지, 재직의도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에 미치는직장

-가정 갈등과 사회 지지의 향을 규명하여 간호사의

재직의지를 높이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시간갈등, 동료지지, 자녀

1명 인상, 책임간호사, 상사지지는 의미 있는 향을 미

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7.3% 다. 본 연구를 토 로

기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돕기 하여시간갈등 해

결을 한 사회 지원과 상사지지 동료지지를 한

정 인 업무환경을 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바쁜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을 한 시간확보를돕기 한

다양한 근무형태, 가정친화 인 조직 리, 육아휴직제도

활용 등 사회 지원과 직장동료와상사와의 우호 이며

지지 인 문화를 한 리더십 훈련과 근무환경 조성을

한 다각 인 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은 기혼 여

성간호사의 재직의지를 높이는 것 뿐아니라 궁극 으로

간호의 질 향상과환자안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기

혼 여성간호사의 재직의도에 향을 미치는다른 요인을

확인하기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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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요약본은 2018년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춘

계학술 회 포스터로 발표하 음.



한 지털 책학회논 지 16  10호270

 보 람(Jeon, Bo Ram )    [ 회원]

․2014년 2월 : 마산 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2017년 2월 : 국립창원 학교 간호

학석사 졸업

․2015년 8월 ～ 재 : 한양 학교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

․E-Mail : br3303@naver.com

노  (Noh, Yoon Goo)    [ 회원]

․1989년 2월 : 서울 학교 간호학

과(간호학사)

․2014년 8월 : 경상 학교 간호학

석박통합과정(박사)

․2015년9월 ～ 재 : 국립창원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심분야 : 여성건강, 간호교육, 간

호윤리

․E-Mail : ygno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