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개념에 대한 인식 및 의식 향상

으로 의료기관은 더욱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질 높은 전문 인력 확

보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 확보 및 관리는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

간호사는 병원 조직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력 중 43.2%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의 핵심인력으로써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 병원 간

호사의 이직률은 평균 13.8%로 높게 나타났고, 대형병원

간호사의 이직률 8.1%에 비해 200병상 미만 종합병원간

호사의 이직률은 27.4%로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간호 인력확보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매우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우정1, 조영희2*

1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2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Woo Jung Choi1, Young-Hee Cho2*

1Graduate Student,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G광역시에 소재한 100∼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간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도 8월 1일∼20일까지였다. 연구

결과 조직몰입은 평점 3.19점, 간호근무환경은 평점 2.75점이었고, 감정노동은 평점 3.19점, 이직의도는 평점 3.16

점이었다. 연구결과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몰입과 감정노동이었고 설명력은 32.0%였다. 본 연구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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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questionnaire, during Aug, 1 to 20, 2020. The result of this study, organizational commitment 

3.19, nursing work environment was 2.75, emotional labor was 3.19, turnover intention was 3.16.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ar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otional labo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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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of general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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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3].

병원의 전문인력인 간호사의 이직은 적정 간호 인력

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및 신규 채용 등 병원

의 행정적, 구조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남은 

간호사들의 사기저하 및 업무가중으로 소진 및 직무만

족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환자를 위한 간호서

비스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따라서 

안정적인 병원운영, 질높은 간호제공을 위해 이직의도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서 역할을 맡고, 참여하

여 조직의 목표를 위해 애착심, 몰입, 일체감 등을 보이

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5].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열정

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며, 조

직의 구성원으로써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6]. 

간호근무환경은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병원 조직의 정책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7], 질

높은 간호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 인력의 유

지, 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8]. 간호사가 자신의 간

호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업무성

과 및 전문직으로써 삶의 질이 높았고, 반면 간호근무환

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간호수행을 방해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9].

감정노동은 효과적인 관계 유지 및 조직의 성과를 위

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 조절하거나 조직의 규범이나 규

칙에 따라 조절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10]. 병원 조직

에서는 간호사에게 밝고 친절한 모습 등을 기대하고 요

구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 및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감정표현 및 행동으로 표

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

[11]. 간호사는 감정노동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

을 하게 되고,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정신적, 신체적 건

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진 및 이직의도가 높

아질 가능성이 있다[12].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

구는 다수 보고 되었으나, 이직률이 특히 높은 종합병원 간

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조직몰입

과 감정노동, 간호근무환경 등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몰

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과 이직 의도의 정도 및 상관관

계를 확인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으로써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 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185

-202007-HR-001-32)을 받아 진행하였다. G광역시의 

100∼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2020년 8월1일∼20일

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 암호화되어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에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고

희망자에 한하여 자료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9.6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를 적용하여 산정하

였을 때, 필요한 표본의 수는 103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29부 모두 

회수되었고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없이 129부

모두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Mowday 등[13]이 개발하고, Chung[14]

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Chung[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다.

2.3.2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15]가 개발, Cho 등[16]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9문항

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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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3.3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Morris & Feldman[17]이 개발, 

Kim[18]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82이었다.

2.3.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Mobley[19]가 개발, Kim[20]이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 5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0]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7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7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분포 확인후 모수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이직

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세로 25∼29세가 

36.5(47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69.0%(89명), 학력은 학사가 64.3%(83명)로 가장 많았다.

현근무부서는 일반병동 50.3%(65명)로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 75.2%(97명), 상근 24.8%(32명)이었다. 직위

는 일반간호사가 87.6% (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

입은 200∼250만원이 61.2%(79명)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3.5%(69명)로 가장 많았고,

이직경험은 있다 92.2%(119명), 없다 7.8%(10명)이었다

(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근무부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3.195, p=.044), 사후검정결과 근무부서가 외래인 

대상자가(3.43±0.56) 기타인 경우(3.05±0.53)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29)

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Turnover intention 

M±SD
t or F(p)

Scheffe 

Age 

24≥ 27(20.9) 3.06±0.60 

1.188

(.317)

25∼29 47(36.5) 3.19±0.55 

30∼34 23(17.8) 3.31±0.40 

35≤ 32(24.8) 3.10±0.46 

Marital 

status

Single 89(69.0) 3.16±0.55 -0.118

(.907)Married 40(31.0) 3.17±0.43 

Education

College 42(32.6) 3.12±0.42 

0.806

(.449)

Bachelor 83(64.3) 3.17±0.55 

≥Master's 

degree
4(3.1) 3.46±0.69 

Work unit

General warda 65(50.4) 3.21±0.49 
3.195

(.044)

b>c
OPDb 12(9.3) 3.43±0.56 

Etcc 52(40.3) 3.05±0.53 

Work pattern
Fixed day 32(24.8) 3.31±0.48 1.903

(.059)Shift work 97(75.2) 3.11±0.52 

Position

Staff nurse 113(87.6) 3.17±0.53 

0.640

(.529)
Charge nurse 7(5.4) 3.24±0.50 

≥Head nurse 9(7.0) 2.98±0.41 

Monthly 

income

(million)

200> 4(3.1) 3.29±0.44 

0.519

(.670)

200∼250 79(61.2) 3.20±0.56 

251∼300 38(29.5) 3.11±0.43 

300< 8(6.2) 3.02±0.51 

Total career

(year)

5> 69(53.5) 3.16±0.56 

0.384

(.682)5∼10 31(24.0) 3.23±0.46 

10< 29(22.5) 3.11±0.49 

Experience 

in turnover

Yes 10(7.8) 3.27±0.53 0.658

(.512)No 119(92.2) 3.15±0.52 

  

               

3.3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조직몰입은 3.19±0.54점이었고, 간호근무

환경은 2.75±0.37점, 감정노동은 3.19±0.56점, 이직

의도는 3.16±0.5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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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Variables             (N=129)

Variables
Average 

Mean±SD
Min∼Max

Organizational Commitment 3.19±0.54 1.42∼4.42 

Nursing Work Environment 2.75±0.37 1.62∼4.00 

Emotional Labor 3.19±0.56 1.56∼4.67 

Turnover Intention 3.16±0.52 1.83∼4.50 

3.4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및 이직

의도간의 상관관계 확인결과 이직의도는 조직몰입

(r=-0.475, p<.001), 간호근무환경(r=-0.367, p<.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감정노동(r=0.345,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Organizational 

Commitment

Nursing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Turnover 

In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1

0.552**

(<.001)

-0.047

(.600)

-0.475**

(<.001)

Nursing Work 

Environment 1
-0.182*

(.039)
-0.367**

(<.001)

Emotional 

Labor 1
0.345

**

(<.001)

Turnover 

Intention
1

3.5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직의도와 상관관계가 확인된 조직몰입, 간호근무

환경, 감정노동 및 일반적 특성 중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낸 근무부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근무부서는 더미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과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652이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가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 결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몰입

(β=-0.460, p<.001), 감정노동(β=0.324, p<.001)이었

으며 이 변수의 설명력은 3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간호근무환경, 감정노동, 이직의도의 관계성 확인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는 외래인 경우가 기타부서, 병동근무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근무지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는 매우 상이하며, 근무시간, 의료진과의 

관계, 근무조건, 보수 및 업무에 대한 책임정도, 민원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조직몰입은 3.19점이었다. 임상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3.20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행연구[22]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기에 추후 지역에 따른 조

직몰입에 대한 확인연구가 필요하다.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2.75점이었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3]의 연구에서는 2.20

점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낮았다. 간호사가 간호근무환

경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이직에 대한 욕구는 커지기 때

문에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충분한 인력, 물질적 지

원, 의료팀과의 협력관계,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3.19점이었다. 대학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24]의 연구에서는 

3.46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자들의 

권리향상과 의료기관간의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감정상태와는 무관하게 조직이 원하

는 방식으로 감정적 표현을 억압, 통제, 조절해야 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8]. 따라서 감

정노동을 줄일 수 있는 병원조직 분위기 및 지지체계구

축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b s.e β t p
Adjusted 

R2

(Constant) 3.607 .321 　 11.244 <.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442 .070 -.460 -6.303 <.001 .220

Emotional Labor .301 .068 .324 4.437 <.001 .320

F= 31.084(p<.001), R2=.330, Adj R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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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3.16점이었다. 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조사한 Yeun 등[25]의 연

구결과 3.91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직

의도는 의료기관의 병상규모, 병원의 지역적 특성, 병원 

조직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조직몰입 및 간호근무환경과 

음의 상관관계가, 감정노동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낮아진다는 Kim 등[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

과로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간호사들은 간호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애착, 신뢰감 등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

직의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직의도는 

간호근무환경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Kim 등[23]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환경에 만족할

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효율화

를 위한 충분한 인적, 물질적 지원, 병원 운영 시스템 개

선 등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제도적 개선

을 통해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직의도는 감정노동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정노동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할

수록 이직의도도 높아진다는 Jung 등[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을 줄이고 대처 및 

자기표현 등을 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다양한 중재 

및 교육등을 통해 이직률 감소와 질적 간호의 향상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몰

입과 감정노동이었고, 설명력은 32.0%였다. 본 연구에

서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몰입이

었다. 그러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선행연구[28]도 존재해 이와 같은 상이한 연구결

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심하면 부정적인 감정경험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문제를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간

호서비스의 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

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감정노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과 표출하는 감정의 차이

를 줄여주고, 요구된 태도에 대해 간호사가 스스로 그 

타당성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프

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과 더불어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 및 근무환경의 자동화 방

안 등을 통한 간호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야하며, 조직몰

입을 높여서 자신의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하고, 감

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를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간

호근무환경 및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하여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조직몰입과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지역의 국한된 종합병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

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요인확인을 위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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