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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병동운 지원체계,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함으로써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은 B시, C시 소재 500병

상 미만 규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37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AMOS 18.0으로 분석하 다. 경로분석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동운 지원체계와 소진이었으며, 간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수행도와 직무만족이

었다. 이직의도에 직 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소진이었으며, 소진은 간호수행도와 직무만족에 직 인 향을 받았고,

직무만족은 병동지원체계의 직 인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병동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간호수행에 한 부담과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 소진, 이직의도, 지원체계, 직무만족, 통합병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among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of ward nurse,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7 nurses working at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of less than 500 beds in B and C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WIN 21.0 and AMOS 18.0 programs. As a result of the path analysis, variables directly 

affect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orking at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re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and burnout, and indirect influences are nursing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Burnout 

has the most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which is directly influenced by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was confirmed to have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orking at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strengthening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measures to reduce the burnout 

and burden of nursing performanc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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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최근 한국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로 가정에서의 환자 간병이 힘들어졌고, 입원 환자의

13.8～25.5%가 사설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상은 간호의 질 하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를

래하 으며[2], 이에정부는 2013년부터 간병을 포함한

모든 간호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포 간호서비

스’를 시범 시작하 고[3],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4].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는 환자가 안 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를 정하게 고용하고, 련시설을 구비하여 간호사

한명이 5～16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 다[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감소되어, 직 간호 시간과 입원 환

자의 간호만족도가 증가하고[5]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

도는 높아졌지만[6], 다양한 직 간호 업무와 책임감으로

인해 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7].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담당 환자 수는 으나

직 간호 활동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직무만족이 낮으

며[8,9], 낮은 직무만족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 직 간호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도 있어[11] 직무만족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인간호를 한 직 간호 시간

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소진 정도가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는

근무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많아 직무소진

한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7,8,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소진과의 계를확인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병원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

치므로[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변화된 인력, 환

경 등을 포함한 운 시스템, 간호업무 범 에 한 체계

인 분석 교육, 시설 등의 구조 인 측면을 잘 유지

하는지에 한 평가시스템 개발 등 병동운 지원체계에

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5,7,14]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직은 당사자에게 직무 환 스트 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직에 남아 있는 다른 간호사에게도 업무

량과 스트 스를 증가시키거나 사기를 하시켜 다른

간호사의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병동축소나 폐쇄 등

병원의 존폐에도 향을미친다[15,16]. 2013년 병원간호

인력 배치 황에 따르면 일반병동의 신규간호사 이직률

은 31.2%인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신규간호

사 이직률은 52%이었다[7,16]. 그러므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악해서 사 에 이직

을 측하고 방하려는 노력은 이직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

트 스와 자기효능감, 문직자아개념, 직무만족에 한

연구[5], 직무스트 스, 감정노동, 간호업무에 한 연구

[14], 직무스트 스와 소진, 이직의도에 한 연구

[7,12,14],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간호업무를 비교한 연

구[17]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

동의 운 지원체계가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병동운 지원체계와 연구

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 던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을 포함하여 이들 요인들 간의 직간 인 계와

향력을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요인들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탐색

함으로써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한 효율 인 간호인력

리 로그램의 기 자료로 삼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

호사의 병동운 지원체계,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경로를 분석하여 인과 계를 확인함으로

써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병동지원체

계,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과 이직의도 간의 계를

확인하고 가설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

경로모형의 합도를 검증한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소진,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직․간 효과를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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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framework

1.3 연 형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련

된 선행연구를 토 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측되는 변수들

로 구성하 다. 선행연구에의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7,10,16,18]. 최근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이직의도 향요인으로 강조되

는 것은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7].

입원환자 상으로 간호와 간병이 함께 제공되는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간호

인력 간 모호한 역할분담-직종별 업무에 한 명확한 기

이 없거나, 환자안 환자결과에 한 평가체계 등

이 미흡할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감소되고, 소진은

증가되어 이직의도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7].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 의 반 인 지원체계가

미흡할수록 직무만족이 감소되고 소진은 증가하여 이직

의도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담당 환자 수는 으나

근무시간 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많아 직무만족도가

낮고[8], 직무소진은 높아 이직의도에 부정 향을 주

었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 로 병동

운 지원체계와 간호수행도를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직

무만족과 소진, 이직의도를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개념

기틀을 구성하 다. 병동운 지원체계와 간호수행도는

이직의도에 직 으로 향을 주거나 직무만족, 소진을

경유하여 간 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 다. 직무만족과 소진은 이직의도에 향

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 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제시

된 본 연구의 개념 기틀은 Fig. 1과 같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요인간의 인과 계에 한 가설

모형을 도출하고 가설모형의 합도와 효과를 규명하기

한 공분산 경로분석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 상자는 B시와 C시에 소재한 500병상 미만

의 6개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편의추출 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11월 9일까지 으며, 표본 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서 최 우도법(maximun likelihood)을 이용하는 경우 최

소 100-150 정도를 필요로 하므로[19] 자료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그러나 이 응

답이 부실한 23부를 제외한 13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이 다변량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

았으므로 표본의 크기를 늘리지 않았고, 모형의 합도

검정 시 표본 수에 향을 덜 받는 Normed χ2(χ2/df) 값

을 구하 다.

2.3 연 도

2.3.1 병동운 지원체계

병동운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개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 운 지침[4]을 토

로 병동운 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운 기 4문항, 환경

개선 안 리 5문항, 간호 인력배치 5문항, 간호

운 방법 3문항, 안 한 환경조성 10문항, 생 1문항, 편

의시설 2문항, 장비 물품 16문항, 운 지원 6문항의총

52문항을 사용하 다. 자료수집에 앞서 병동운 지원체

계에 한 52문항은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부장과 간호과장, 수간호사 각 1인과 간호학

교수 1인에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 에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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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 문항으로 합한지를 평가하여 내용타당도를 확

인하 다. 각 문항에 한 타당도 정도는 ‘매우 합하다’

4 , ‘ 합하다’ 3 , ‘ 합하지 않다’ 2 , ‘매우 합하지

않다’ 1 의 Likert 4 척도로 측정하 다. 내용타당도는

각 문항에 3 과 4 에 응답한 문가의 비율을 계산하

으며, 각 모든 문항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CVI가 0.50 이상인 경우 내용타당도의 수 이 수용가능

하다는 Waltz, Strickland와 Lenz[20]의 기 에 근거할

때 타당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한 이 문항은 종합병

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간호사 5인에게사 설

문조사하여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항의수정이 필

요한 항목에 한 의견제시를 요청하 으나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어 52문항을 모두 최종 사용하 다. 본 도구는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4 까지의 4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병동운

지원체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

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2.3.2 간호수행도

간호수행도는 한국표 간호행 분류에서 제시한 12

개 간호 역과 136개 간호행 행 를 기 로[21], 의료

기 종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한 연구에서 제시한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업무를 분류한 것[22]을 바탕으로 Lee[23]가 총 12개의

분류(업무 역)와 114개의 소분류(간호업무)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12개의 하부요인(

분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간호, 투약간호, 수 ,

안 간호, 측정 찰, 양간호, 배설간호, 생 리,

운동 활동, 안 간호, 의사소통, 환자 리 정보

리, 지지 등의 총 114문항(소분류)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 수행하지 않는다’

1 , ‘한달에 한번정도 수행한다’ 2 , ‘일주일에 한번 정

도 수행한다’ 3 , ‘하루에 한번정도 수행한다’ 4 , ‘하루

에 여러 번 수행한다’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수행정

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Gil[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7이었고, Lee[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7, 본연구에서의Cronbach's α=.98이었다.

2.3.3 직 만족

직무만족은 Slavitt 등[24]이 의사, 간호사, 의료지원

인력을 상으로총 6개 역총 48문항으로개발한 직무

만족 측정도구(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IWS)를

Kim [25]이 39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Hong[26]이

37문항으로 수정한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총 6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승진 7문항, 필수 직

무 6문항, 자율성 4문항, 문 치 6문항, 인 계 6

문항, 행정 8문항의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높음

을 의미한다. 문항 4, 16, 21, 23, 29, 32, 34, 36은 역문항으

로 의미의 일 성을 해 역산 처리하 다.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91이었고, Kim[25]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86, Hong[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 본연구에서의Cronbach's α=.87이었다.

2.3.4 진

소진은 Pines[27]가 개발하고 Pick[28]이 번역․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신체 소진 5문항, 정서 소진 4문항, 정

신 소진 3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높음

을 의미한다. Pick[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이었다.

2.3.5 직 도

이직의도는 Moblly[29]가 개발하고 Moon[30]이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이직의사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

로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oon[30]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3. 연 결과 

3.1 대상  제 특  

상자의 제 특성은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8.9

세 으며 ‘26세∼30세’가 54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 졸 이상’이 95명(69.3%)이었다. 임상경력은 평

균 61.9개월이었으며 ‘13∼36개월’이 52명(38.0%)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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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경력은 평균 19.2

개월이었으며, ‘13∼24개월’이 61명(44.5%)이었다. 직

는 ‘일반간호사’가 116명(84.7%)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형태는 ‘3교 ’가 112명(81.8%)으로 다수 으며, 월수입

은 평균 261.0만원이었다. 이직경험은 ‘없음’이 84명

(61.3%)이었으며, 부서 병상수는 ‘59병상’ 이 49명

(35.8%), 주진료과(복수응답)는 ‘내과’가 98명(21.9%), ‘외

과’가 76명(17.0%)으로 다수를 차지하 다. 부서만족도

는 ‘불만족’ 66명(48.2%), ‘보통’ 65명(47.4%), ‘만족’ 6명

(4.4%) 순이었다.

3.2 대상  연 변수에 대한 술통계

연구변수에 한 서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병동운 지원체계는 평균 2.6±0.3 이었고, 간호수행

도 4.1±0.5, 직무만족 2.9±0.3, 소진 3.6±0.7, 이직의도

3.4±0.8 이었다.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왜도

는 ±2.0이하, 첨도는 ±10.0 이하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

족하 다.

Variable Range M±SD Skewness Kurtosis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1-4 2.6±0.3 .18757 .7054

Nursing
performance

1-5 4.1±0.5 -.2683 -.5004

Job
satisfaction

1-5 2.9±0.3 .207 1.056

Burnout 1-5 3.6±0.7 -.0873 -.2508

Turnover intention 1-5 3.4±0.8 .0196 -.621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37)

3.3 대상  연 변수에 대한 상 계

변수 간의 상 계수가 .90이상인 경우는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31], 본 연구의 가설모형에 포

함된 측정변수의 상 계수가 .90을 과하는 값이 없어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연구변수에 한 상 계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병동운 지원체계는 직무만

족(r=.41, p=<.001)과는 순 상 계가 있었고, 이직의도

(r=-.20, p=.017)와는 역 상 계가 있었다. 간호수행도

는 소진(r=.30, p<.001)과 이직의도(r=.25, p=.003)와 순

상 계가 있었다. 직무만족은 소진(r=-.44, p<.001)과

이직의도(r=-.46, p<.001)와 역 상 계가 있었고, 소진

은 이직의도(r=.57 p<.001)와 순 상 계가 있었다.

3.4 가 형  검

3.4.1 가 형  적합도 검

가설모형의 반 인 합도 검정결과는 Appendix 2

와 같다. 가설모형의 반 인 합도 평가 결과 χ2=. 90,

df=4, p=.062, GFI=.97, RMSEA=.02, AGFI=.90, NFI=.94,

TLI=.91, CFI=.97, PNFI= .38, χ2/df=2.24로 나타나 본 연

구의 가설모형을 수용하기에 합하 다.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Age
(year)

≤25 46(33.6) 28.9±5.8

26∼30 54(39.4)

31∼35 23(16.8)

≥36 14(10.2)

Education College 42(30.7) 　

≥University 95(69.3) 　

Clinical
career
(month)

≤12 23(16.8) 61.9±70.0

13～36 52(38.0) 　

37～60 17(12.4)

≥61 45(32.8) 　

Integrated
services
ward career
(month)

≤12 49(35.8) 19.2±12.1

13～24 61(44.5)

25～36 18(13.1)

≥37 9(6.6)

Position Registered
nurse

116(84.7)

Charge nurse 13(9.5)

Head nurse 8(5.8) 　

Type of
work

Full time 19(13.9) 　

Nt keep 6(4.4)

3 Shift 112(81.8) 　　

Monthly
income
(10,000)

≤200 16(12.6) 261.0±48.8

201～250 48(37.8) 　

251～300 48(37.8) 　

>301 15(11.8)

Experience
of turns

None 84(61.3)

Have 53(38.6)

Bed
number

28 28(20.4)

31～37 22(16.1)

43 38(27.7)

59 49(35.8)

Department
of medicine
(Multiple
choice)

IM 98(21.9)

GS 76(17.0)

OS 70(15.7)

Neu 62(13.9)

NS 57(12.8)

OS 32(7.2)

Rm 29(6.5)

Urol 23(5.1)

Satisfaction of
department

Bad 66(48.2)

Mod 65(47.4)

Good 6(4.4)

IM: Internal medicine, GS: General Surgery, OS: Orthopedics
Surgery, NEU: Neurology, NS: Neurosurgery, OBGY: Obstetrics &
Gynecology, RM: Rehabilitation medicine, URO: Urology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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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r(p)

1 1

2
.09
(.304)

1

3
.41

(<.001)
-.09
(.321)

1

4
.08
(.350)

.30
(<.001)

-.44
(<.001 )

1

5
-.20
(.017)

.25
(.003)

-.46
(<.001)

.57
(<.001)

1

1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2Nursing performance, 3Job
satisfaction, 4Burnout, 5Turnover intention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37)

3.4.2 종 형 

본연구의 가설모형에서제시된 10개의경로 6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된 6개의 경로와

모수추정치는 Fig. 2와 같다. 병동운 지원체계가 좋을수

록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설명력은 16.5% 다. 병동운

지원체계가 좋은 환경일수록 소진은 낮았고, 설명력은

30.5% 다. 병동운 지원체계가 좋고, 직무만족이 높으

며, 소진이 낮을수록이직의도는 감소하 으며, 설명력은

38.5% 다.

수정모형의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이직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동운

지원체계(β=-.25, p=.010)와 소진(β=.58, p=.005)이었으

며,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가 더 높았다. 소

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변수는 병동운 지원체

계(β=-.28, p=.003)와 간호수행도(β=.24, p=.003), 직무만

족(β=-.54, p=.005)이었으며, 직무만족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변수는 병동운 지원체계(β=.41, p=.003)이었

다. 간호수행도는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효과(β=-.10, p=.151)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진을 통한

간 효과가 추가되어 총효과가 유의(β=.14, p=.002)하

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 효과와 간 효과의 값을 합

한 총효과의 값을 살펴보면 소진(β=.58, p=.005), 병동운

지원체계(β=-.21, p=.043), 간호수행도(β=.14, p=.002)

순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

도를 설명하기 해 선행연구를 토 로 병동운 지원체

계, 간호수행도, 직무만족, 소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주

는지를 검증하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설명

하기 해 구성한 구조모형에서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진과 병동운 지원체계 으며, 이

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진으로,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

다는 Yoon과 Kim[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소진은

Fig. 2. Fin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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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서 일 되게 이직의도를 높이는 주요요인

으로 보고되었으며[10,30,33,34],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

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소진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병동운 지원체계는 이직의도와 직무만족, 소진에 직

인 향을 주었고, 직무만족과 소진을 통한 간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동운 지원체계는 이직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결과는 간호사의 인 자원 리에 한인식이 정

일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 Kim[35]의 연구결과, 간호

사의 근무환경이 이직의도와 유의한 계가 있다는

Kim[1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여, 병동운 지원체계가

이직의도에 직‧간 인 향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병동운 지원체계의 하부 역인 정인력 배치

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소진에 향을 다는 June과

Byun[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종합병원 간호

사의 인 자원 리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외재

직무만족은 높아진다는 Kim[3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인 자원 리가 잘 될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결과[36]로 유추된다. 따라서 추후 연

구 상을 확 하여 반복조사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직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수행

도와 직무만족이었다. 이는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

한 역상 계가있다고 한 선행연구[10,35,37]와유사한

결과이지만, Mobley 등[29], Moon[30], Kang[38]과

Min[3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간에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이 있는지를 확인할필요가 있

다.

간호수행도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직 인 향

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소진을 통한 간 효과가 추가되

어 총효과가 유의하 다. 간호수행도는 의료기 의 규모

나 입원환자의 증도, 1인당 담당환자수에 따라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의료기 인

경우, 간호등 제를 통해 정기 의 간호인력이 배치되

어 있어[4] 간호수행업무 정도가 비슷한 규모의 기 에

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주 진료과목의 종류

나 진료과목 수에 따라 간호수행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의 간호‧간

병서비스 표 운 지침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지원

인력으로 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분의 기

에서는 근무부서의 특성 근무시간 별 업무량 기

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경향이있어[16] 실제 간호사 수는

증가하 으나 환자의 무리한 요구나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무만족은 떨어지고 소진은 증가되었을 것으로

단된다[16,40].

본 연구의 구성변수로 설정된 병동운 지원체계, 간호

수행도, 직무만족, 소진은 이직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외부 인 향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사

의 업무와 통합간호 정책 인 업무의 차이에 한 요

인과 인구‧사회학 요인 개인의 내재 향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설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조모형을 구축

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특히 아직까지 측정하

지 않았던 병동운 지원체계와 간호수행도를 심으로

인과 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이직의도를 감소

시키기 한 효과 인 간호 재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지역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기 에서만 자료를 수집한 계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와 자기효능감, 문

직 자아개념, 직무만족, 감정노동 등 다양한 향요인을

고려하지 못하 으므로 추후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병동운

지원체계, 간호수행, 직무만족, 소진, 이직의도 정도를

악하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한 재개발에 필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인과 계에 한 가설모형을 구성한 후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의 합도와 가설모형을 검증

하 다.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

도에 해 직 인 향이 가장 큰 요인은 소진이었으



디지털 복합연  제17  제3호348

며, 그 다음이병동운 지원체계 다. 간호수행도와 직무

만족은 소진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되었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

직의도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병동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직무만족은 높이고, 소진은 감소

시킬수 있는제도 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을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시범단계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 를 한 제요건인 간호인력의안정화를 한

정책마련과 간호사 직무만족 소진 감소를 한 로

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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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eous
variables

β CR(p)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 SMC

Job satisfaction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41 5.178(<.001) .41(.003) .41(.003) 18.7

Burnout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28 3.581(<.001) .28(.003) -.22(.002) .06(.331) 32.6

Nursing performance .24 3.333(<.001) .24(.003) .24(.003)

Job satisfaction -.54 -6.913(<.001) -.54(.005) -.54(.005)

Turnover
intention

Ward operation support
system

-.25 -3.278(<.001) -.25(.010) .04(.326) -.22(.043) 41.9

Nursing performance .14(.002) -.14(.002)

Job satisfaction -.32(.004) -.32(.004)

Burnout .58 8.658(<.001) .58(.005) .58(.005)

Appendix 1. Effect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Path Modification Model                           (N=137)

Fit index

χ2 df p GFI SRMR RMSEA AGFI NFI TLI CFI PNFI χ2/df

>.05 ≥,90 <.10 <.08 ≥.90 ≥.90 ≥.90 ≥.90 >.60 <2.00

Hypothetical model 1.070 1 .301 .10 .0270 .02 .95 .99 .99 1.00 .10 1.070

Modified model 8.972 4 .062 .97 .02 .052 .90 .94 .91 .97 .38 2.243

Appendix2. Fit of th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