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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 세대별 직업가치관과 직무열의의 차이를 확인하고, 직업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사 2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간호사 세대별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열의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직업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간호사들은 직업생활에서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율성
을 포함하는 자유 재량권, 승진기회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세대별 차이에서 Y-세
대와 Z-세대는 X-세대에 비해 일의 흥미와 시간적 여유에 높은 가치를 두었고,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가치관
의 세부요인은 사회적 기여가, 직업가치관 외 요인으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 업무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 우울로 파악
되었다. 세대별 직업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X-세대는 사회적 기여가, Y-세대는 사회적 인정이, Z-
세대는 시간적 여유와 자아실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대별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다양한 세대
가 함께 일하는 간호조직에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간호사, 세대차이, 세대융합, 직업가치관, 직무열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enerational difference of work value and job 
engagement. Total 256 nurses participated in Korea. Analysis of variance(ANOVA)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of work value and job engagement and factors of work values 
influencing to job engagement was ident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urses considered 
financial benefits, job security, and work environment a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autonomy, 
possibilities of promotion, and contribution to society were considered less important in their work life. 
Y and Z-generation nurses respected more to interests at work and time availability for private life than 
X-generation in work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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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사회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은 끊
임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
대들이 가지는 의식, 가치관, 태도 및 행동양식은 기존세
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1].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또는 이로 인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가 사회에서 널
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
으로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여야하는 조직에도 당연히 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2].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조직 내에서 세대 간 가치관, 태
도 및 행동양식의 차이는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조직관
리 방식은 더 이상 신세대의 새로운 관심과 욕구에 부합
하지 못함에 따라 신세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
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세대와 신세대 간 
세대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세
대통합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3]. 

세대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적 측면에서 가계계승의 의미를 둔 아버지와 아들세대, 
비슷한 또래집단을 의미하는 동기집단(코호트)측면, 청
년, 장년, 노년 등 생애 주기적 측면, 그리고 역사적 사건
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경우 등이다[4]. 즉 세대는 
동일한 역사,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식구조, 가치관 및 행동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5].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에 의해 형성된 가치
기준은 성장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실현, 
자아실현, 자율성, 사회적 인정 등 직업생활에서 직면하
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업가치관
에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직업가치관은 직업생활과 관
련된 태도와 행동,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
족도와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7,8]. 이러한 관점
으로 볼 때, 세대 간의 직업에 대한 가치기준 및 가치관
의 차이는 직업생활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 의사결정, 관
심과 욕구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
가 조직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장조직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
을 해소하고 조직융합을 위해서는 세대 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대별 직업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9], 신세대로 갈수록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 인정, 사회
에 대한 기여, 타인을 도와주는 등과 같은 이타적 즐거움
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보다는 급여, 승진기회, 사회적 위
치와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직업에 대한 만
족도뿐만 아니라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세대로 갈수록 조직몰입은 낮아지
고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직무열의는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직무태도를 지칭하
는 것으로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열정과, 헌신 그리고 몰
입과 관련된 정신상태를 말한다[10]. 즉 직무열의가 높다
는 것은 직무활동에 높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희생을 감
수하여 헌신하여, 조직과 직무에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11]. 이러한 직무열의는 직무의 특성, 리더십, 그리고 
기질적 특성(dispositional characteristics)에 영향을 
받는데. 직무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 요인
으로는 자율성, 과업다양성, 중요성, 피드백, 사회적지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12]. 따라서 간호사들이 자율성, 
과업의 다양성 및 중요성, 시간적 여유나 근무환경,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등 직업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을 인식
하는 정도에 따라 직무열의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직무
열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쳐,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아진다[10].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직무열의
는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간호간병서비스제도 
도입 및 확대,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 의료 환경의 복잡성 등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간호인력에 대한 보충으
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009년 106,331명에
서 2019년 218,950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13]. 
이러한 결과로 간호조직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근무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간호조직에는 X-
세대 간호사(1965년부터 1980년까지 출생), Y-세대 간
호사(1981년부터 1993년까지 출생), Z-세대 간호사
(1994년 이후 출생)가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세대조직
(multi-generational organization) 이라고 할 수 있
다. 지난 십여 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 간호사들은 퇴직
으로 직장을 떠나고, X-세대 간호사들이 관리직으로 승
진함에 따라 Y-세대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의 주축으로 등
장하였고, 최근에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Z-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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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간호
조직에도 세대 간의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호조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간
호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직 내 세대 간의 의식과 가치
관 그리고 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직무태도 및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조직 내 존재하는 간호사 세
대별로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에 임하는 태도인 직
무열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징
과 직업 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간호
사 세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간호사 세대별 일반적 특징과 직업가치관 그리고 직무
열의에 대한 차이와 이들 요인들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구분이 필요하다. 따
라서 간호사 세대구분에서는 단순한 연령대 구분이 아닌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역사적, 문화적 사건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 및 행위양
식을 갖는다는 코호트적 시각[14]에 따라 세대구분을 하
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인의 세대별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제시한 
연도에 따른 세대분류와 최근 사회학에서 활용하는 세대
분류기준[15,16],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인력 구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베이붐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로 세대구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베이비
붐 세대 간호사들은 대부분 은퇴하여 간호조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고, 최근 간호조직에 새롭게 유입되는 20대 초 중
반 세대 간호사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Z-세대 간호
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세대별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2차 세계 대전 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출생한 세대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출발점과 끝나
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 중반부
터 1964년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흥기인 시기에 성장하여 교육과 일자리가 많고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이다. 조직에 충성하며 애착을 갖
는 세대로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
하고 봉사하며 조직 내에서 높은 권력을 갖는 것에 가치
를 두는 세대이다[17]. 

X-세대(1964-1980년 출생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한 첫 세대로 청소년기에 

정치적으로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여 민주화 세대라
고도 한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감각적이고 개인
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조직에는 충성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와 직장안정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에 강한 
가치를 두고, 자신의 성장과 경력개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18].

Y-세대(1981-1993년 출생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80년부터 1992년까지 태

어난 사람으로 밀레니얼세대 또는 에코세대라고 부르기
도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쉽고 빠르
게 얻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형식적인 삶의 구속
을 원하지 않는다[11,12,15,17]. 또한 개인의 삶, 여유, 
레저 등,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6,19,20], 목표 
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로,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 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경향이 있다[19].

   
Z-세대(1994년 이후 출생자)
Y-세대의 후속세대로 불리며, 디지털 원주민으로 

2000년 초반 정보기술의 붐과 함께 유년 시절부터 디지
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16]. 순간 집중력이 뛰어나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으며, 인지를 
요하는 문제에 능하고, 평생 테크놀로지와 접촉하며 자란 
세대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세대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를 중시하며,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외로워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Y-세대 또는 밀레니얼세대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그 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으로 몇몇 
연구에서는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15,16].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무열의에
서 세대별 차이를 확인하고, 간호사 세대별로 직업 가치
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세대별 일반적 특징, 직업가치관과 직무
열의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사 세대별 일반적 특징, 직업가치관과 직무
열의의 차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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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사 세대별 일반적 특징과 직업가치관그리고 
직무열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징요인과 직업가치관이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사 세대별로 일반적 
특징요인과 직업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업가치관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간호사 세대별로 그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K도에 소재하는 6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예측변수 20 개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5, 검정력 .8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대
상자수를 산출한 결과 각 그룹별로 8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세대별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
상자 수는 총 25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
율을 고려하여 참여에 동의한 30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
을 의뢰하여 총 26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응답
율:86.7%),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의 설문지를 제
외한 25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삶에 대한 만족도, 직장생활의 만족도, 간호직에 대한 

적성, 전반적인 건강상태, 업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부
담정도, 직장생활에서 우울과 불안정도가 포함되었다. 삶
의 만족도와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다.’ 1점, ‘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직에 대한 적성, 
전반적인 건강상태, 업무에 대한 신체·정신적 부담정도는 
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다. 간호직 적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귀하께서 하고 있는 간호직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
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맞지 않음’ 1점, ‘매우 맞
음’은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적성이 맞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1
점, ‘매우 좋음’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하고, 업무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정
도는 “현재 귀하께서 하고 있는 업무의 신체적·정신적 부
담정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힘듦’ 1점, ‘전
혀 힘들지 않음’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적 정신적 부담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의 직장생활의 우울 및 불안정도는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서 개발하고, 2006년부터 2014년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조사[6]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 1점에서 ‘대부분 그렇다.’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생활에서 불안
과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우
울과 불안관련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7 이었다. 

2.3.2 직업가치관 
간호사의 직업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서 개발하고, 2014년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조사에서[6]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한 11개 항목(시간적 여유, 근
무환경, 경제적 보상, 직무능력과 창의성을 포함한 능력
발휘, 사회적 인정,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유 재
량권), 고용안정성, 자아실현, 사회적 기여, 승진기회, 일
의흥미)을 제시하고 ‘귀하의 직업생활에서 다음의 사항들
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
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7점으
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생활에
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3 직무열의
직무열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업무

에 노력을 투자하는 마음가짐과 조직에 강한 소속감 그
리고 업무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Schaufeli
와 Bakker가[21] 개발한 UWES-9(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을 Ryu[22] 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하부요인, 
활력 3문항, 헌신 3문항, 몰입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Ryu[22]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1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9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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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

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해 기관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번호 
Kaya IRB-252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
은 2020년 3월 0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연구자
가 편의 추출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간호 부
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각 의료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에 따
른 승인과 협조를 받았다. 간호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서 
간호사 세대를 구분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거나 스마
트폰 또는 PC용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
료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은 설문지와 동
일한 내용으로 N사(네이버오피스 폼 설문조사)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하기 전, 연구
자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본 연구
의 참여가 자발적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직접 또는 유선 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 참
여자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거
나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설문지는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시간은 약 15분
-20분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에게는 소
정의 선물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
가 직접회수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X-세대 간호사로부터 수집된 자료 71부, Y-세
대 간호사로부터 수집된 자료 104부, Z-세대 간호사로
부터 수집된 자료 81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

구변수들의 정규성 확인 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장생활의 우울 및 불안, 직업가치관과 직무열의
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간호
사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직업만족도 등 일반적 특성과 
직장생활에서 우울 및 불안, 직업가치관, 직무열의는 일
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직무열의와 직
장에서 우울 및 불안, 직업가치관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직
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하
기 전에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
을 검정하였고, 공자한계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

성을 검정하고,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linerarity),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을 검정하여 회귀분석의 가
정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세대별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8세로 총 근무경력은 
9.1년으로 조사되었다. 각 세대별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
은 X-세대 간호사는 46.6세, Y-세대 간호사는 30.2세, 
Z-세대 간호사는 24.0세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의 
54.7%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43.1%는 일반병동에서 
49.6%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X-세대 간호사의 
84.5%는 기혼이었고 47.8%는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책
으로 11.3%만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Y-세대 간호사는 64.1%는 미혼이었고 46.6%가 일반병
동에서 59.8%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Z-세대 간호사는 76.8%가 미혼이고, 98.8%는 일반간호
사로 55.6%가 일반병동에서 70.8%가 3교대 근무를 수
행하고 있었다. 간호사 세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
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체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측정되었고 X-세대 간호사는 
6.63, Y-세대 간호사는 6.05, Z-세대 간호사는 5.20으
로 측정되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X-세대 간호사는 
6.24, Y-세대 간호사는 4.77, Z-세대 간호사는 4.13으
로 측정되어 세대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인 건
강상태에서 5점 만점 기준으로 X-세대 간호사는 3.34, 
Y-세대 간호사는 2.88, Z-세대 간호사는 2.84로 측정되
었다. Table 1, Table 2. 

3.2 연구대상자의 세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
    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서 우울과 불안, 직업 가
    치관 및 직무열의의 차이  

간호사의 삶의 만족도(F=18.67, p=<.001), 직업에 대
한 만족도(F=32.55, p=<.001) 및 직업적성(F=19.53, 
p=<.001)은 X-세대 간호사가 Y세대 간호사보다, Y-세
대 간호사는 Z-세대 간호사보다 높게 측정되어 젊은 세
대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적
성도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F=7.42, p=.001), 직무에 대한 신체적(F=14.70, 
p=<.001) 정신적 부담정도(F=6.36, p=.002),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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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우울(F=19.49, p=<.001)과 불안(F=11.11, 
p=<.001)은 모두 Y-세대와 Z-세대 간호사가 X-세대 간
호사보다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Y-세대 간호사와 Z-세대 간호사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
가치관에서 X-세대 간호사들이 Y-세대와 Z-세대 간호
사들보다 직무능력이나 창의성, 리더십과 같은 능력발휘
(F=8.71, p=<.001),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F=7.94, 
p=<.001), 승진기회(F=11.82, p=<.001) 및 사회적 기여
(F=11.27, p=<.001)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Y-세
대와 Z-세대 간호사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업무에 대
한 자유 재량권(F=5.78, p=.004)과 성취감과 같은 자아
실현(F=4.69, p=.001)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X-세대 간
호사들이 Z-세대 간호사들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
다. 마지막으로 직무열의(F=28.98, p=<.001)에 대한 간
호사 세대별 차이는 X-세대 간호사들이 Y-세대 간호사
들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Table 2. 

3.3 간호사 세대별 직업가치관 차이
간호사들은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최고 7점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6.38점)이고 그 다
음으로 고용안정성(6.06점), 쾌적한 근무환경(6.03점)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은 모든 세대 간호사들

Variables　 Total Generation 
X Y Z

Birth year 1963
- 1997　

1963
- 1980

1981
- 1993

1994
- 1997

Age(year) (M±SD) 32.8±9.5 46.6±4.4　 30.2±3.3 24.0±0.7
Experience
((M±SD)

Total 
Experience 9.1±9.1 21.3±6.8 6.6±3.8 1.4±0.9
Current 
Dept* 3.2±4.3　 5.3±6.2　 3.5±3.0　 0.9±0.8　

n(%) n(%) n(%) n(%)
Gender Female 251(98.0) 71(100.0) 100(96.2) 80(98.8)

Male 5(2.0) 0(0.0) 4(3.8) 1(1.2)
Marital
status

Unmarried 140(54.7) 11(15.5) 66(64.1) 63(76.8)
Married 116(45.3) 60(84.5) 37(35.9) 19(23.2)

Educational
status
(degree)

Associate 47(18.6) 12(17.7) 21(20.6) 14(17.1)
Bachelor's 169(67.1) 24(35.3) 77(75.5) 68(82.9)
Master's 36(14.3) 32(47.0) 4(3.9) 0(0.0)

Employment 
status

Full time 249(97.3) 68(95.8) 100(97.1) 81(98.8)
Part time 7(2.7) 3(4.2) 3(2.9) 1(1.2)

Position
Staff 213(83.9) 36(52.2) 97(93.3) 80(98.8)
Charge 22(8.7) 15(21.7) 6(5.7) 1(1.2)
Head 19(7.4) 18(26.1) 1(1.0) 0(0.0)

Working
Dept

Gen. Ward 110(43.1) 17(23.9) 48(46.6) 45(55.6)
Spe** Dept* 79(31.0) 15(21.1) 35(34.0) 29(35.8)
O.P.D*** 43(16.9) 22(30.1) 14(13.6) 7(8.6)
Others 23(9.0) 17(23.9) 6(5.8) 0(0.0)

Working 
schedule

3 shift 125(49.6) 8(11.3) 61(59.8) 56(70.8)
2 shift 38(15.1) 12(16.9) 8(7.8) 18(22.8)
No shift 89(35.3) 51(71.8) 33(32.4) 5(6.4)

* Department, ** Special, *** Out patient Dep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6)

Variables Total Generation
F(p) Xa   Yb Zc

M±SD M±SD M±SD M±SD
Overall  Satisfaction 5.94±1.57 6.63±1.51 6.05±1.22 5.20±1.70 18.67(<.001),  a>b>c
Job  Satisfaction 4.96±1.81 6.24±1.80 4.77±1.58 4.13±1.55 32.55(<.001),  a>b>c
Vocational  Aptitude for Nursing 3.41±0.90 3.87±0.98 3.42±0.80 3.01±0.78 19.53(<.001),  a>b>c
Overall  Health Condition 3.00±0.89 3.34±0.98 2.88±0.90 2.84±0.73 7.42(.001),  a>bc
Burden on work Physical 2.44±0.84 2.87±0.79 2.28±0.86 2.26±0.72 14.70(<.001),  a>bc

Psychological 2.30±0.89 2.60±0.89 2.24±0.87　 2.11±0.86 6.36(.002),  a>bc
Depression at work life 2.83±1.15 2.12±0.88 2.97±1.15 3.23±1.12 19.49(<.001),  a<bc
Anxiety at work life 2.47±1.21 1.83±0.86 2.66±1.25 2.72±1.24 11.11(<.001),  a<bc

Work
Values

Financial Benefits 6.38±0.80 6.37±0.82 6.37±0.82 6.39±0.77 0.02(.978)　
Job Security 6.06±0.91 6.20±0.99 6.11±0.85  5.88±0.91 2.58(.078)　
Work Environment 6.03±0.82 6.17±0.88 6.06±0.76 5.87±0.81 2.78(.064)　
Interests 5.95±0.95 6.07±0.98 5.59±0.98 5.94±0.89 0.82(.442)　
Time Availability 5.88±0.89 5.83±.089 5.92±0.87 5.88±0.80 0.25(.780)　
Self Actualization 5.74±0.95 5.97±0.93 5.77±0.93 5.51±0.95 4.69(.001),  a>c
Opportunity to 
self-demonstration 5.63±0.96 5.92±0.91 5.70±0.93 5.31±0.94 8.71(<.001),  a>bc
Social Recognition 5.60±0.91 5.82±0.95 5.70±0.81 5.28±0.93 7.94(<.001),  ab>c
Autonomy 5.58±0.95 5.80±0.92 5.64±0.91 5.31±0.96 5.78(.004),  a>c
Opportunity for promotion 5.26±1.17 5.75±1.00 5.24±1.16 4.87±1.16 11.82(<.001),  a>bc
Contribution to Society 5.20±1.12 5.68±0.98 5.16±1.17 4.87±1.03 11.27(<.001),  a>bc

Job Engagement 4.33±1.01 5.02±1.00 4.16±0.96 3.96±0.75 28.98(<.001),  a>bc

Table 2. Generational Differences b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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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X-세
대와 Y-세대 간호사들은 전체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경제
적 보상, 고용안정성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였으나, Z-세대 간호사들은  경제적 보상 다음
으로 일의 흥미를 그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Y-세대와 Z-세대 간호사는 X-세대 간호사
와는 달리 시간적 여유를 중요하게 선택한 반면, X-세대 
간호사는 일의 흥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자율성을 
포함하는 자유 재량권, 승진기회 그리고 사회적기여는 모
든 세대 간호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서 하위
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Fig. 1.

 

Fig. 1. Generational difference of work values 
         FB: Financial Benefits, JS: Job Security, WE: Work 

Environment, In: Interests, TA: Time availability, SA: Self 
Actualization, O.S.D: Opportunity to self demonstration, SR: 
Social Recognition, Au: Autonomy, O.P: Opportunity for 
Promotion, C.S: Contribution to Society 

3.4 간호사 세대별 삶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서 
우울과 불안, 직업 가치관과 직무열의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직무열의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은 간호직
에 대한 만족도(r=.61, p=<.001)와 간호직 적성(r=.52, 
p=<.001) 그 다음으로 직장생활에서 우울(r=.56, 
p=<.001) 과 불안(r=.50, p=<.001)으로 조사 되었다. 즉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적성이 맞다고 느끼는 정
도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여(r=.39, 
p=<.001), 자아실현(r=.33, p=<.001) 그리고 능력발휘
(r=.30, p=<.001)가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열의가 
높았으나, 경제적 보상, 시간적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은 
직무열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X-세대 간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Y-세대 간호사들은 간호직 적성(r=.45, p=<.001)과 만족
도(r=.44, p=<.001)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게 나타나

고, 직장생활에서 우울(r=-.40, p=<.001)과 불안(r=-.38, 
p=<.001)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직업가치관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서는 경제적 보상
(r=-.22, p=<.001)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직무열의는 
낮게 나타나고, 사회적 기여(r=.20, p=<.001)가 중요하다
고 인식할수록 직무열의는 높게 나타났다. Z-세대 간호
사에서 직무열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은 
직장생활에서의 우울(r=-0.55, p=<.001)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r=.49, p=<.001),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정신적 부담감(r=.45, p=<.001)을 적게 느
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가치관
에서는 자아실현 요인(r=.24 p=<.001)이 직무열의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X, Y, Z-세
대 간호사들에게 공통적으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와 적
성이 직무열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장생활에서 
우울과 불안이 직무열의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직장생활에 대한 신체·정신적 부담감에서는 X-세대 간호
사들은 직무열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Y-세대 
간호사들과 Z-세대 간호사들에서는 정신적 부담감이 높
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가치관 
영역에서 직무열의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은 각 세
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3.

　 Total Generation
X Y Z

Overall Satisfaction .41** .55** .14 .35**
Job Satisfaction .61** .65** .44** .49**

Vocational Aptitude for 
Nursing .52** .56** .45** .28*

Overall Health Condition .41** .37** .40** .22
Worn on
Burden

Physical .28** .10 .18 .26*

Psychological .34** .12 .31** .45**

Anxiety at work life -.46** -.33* -.38** -.38**
Depression at work life -.56** -.53** -.40** -.55**

Work
Valu
es

Financial Benefits -.08 .21 -.22* -.12
Job Security .13* .37** -.07 -.05
Work Environment .08 .20 -.08 .05
Interests .21** .41** .15 -.03
Time Availability -.06 .09 -.12 -.07
Self Actualization .33** .55** .14 .24*

Opportunity to 
self-
Demonstration

.30** .51** .12 .17
Social Recognition .30** .49** .16 .12
Autonomy .18** .44** -.07 .10
Opportunity for 
Promotion .28** .48** .10 .03
Contribution to 
Society .39** .60** .20* .20

 significant at p value: ** .01,  * .05

Table 3. Correlation with Job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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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직무열의와 관련 있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단계선택방
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β=0.24, p=<.001), 직업가치관에 대한 요인 
중에서 사회적 기여요인(β=0.23, p=<.001), 직장생활에
서 우울(β=-0.23, p=<.001), 전반적인 건강상태(β
=0.19, p=.002),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육체적 부담감(β
=-0.15, p=<.036)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이 직무열의의 59%의 설명력을 나타
내고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bin-Watson통계량은 1.89로 독립변수의 자기상관
은 없었고,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모두 만
족하였다. 공차한계는 0.47-0.92로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9-1.7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3.5.1 X-세대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 
X-세대 간호사는 직업가치관 요인 중, 사회적 기여(β

=0.48, p=<.001),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β=0.29, 
p=<.001), 직장생활에 대한 육체적 부담감(β=-0.25, 
p=.005)과 불안(β=-0.23, p=.012)로 나타났다. 이 요인
들이 직무열의에 대한 설명력은 74%였다. 다중회귀분석
을 위한 가정검토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은 1.48
로 독립변수의 자기상관은 없었고,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
규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공차한계는 0.68-0.88
로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13-1.47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3.5.2 Y-세대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
Y-세대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직업가치관 요인 중에서 사회적 인정(β=0.46, p=<.001), 
직장생활에 대한 정신적 부담(β=0.35, p=.001), 그리고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β=0.19, p=<.001)로 나타났다. 직
무열의에 대한 설명력은 46%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검토에서, Dubin-Watson통계량은 1.85로 독립변
수의 자기상관은 없었고,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 가
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공차한계는 0.73-0.99로 모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0-1.38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3.5.3 Z-세대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 
마지막으로 Z-세대 간호사들은 직장생활에서 우울(β

=-0.28, p=<.001), 직업가치관 요인 중에서는 시간적 여
유(β=-0.27, p=.033)와 자아실현(β=0.19, p=.023), 그
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β=0.15, p=.004)가 직무열
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
명력은 36%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bin-Watson통계량은 2.29로 독
립변수의 자기상관은 없었고,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
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공차한계는 0.93-0.99로 모
두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도 1.00-1.07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Variables B SE β t(p)

Total　

(Constants) 2.48 .400 6.28(<.001)
Job Satisfaction 0.24 0.03 0.45 7.23(<.001)
Contribution to Society 0.23 0.04 0.27 5.34(<.001)
Depression at work life -0.23 0.06 -0.26 -4.13(<.001)
Overall Health Condition 0.19 0.06 0.17 3.12(.002)
Physical burden at work life -0.15 0.07 -0.13 -2.12(.036)

R2=.60, Adjusted R2=.59, F=51.31, p=<.001

Gen
-X

(Constants) 1.79 0.52 3.44(.001)
Job Satisfaction 0.29 0.04 0.59 6.64(<.001)
Contribution to Society 0.48 0.08 0.47 6.04(<.001)
Physical burden on work -0.25 0.09 -0.23 -2.94(.005)
Anxiety at work life -0.23 .09 -0.21 -2.61(.012)

R2=.76, Adjusted R2=.74, F=35.54, p=<.001

Gen
-Y

(Constants) -0.19 0.69 -0.28(.001)
Job Satisfaction 0.19 .05 .36 3.65(<.001)
Psychological burden on 
work 0.35 0.10 .34 3.43(.001)
Social Recognition 0.46 0.11 .36 4.23(<.001)

R2=.48 Adjusted R2=.46, F=22.44, p=<.001

Gen
-Z

(Constants) 4.71 0.88 5.74(<.001)
Depression at work life -0.28 .07 -0.44 -4.14(<.001)
Overall Health Condition 0.15 0.05 0.33 3.04(.004)
Self Actualization 0.19 0.08 0.24 2.35(.023)
Time availability -0.27 0.12 -.23 -2.20(.033)

R2=.39, Adjusted R2=.36, F=16.40,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Job Engagement by 
Gener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 세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 직

업에 대한 만족도,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 신
체적·정신적 부담, 우울 및 불안과 직업생활에서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인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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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94로 한국인 평균 7.22보다 낮았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4.96으로 한국인 평균 7.10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6].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23]에서도 간호사의 삶의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15.3, 
직무에 대한 만족은 100점 만점에 62.9로 중간정도 수
준을 보여,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만
족도는 한국인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6,24], 우리나
라 여성임금근로자들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5]. 이는 간호사의 삶과 직무만족도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보다 낮게 조사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6,24,25]. 세대별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는 Z-세대 간호사들이 Y-세대 간
호사들보다 낮고, Y-세대 간호사들이 X-세대 간호사들
보다 낮게 측정되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삶에 대한 만족
은 낮아졌다. 이는 인구집단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
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형태와[26]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인 전
체와 간호사 집단으로 한정한 연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26],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청
년, 중년, 장년층으로 (최대연령 58세) 비교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과 간호생산성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부분과, 무엇보다 
간호현장에서 주축으로 일할 젊은 세대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이다. 

간호사 세대별 직무에 대한 적성, 전반적인 건강상태, 
직장생활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정도, 우울과 불안은 
Y-세대나 Z-세대 간호사가 X-세대 간호사 보다 좋지 않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X-세대 간호사의 경우 
Y-세대나 Z-세대 간호사보다는 삶에 대한 경험과 임상
경험이 많아 직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적고, 교대근무
보다는 규칙적인 일정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적·정신적 건강관리에 더 유리한 환경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직업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적·정신적 
부담, 직장생활에서 우울과 불안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7,28]. 그러므
로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 후 간호생
산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간호조직과 관리자들은 특히 

젊은 세대 간호사의 직장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불안,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관
리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차이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간호사 집단은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 쾌적한 근무환
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직업가치관의 외재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세대별 차이를 살
펴보면, X-세대와 Y-세대는 간호사 전체집단과 동일하
게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을 가장 중요하다
고 하였으나, Z-세대는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보다는 일
의 흥미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Y-세대와 
Z-세대는 X-세대보다 직장생활에서 시간적 여유가 중요
하다고 응답하여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생
활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X-세대와 Z-세대는 중
요성에서 하위로 평가하였으나, Y-세대는 상대적으로 중
요하다고 평가하여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장
생활에서 자아실현과 능력발휘의 중요성은 모든 세대에
서 중간정도로 평가하였고, 자유 재량권과 승진기회 및 
사회적 기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세대 간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간
호사는 직업가치관에서 일에 대한 흥미나 능력발휘, 자아
실현 등 내재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보상이나 고용안정성
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사회 초년생
인 Z-세대는 일에 대한 흥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직
업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Y-세대와 
Z-세대에서 시간적 여유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
고 있다는 점에서 X-세대와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삶에서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판단하
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6,29].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관리자들은 젊은 세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에 대한 흥미를 발휘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정
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
상자의 수와 편의표본추출로 진행한 한계점으로 세대 간
의 이러한 차이를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를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징과 직무열의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와 적성이 직무열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불안과 우울이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가치관의 중요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기여와 성취감과 같은 자아실현, 능력발휘와 같은 
내재적 요인이 직무열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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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에 몰입하고 직무에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하는 요
인들은 결국 경제적 보상이나 근무환경과 같은 외재적 
요인보다는 내재적 요인이 직무열의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X-세대는 간호
사 전체집단과 유사하게 조사되었으나, Y-세대와 Z-세
대는 차이가 있었다. Y-세대의 경우, 직장생활의 만족도
와 적성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직장생활에서 
우울과 불안이 직무열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직장
생활에서 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직무열의
는 낮아지고,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직무열
의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삶의 주기에서 경제적 
부분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30대 후반 40대에서 경제적 
보상의 중요성이 직무에 임하는 태도와 관계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Z-세대 간호사는 직장생활 만족도와 적성보
다 직장생활에서 우울이 직무열의와 음의 상관관계로 가
장 높았고, 성취감과 같은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직무열의가 높았다. 이는 사회초년생이 직장생활에서 
경험부족과 환자간호에 대한 부담감으로[27] 인한 우울
이 직장생활과 직무에 몰입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직장생활에서 만족도, 간
호직에 대한 적성, 직장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감, 
우울 및 불안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직
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면, 직장생활의 만
족도와 직업가치관 중 사회적 기여, 직장생활에서 우울, 
직업생활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상
태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
열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우울과 업
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되었다. 또한 본인의 업무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가 신체적·정신적 부
담을 초래하고 이러한 부담감이 증가할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지므로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들이 신체적·정신적으
로 적절한 휴식을 취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호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직업군으로서 일반 간호사들이 본
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간호지도자들
은 언론홍보활동을 포함하여 적극적인지지 활동이 필요
하다.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

면, X-세대는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와 불안, 직업생활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과 직업가치관 중에서는 사회적 기여
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간호사 집단에서와 달리 X-세대 간호사의 불안이 직무열
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간호현장에서 많은 X-세대 간호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
하거나 승진을 앞둔 상태로 승진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승진으로 인한 확대된 업무에 대한 불안이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Y-세대는 직장생활에서 만족도와 정신적 부담, 그리
고 직업 가치관 중에서는 사회적 인정 요인이 직무열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직업 활동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직무열의는 증가하였다. 이는 본인의 역할이 사회적으
로 인정받는다는 지각을 하게 되면 직장생활에서 열의가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30], 사회활
동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Y-세대에서 사회적 인정욕구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향 후 
간호현장에서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Y-세대들
이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적절한 
인정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Z-세대에서 직무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직업 가치관 중에서는 성취
감 요인이 직무열의에 긍정적 영향을, 우울과 직업 가치
관 중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사회초년생으로 
그 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간호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성
취감이 더욱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집중하도록 할 것
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우울과 시간적 여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직무열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취미활동
이나 자기개발에 필요한 시간활용의 어려움이 직무열의
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세대 간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과 직무열의의 차이 그리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였다. 간호사 개인의 직업가치관은 간호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간호사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직업가치관과 직무열의를 중심으로- 209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 사회학적 구조변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간호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세대
가 함께 일하는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세대별 직업에 대
한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조직목표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 관리자는 효과적인 인적
자원관리를 위해 간호사 세대 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간호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의 직
업 가치관과 직무열의에 대한 차이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밝힘으로서 각 세대별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가진 인재들에게 적합한 동기유발이나 의사소통
체계, 리더십, 교육훈련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함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본 연구의 결
과가 연구대상자의 삶의 주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간호사 세대별 종단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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