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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배치 환과 언어 폭력 조직몰입 간의 련성을 악하고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요인을 융복합 으로분석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는 수술간호사회 학술 회에 참석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12명의 수술실 간호사이다. 연구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배치 환과는약한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언어폭력과는 약한정도의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 이들 변수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는 57.7%로 나타났으나 배치 환과 언어폭력은

유의하지 않았고 직무만족이 향요인으로 밝 졌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한 차별화

된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변수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 배치 환, 언어폭력, 조직몰입, 수술실 간호사,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job rotation, verbal abus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incfluencing fa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erioperative

nurses. 312 perioperative nurses attended at the KAORN conference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data, SPSS 21.0 program was used. Study finding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ro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verbal abus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job satisfaction explaining 57.7%, while job rotation and verbal abuse did not show influence

significantly. Some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to develop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conducting further study including meaningful variables.

• Key Words : Job Rotation , Verbal Abuse , Organizational Commitment, Perioperative Nurse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계숙(ksyoon1177@hotmail.com)

Received May 11, 2016 Revised May 24, 2016

Accepted June 04, 2016 Published June 30, 2016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31-141, 201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3.131



한 합학회논 지 제7  제3호132

1. 론

1.1 연  필

최근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감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서비스 향상을 요 요소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략을 극 으로추진하고있다[1,2]. 이와같은보건의료

환경의변화로간호사의역할과업무는 문 인면에서

보다 양 , 질 으로 다양하게 확 되었다[3]. 의료서비

스측면에서간호사는환자가병원에 있는기간내내 간

호를제공하기때문에환자가느끼는의료서비스의질에

많은 향을끼친다[4]. 즉, 간호사는고객과직 면하

면서 서비스제공을담당하는동시에 병원인력 가장

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므로간호사들의태도와행동

이서비스의질에있어서무척 요한역할을한다[5]. 이

와 같이 간호사는 가장 추 인 문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의 효율 인 리는 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필수 이다[6,7]. 그 에서도, 수

술실 간호사는 병원 체간호사의 8∼10%에해당하므

로이에 한 특별한 리가병원 경 에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8].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간호에 입문하면서

독특한근무환경에 응함과동시에새로운지식과차별

화된 특수기술을 숙지해야 하므로, 다른 간호단 에 비

해 응기간이훨씬오래걸린다[9]. 그러나일단업무숙

지가 된후에는 문성 유지때문에 타간호분야로배치

환되는경우가매우드물뿐아니라, 각 진료과의 문

화와세분화의 향으로수술실안에서도담당진료과의

변동도 차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업무만 반복 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자체에

한 흥미를잃고매 리즘에빠질 수있으며 이로인해

간호의 질 하를 래하게 되는 등 부정 향요인

으로작용하게된다[10]. 아울러간호사들의업무수행능

력 지식이 일부 외과와 련한 수술간호에만 국한되

어 문지식과 기술이 매우 제한 이 될 우려가 있다

[11].

이에 한개선책으로간호행정부서는정기 으로근

무지 이동을 제안한다. 근무부서 이동의 장 은 타성과

나태에서 벗어나 간호업무의 질 향상을 향한 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인간호를 한 문분야의 지식과 기

술을 새롭게 익힐 수 있게 하며, 타 단 의 간호분야에

한 이해 증진, 새로운 업무에 한 기회 부여, 이직에

한방지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이 게합리 이며

공정한근무지변경은 재 소의인재활용의기회를부

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그러나 수술 간

호업무는, 매우 집약 이고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의 필

요성으로인해타부서간이동단 에포함시키기에는부

합하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문

성을극 화하기 해서는수술실내에서주기 인진료

과별 배치 환을 통해 각 외과의 특성을 반 한 문

인 지식과 기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14]. 수술실 내에

서의근무부서이동의다른표 인배치 환은인사 리

의 일부분으로 직원이 담당할 직책에 배치하고 이들이

소속하는부서와담당하는직책에쉽게 응하도록 리

하는 활동이다[15].

이와 함께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큰 방해요인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폭력을

들 수가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병원 내 다양한 임상 의

료서비스 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면서 병원내

여러 부서원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을 경험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17,18]. 그 에서도 수술실은 폐

쇄 인 환경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시 병동이나 타 간호

단 에서 보다 간호사들이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다는연구결과가있다[19]. 이는 외과의와수술실간호

사만으로 구성된 이 신속함과 민첩함이 수반된 채로

계속 반복 인 일을 함께하는 동안 강한 친 감과 웍

이형성된만큼 원외의멤버에 해서는 더배타

으로 되어 새로운 간호사가 이 업무에 참여했을 때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자칫 언어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릇된 조직 풍토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진다[20].

언어폭력의피해자인간호사는일어난사건에 해자신

의 미숙함으로 인함이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

으며, 언어폭력의 결과로 환자간호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고 아울러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는 부정 결과로 나타난다[20]. 수술실에서 간호사

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에 한 연구는 Cook 등[21]이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AORN,

미국수술간호학회) 을 통해집 으로다루면서시

작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의료계의보수 인정서로

인해 근이 쉽지 않던 것을 Nam 등[22]의 연구를 필두

로 시작되었다.

조직몰입이란개인이조직과자신을동일시하거나충

성하기 하여 조직의 목표를 자신 안에서 내재화하여

조직의목표를달성하기 해 극 으로참여하며꾸

히 노력하는 태도로 최근 조직몰입은 직무만족 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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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성과, 이직 등의 조직상황에 한 측력이 높다는

에서 많은 심을 받고 있다[23]. 간호에 있어서도 조

직몰입은동기 부여와이직률감소 업무 수행태도와

도 한 련성을갖는 것으로밝 져 질 간호서비

스 제공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재 간호계

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한 향요인으로 그

요성이강조된다[24]. 그 에서도수술실간호사는병원

인력의 8～10%를차지하므로이들의조직몰입은간호의

질 수 의유지는물론이직율을낮추는 향요인으로

작용하여[9,10] 병원의 경 면에서도 많은 재정 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

을 높이기 한 노력이 무척 요하다.

조직몰입과 배치 환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

한 상태이다 [10,13,16]. 한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

력의 향에 해 조직몰입과 련시킨 연구도 많지 않

고, 그 결과도 언어폭력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인지에 한 연구결과 들은 일치하고 있지 않다.

[9,10,17,19] 그러므로 간호사의 배치 환과 언어폭력

조직몰입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사료된다. 이에본연구를통하여수술실간호사가지

각하는배치 환과언어폭력 조직몰입의 계를살펴

보고 나아가 배치 환과 언어폭력이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배치 환과 언어 폭력

조직몰입간의 련성을 악하고조직몰입에미치는

향요인을 융복합 으로 분석하기 해 시도되었고,

구체 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수술실간호사의일반 특성과배치 환과언어폭

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악한다.

2)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배치 환과

언어폭력, 조직몰입의 차이를 악한다.

3) 수술실 간호사의 배치 환과 언어폭력, 조직몰입

간의 상 계를 악한다.

4)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융복합

향 요인을 악한다.

2. 연   대상

2.1 연 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배치 환과 언어폭력

조직몰입간의 련성을 악하고조직몰입에 향을미

치는융복합요인을확인하기 한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연구는 2014년 11월 7일실시된병원수술간호사회

주최 학술 회에 참석한 수술실 간호사 수술실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이 된 312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

선정 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시킨 이유는

수술실근무시작후첫 6개월동안은직무와조직에 응

하는 기간으로 상자로부터 연구변수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25].

2.3 연 도

2.3.1 치전환

배치 환은수술실안에서각외과별로분리되어있는

간호단 사이에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4]. 간호사들의

배치 환에 한인식정도를측정하기 하여본연구에

서는Hwang과 Hong[14]의 도구를일부보완하여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 5 이 ‘매우 동의한다’,

1 이 ‘ 그 지 않다’로 수가 높아질수록배치 환

을 정 으로 좋게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wang과 Hong[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75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82 다.

2.3.2 언어폭력

부당하게폭력 인언어를 사용하여상 에게굴욕감

과 품 를 손상시키는 행 로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에서간호사가업무수행과정에서의사나동료간호사로

부터 당하는 폭력 인 언어표 을 말한다. 언어폭력의

정도를측정하기 하여본연구에서는Nam등[22]의도

구를일부수정하여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Likert척

도로 5 이 ‘매우동의한다’, 1 이 ‘ 그 지않다’로

수가 높아질수록 언어폭력에 해 부정 으로 인식한

다는 것을 뜻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am등[22]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89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9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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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조직몰

조직몰입이란개인이조직과자신을동일시하거나충

성하기 하여 조직의 목표를 자신 안에서 내재화하여

조직의목표를달성하기 해 극 으로참여하며꾸

히노력하는태도로[23], 본 연구에서는조직몰입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Mowday 등[26]의 도구를 Park[27]이

수정한 도구를 수술실에 합하게 보완하여사용하 다.

총 15문항으로구성된이도구의각문항은 5 Likert척

도로 5 이 ‘매우 동의한다’, 1 이 ‘ 그 지 않다’로

수가높아질수록조직몰입의정도가높은것을뜻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72 다.

2.4 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2014년 11월 7일 실시

된병원수술간호사회학술 회에참석한수술실간호사

수술실근무경력 6개월이상이된자로연구의취지와

목 을충분히이해하고자발 으로참여에서면동의한

자 500명에게설문지작성법을설명한후배포하 다.

상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 하여동의서와설문지를

분리하여수집하 고, 회수된 378부 불성실한 응답이

나 락분 66부를제외한총 312부를연구결과로분석하

다.

2.5 료  

자료는 SPSS/WIN 21.0 버 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연구 상자의 배치 환과 언어폭력에 한 인

식, 조직몰입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3)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별 조직몰입 정도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통

해 분석했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했다.

4) 연구 상자의배치 환 언어폭력에 한인식정

도와 조직몰입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5) 조직몰입에융복합 으로 향을미치는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연구 상자의연령은 26-30세, 31-35세, 41세 이상군

이 각각 67명씩(21.5%)으로 동일하게 많았고, 평균이

33.51세 으며, 여성이 297명(95.2%)으로 부분을 차지

했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162명(51.9%)로 미혼보다 약간

많았다. 학력은 학사이상이 249명(79.8%)으로 월등히 많

았다. 상자들이수술실에근무한경력은 반이상(163

명, 52.2%)이 10년 이상근무경력자로가장많았고, 평균

10.43년 이었다.

직 는 일반간호사가 225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수술과 수는 4개과 이상 담당하는 경우가 152명

(4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근무형태는 교 근무가 188명(60.3%)으로 반을 차

지하 으며, 반 이상인 221명(70.8%)이 배치 환을 경

험한 것으로 나왔다. 한 반이 넘는 222명(71.2%)의

간호사들이 정기 으로 배치 환이 <필요하다>고 답함

으로써 그에 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는상반되는질문으로간호사들이수술간호에 한 문

성을유지하기 하여한진료과에고정 으로배치되어

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반이 넘는 194명(62.2%)에

달했다.

재 근무 인병원의종류는 215명(68.9%)이 3차병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차병원(93, 29.8%)의 순

이었다. 신규 채용된 수술실 간호사의 교육은 상자의

부분인 270명(86.6%)이 4주 이상으로 답하 고, 직무

숙지를 한 지속 교육은 월 1회 이하 실시가 190명

(60.9%)으로 가장 많았고, 매주 실시하는 경우가 73명

(23.4%), 월 2회 실시가 40명(12.8%)의 순이었다. 경력개

발제도(Clinical Ladder System, CLS)는 용하는 경우

가 123명(39.4%)으로 반이안되게나왔다. 상자들은

주 평균 2회(115명, 36.9%), 3회 이상(107명, 34.4%), 1회

이하(61명,19.6%), 월 1회 이하(29명, 9.3%)의순으로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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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12)    

Characteristics n %

Age
(M=33.51)

Under 25 65 20.8

26∼30 67 21.5

31∼35 67 21.5

36∼40 46 14.7

Over 41 67 21.5

Sex
Male
Female

15
297

4.8
95.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50
162

48.1
51.9

Educational level
3yr college 63 20.2

University 249 79.8

O.R. experience
(M=10.43yrs.)

Under 1yr 28 9.0

1-< 3 47 15.1

3-< 5 28 9.0

5∼<10 46 14.7

≦10 163 52.2

Position

Manager /,Director 26 8.3

Charge nurse 61 19.6

Staff nurse 225 72.1

No. of surgical
specialties to cover

1 89 28.5

2 45 14.4

3 25 8.0

4over 152 48.7

Type of work shift
Fixed day shift 124 39.7

3 shifts 188 60.3

Rotation
experienced

Yes 221 70.8

No 91 29.2

Idea of regular
rotation

agree 222 71.2

No 90 28.8

Idea of
Specialization

agree 194 62.2

No 118 37.8

Type of
hospital

Tertiary 215 68.9

others 93 29.8

New nurse training
period

4wks< 42 13.5

4 wks≥ 270 86.6

Frequency of
inservice
education

1≤month 190 60.9

2∼3/month 40 12.8

1/ week 73 23.4

CLS
Yes 123 39.4

No 188 60.3

Frequency of OT

1≤month 29 9.3

1≤week 61 19.6

2/week 115 36.9

3/week 107 34.4

3.2 대상  치전환, 언어 폭력과 조직몰  

정도 

본연구의연구변수인배치 환, 언어폭력과조직몰입

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배치 환의 경우, 5 만 에 평균 3.32(SD=.48)로

간호사들이 정 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언어폭력에 한 인식은, 평균 3.04(SD=.83)로 간

수보다 더 부정 인 결과를 보 고, 조직몰입은 평균

3.02(SD=.43)로 상의 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 Job Rotation, Verbal Abuse, Organiza -tional 

commitment level of the participants  (N=312)

Variables M±SD Min Max Cronbach’s α 

Job Rotation 3.32±.48 1.00 4.50 .82

Verbal Abuse 3.04±.83 1.00 5.00 .92

Organizational
Commitment

3.02±.43 1.67 4.20 .72

3.3 적 특 에 따  치전환, 언어폭력, 

조직 몰  차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 배치 환, 언어폭력

조직몰입의차이를분석한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배

치 환의 경우, 연령, 수술실 근무경력, 직 , 근무 형태,

정규 인배치 환에 한찬성여부, 간호사의 문성을

해서는한과에고정배치에 한찬성여부에따라유

의한차이를보 으며, 이에 한사후검정결과, 배치

환은 31~35세 군을제외하고는연령이높아질수록높게

나왔고(p=.003), 41세 이상 그룹 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F=5.246, p <.001). 한, 책임간호사군이평간호사군

보다 더 높았고, 책임간호사 군보다 수간호사 이상 군이

더 높았다 (F=13,771, p<.001). 근무형태는 낮번 고정 근

무 군에서 교 근무 군보다 높게 나왔다(F=3,816, p

<.001), 한 정기 인 배치에 찬성하는 군이 반 하는

군보다높게나왔고 (t=6.677 p<.001). 간호사의 문성을

하여 ‘한 진료 과에 고정 배치 해야 한다’에 반 한 군

이 찬성한 군 보다 높게 나왔다(t= -6.894, p< .001).

언어폭력의 경우, 근무 형태와 경력 리 제도 용에

따라유의한차이를보 으며, 이에 한사후검정결과,

근무형태 에서 낮번 고정 배치군 보다는 3교 군 에서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왔고 (t=-3.486 p=001), 경력

리제도를 용하는 군보다미 용군에서 더심하 게

느끼는것으로나왔다 (t= -2.924 p=004). 조직몰입의경

우, 연령과 결혼상태, 교육 정도, 수술실 근무경력, 직 ,

근무형태 경력개발제도(CLS)에 따라유의한차이를

보 으며, 이에 해사후검정한결과조직몰입은 25세

이하의연령층을제외하고는연령이높아질수록높게나

왔 고, 41세 이상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F=14.675,

p <.001 ). 즉, 일반간호사 군보다 책임간호사 군이높

았고, 책임간호사 군보다 수간호사 이상 군에 서 더 높

게나왔다(F= 15.197, p <.001). 근무형태는낮번고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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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Job Rotation Verbal Abuse Organizational commitment

M SD
F or t
p

M SD
F or t
p

M SD
F or t
p

Age
(M=33.51)

Under25
26-30
31-35
36-40
41Over

3.36
3.22
3.18
3.37
3.51

.37

.49

.55

.46

.45

5.246
<.001

3.07
3.09
3.02
3.10
2.92

.78

.87

.80

.96

.77

.521

.721

3.00
2.84
2.93
3.06
3.32

.35

.40

.41

.46

.38

14.675
<.001

Sex
M
F

3.50
3.31

.34

.49
1.460
.145

2.98
3.04

.72

.83
-.273
.683

2.89
3.04

.32

.43
-1.246
.21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27
3.37

.46

.51
-1.697
.091

3.07
3.01

.78

.87
.601
.548

2.93
3.12

.40

.44
-3.870
<.001

Educational
level

diploma
University

3.32
3.32

.42

.50
.012
.991

3.14
3.01

.89

.81
1.071
.285

2.90
3.06

.37

.44
-2.776
.006

O.R. experience
(M=10.43)

Under 1 yr
1-3
3-5
5-10

10yrs over

3.30
3.39
3.29
3.07
3.38

.33

.40

.45

.59

.48

4.106
.003

2.96
3.12
3.03
3.11
3.01

.81

.74
1.09
.83
.80

.300

.878

2.99
3.00
2.99
2.77
3.12

.34

.37

.38

.35

.46

6.835
<.001

Position
Manager
CN
SN

3.73
3.41
3.25

.44

.44

.48

13.771
<.001

2.90
3.13
3.03

.79

.86

.82

.753

.472

3.33
3.18
2.95

.42

.46

.40

15.197
<.001

Applied to OR
to work

Yes
No

3.33
3.32

.50

.46
.116
.908

3.04
3.04

.81

.86
-.032
.975

3.03
3.02

.43

.44
.182
.856

No. of surgical
specialties to
cover

1
2
3
4over

3.26
3.32
3.25
3.37

.47

.55

.53

.46

1.037
.376

2.96
3.06
3.03
3.08

.82

.87

.75

.84

.370

.775

3.09
3.01
3.06
2.99

.44

.49

.24

.43

1.033
.378

Type of work
shift

Fixed D.
3 shifts

3.45
3.24

.48

.47
3.816
<.001

2.84
3.17

.70

.84
-3.486
.001

3.14
2.95

.43

.41
3.883
<.001

Rotation
experienced

Yes
No

3.35
3.26

.48

.50
1.454
.147

3.04
3.04

.81

.86
-.007
.995

3.02
3.04

.44

.41
-.312
.755

Idea of regular
rotation

agree
No

3.43
3.05

.42

.53
6.677
<.001

3.06
2.98

.80

.90
.788
.431

3.02
3.05

.43

.43
-.611
.542

Idea nurses'
Specialization

agree
no

3.19
3.54

.49

.38
-6.894
<.001

3.01
3.08

.85

.79
-.713
.477

3.02
3.03

.44

.42
-.193
.847

Type of
hospital

Tertiary
others

3.27
3.42

.45

.54
-2.477
.014

3.02
3.05

.79

.90
-.337
.736

3.05
2.98

.45

.39
1.335
.183

New nurse
training period

4wks<
4 wks≥

3.27
3.33

.45

.49
-.723
.470

3.16
3.02

.78

.83
1.054
.293

2.91
3.05

.44

.43
-1.931
.054

Frequency of
inservice
education

1≤month
2∼3/month
1/ week

3.34
3.18
3.37

.49

.50

.41

2.276
.104

3.06
3.19
2.96

.86

.86

.71

.977

.378

3.05
2.96
3.02

.45

.49

.36

.759

.469

CLS
Yes
No

3.32
3.32

.43

.52
-.011
.991

2.87
3.14

.77

.84
-2.924
.004

3.15
2.95

.42

.42
3.910
<.001

Frequency of
OT

1≤month
1≤week
2/week
3/week

3.42
3.31
3.35
3.28

.54

.50

.44

.51

.832

.477

2.81
2.97
2.98
3.20

.95

.81

.81

.80

2.519
.058

3.18
2.97
3.03
3.02

.48

.39

.41

.46

1.662
.175

<Table 3> Differences of Job Rotation, Verbal Abus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the participants 

무군에서 교 근무 군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t=3.883, p <. 001), 결혼상태 는 기혼자 군에서 미혼 자

군보다 높았고(t=-2.416, p =.016),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

군 에서 문 졸업군 의 경우보다 높게 나왔다 (t=

-3.870, p <.001). 한 CLS 용 군에서 미 용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 다(t=3.9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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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치전환, 언어폭력과  조직몰  정도간  

상  계

배치 환, 언어폭력과 조직몰입 간의 상 계분석을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을산출한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배치 환과 언어폭력(r=-.115, P<.05) 사이에는 약한

정도의 음의상 계를보여줬으며, 조직몰입은배치

환(r=.244, P<.001)과는약한정도의양의상 계, 언어

폭력(r=-.238, P<.001)과는약한정도의음의상 계를

각각 보여주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Job Rotation, Verbal Abuse 

and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Job rotation
r(p)

Verbal Abuse
r(p)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rotation

1

Verbal
Abuse

-.115(<. .05) 1

Organizational
Commitment

.244(<..01) -.238(<..01) 1

3.5 대상  조직몰 에 향  미치는  

조직몰입에미치는융합 향요인을 악하기 하

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fluencing
Factors B SE β t

p Partial
R

Constant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OR.Experienc
Position

Type of shift
CLS

Work climate
Job Rotation
Verbal abuse
Job satisfaction

.441

.008

.095

.043
-.040
-.005
.003
-.068
.008
-.054
.004
.398

.333

.005

.051

.043

.020

.036

.038

.041

.082

.037

.022

.080

.146

.110

.039
-.131
-.008
.003
-.077
.007
-.060
.008
.319

1.322
1.669
1.880
1.001
-1.958
-.147
.069
-1.672
.094
-1.457
.188
4.976

.187

.096

.061

.318

.051

.883

.945

.096

.925

.146

.851
<.001

.097

.110

.059
-.114
-.009
.004
-.098
.005
-.085
.011
.280

F=28.819 p<.001 R=.773
R2=.598 Adj R2=.577

악되었다. 회귀모형(F=28.819, P<.001)은 통계 으로

합도가 유의하 고, 련 요인에 한 회귀분석에서

배치 환과언어폭력에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그러

나 직무만족(β=.319, p<.001)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고, 이들변인들은조직몰입의 57.7%를 설

명하 다.

4. 논  

1) 치전환

본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배치 환에 한 인식

정도는 5첨 척도에서 평균 3.32로 상의 수를 보 는

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술실 간호사를 상

으로 실시한 Hwang과 Hong[14]의 연구결과(3.32)와,

Yoon[10]의 연구결과(3.37) Yoon [9]의 결과(3.39)와

유사했으나, 일반병동 간호사를 상으로실시한 Lee와

Kwon[28]의 결과(3.49)보다는 약간 낮았고, Jeon과

Lee[29]의 결과(2.75)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배치 환에

한인식은연령과수술실근무경력, 직 , 근무형태, 정

기 인 배치 환의 필요성에 한 인식정도와 한 개의

진료과에 고정배치에 한 필요성에 한 인식에 따라

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응답자의 71.2%가

배치 환의 필요성에 하여 <필요하다>고 반응한 반

면, 특정 진료科에 고정으로 배치해야 할지에 해 묻는

질문에도 반이상인 62.2%가 필요하다고답했는데, 이

는 배치 환이필요하긴하지만 특정진료科에 고정

으로배치하는것이 문성유지를 해서는필요하다는

견해를보임으로써고정배치를통한 문성향상과조직

의효율차원에서의배치 환을 히활용할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보여진다.

외과분야의세분화와 문화정도가높아지면서수술

실 간호사의 업무의 세분화와 문성에 한 요구도 증

가되지만 실에서는 간호사의 결원 요인이 지속 으로

발생하는상황에서 한배치 환과 문성유지는계

속 으로 충돌하게 되는 수술간호 리상의 큰 과제가

아닐수없다. 문성이어느분야보다도더요구되는수

술간호의특성상 문성유지를최우선으로하면서도조

직 리의 효율을 높이기 해 수술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배치 환을 용해야 할 것이

고 이를 해서는 병원 경 차원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로서, 배치 환 시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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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경험을바탕으로간호사들의개인 인요구를고려

하는 등, 배치 환에 한 간호사들의 부정 인 편견도

배제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착시키기 한 노력이 우선

시되어야할것이다[5]. 선행 연구에서는 행배치 환

제도에문제가많다고인식할수록조직몰입이낮게나와

배치 환에 한 만족이 조직몰입의 측변인으로 조직

몰입에 정 인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21,22]. 따

라서 간호사들의 조직몰입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는 배치 환에 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이러한 만족

도 향상을 해 배치 환 제도에 한 문제 을 개선하

여 배치 환 제도가 합리 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언어폭력

수술실간호사가인식한언어폭력의정도는 3.04로

상의 수를 보여 같은 도구로 실시한 Nam 등[22]의 연

구결과(2.85)와 선행연구[4,5]의 연구결과(2.95와 2.97)보

다 높게 나왔고, Kim 등[19]이 수술실과 환자실 등 특

수부서 간호사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2.85)보다도

더 높게 나와 언어폭력에 해 더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별로는 근무형태에 따라

낮번고정근무자의경우보다교 근무간호사군의경우

부정 인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부분

낮번 고정근무 간호사들의 경우 수술실의 특성상 각 진

료과 담당 책임 간호사이거나 그에 하는 경우로 수술

실근무경력도높아업무에 한숙지도 문성이높

아 진료과나 동료 간호사들로부터도 많은 인정을 받고

상당히 친 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진료과로부터

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상 으로 경력이

낮고 업무의 숙지도도 떨어지며 여러 과를 담당하는 간

호사군들에서보다 언어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 한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은 경력 개발제도인 CLS(Clinical Ladder

System)를 용하는 병원의 간호사 군에서보다 용하

지 않는 병원의 간호사군에서 유의하게 수가 낮게 나

와 언어폭력에 해 덜 부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왔는데, 이는 CLS제도가 수술실 간호사의 문성 향상

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자질을

계발한효과로직무만족과조직몰입등의연구[9,10]에서

와 동일한 CLS의 효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22]에 따르면 90% 이상의 수술실 간호사들

이 다양한 종류의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성

이나감정 상처를경험했다는보고를통해언어폭력이

수술실에서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수술실과 환자실 마취과 등 특수부서 간호사의

언어폭력과이직의도의 계를다룬 Kim 등[19] 의 연구

에서도 수술실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언어폭력의 정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수술실의 폐쇄 인 환경 특성

상 환자나 보호자등 외부인이 배제된 채 의사와 간호사

들만이한 조로매번 같은일을 반복 으로하는 과정에

서 형성된 친 감과 함께, 업무 특성상 필수 인 신속함

과 민첩함 속에 고도로 집 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데서 오는 결과로 보여진다.선행 연구에서 언어폭력

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의미있는 요인

[9,10,22]으로 밝 졌으므로 간호의 질 하를 야기 시

킬 수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술간호

리자는병원의강력한행정 인뒷받침을얻어내는동시

에 심도 있고 체계 인 연구를 통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을 찾아야 할 것이다.

3) 조직몰

상자의 조직몰입 수는 3.02로, Koh[30]의 3.01과

Yoon[9]의 3.04와 유사하게 나왔고, 같은 수술실 간호사

를 상으로한 Yoon[10]의 3.45와 Kim등[31]의 3.30 보

다 낮게 나왔으며, Kim[32]의 2.81보다는 높게 나왔다.

일반 특성 에서는연령과결혼상태, 학력, 수술실근

무 경력, 직 , 근무형태 CLS 용 여부에 따라 조직

몰입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선행연구

[30,31,32]의 연구결과와동일했다. 즉, 연령이높을수록,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조직몰입 수가 높게 나와

Cheryl[33]의 연구결과와같았으며. 종교를가진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높았고, 병동 특수부서 근무자

보다 외래 근무자가 조직몰입이 높게 나와 Buchanan

[34]의 연구결과와같았고, 직 가높을수록[31,34] 조직

몰입이높았는데, 이러한결과는몇몇선행연구[18, 3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한 수술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직 가 높은 수간호사 이상의 간호사군이, 낮번 고정 근

무 간호사군이 교 근무자 군에서 보다 각각 조직몰입

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Koh[30]의 연구에서 연령과

근무경력, 직 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기혼자, 종교가 있

고, 외래근무자, 고정근무자에게서유의하게조직몰입의

수가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조직몰입이 높은 간호사

들은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여 지속 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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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기여하기 한 노력을 기울인다[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변수인 배치 환과 언

어폭력이 조직몰입에 직 인 향요인으로는 나오지

않아 이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조직몰

입은조직유효성을측정하는변수로구성원의조직 체

에 한 감정이 반 된다는 면에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포 인 개념이며, 조직의 성과 등을 결정하는 의미 있

는 변수로서 간주되고 있다[13]. 따라서 간호 리자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다양한 향 요인들을 찾아 이 들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배치 환과 언어 폭력

조직몰입간의 련성을 악하고조직몰입에미치는

향요인을 융복합 으로 분석하여 수술간호조직 리

의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결과, 조

직몰입은, 평균 3.02로 간 이상의 수로나왔고, 연령,

결혼상태, 학력과 수술실 근무경력, 직 , 근무형태

CLS 용에따라유의하게차이를보여주었다. 한, 조

직몰입은배치 환과는약한정도의양의상 계가있

었으며, 언어폭력과는 약한 정도의 음의 상 계가 있

음을보여주었다. 수술실간호사의조직몰입에는직무만

족이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연구변수

인 배치 환과 언어폭력은 유의한 향요인으로는 나오

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수술실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강화하기 한 차별화된 교육 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변수를 추가

한 요인에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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