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서론

최근 의료기관은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1]. 이처럼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되었고, 이에 

의료기관은 효율적으로 간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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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 

간호사는 병원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규모가 큰 인

적자원으로 병원 전체 인력의 40∼50%를 차지하여 환

자 케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 그러나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보다 절반 정도 낮은 편이며, 전체 면허 취득 간호

사의 절반 가량만이 현재 임상에서 활동하여 면허간호

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편이

다[4]. 또한 이직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취업 후 1년 이

내 이직하는 비율은 42.7%로 병원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 같은 간호사의 이직

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의 간호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쳐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병원 조직기반에 영향을 미친다[6]. 이에 병원은 효율적

인 병원운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7] 간호사

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

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8].

조직사회화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일원으

로 변해가는 과정으로[9],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

식 및 수행능력을 학습하고,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바람

직하다고 여겨지는 기대행위에 대해 습득해가며, 조직

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10]. 이는 포

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문사회화’, 또는 ‘직업

사회화’[11], ‘조직적응’으로도 설명된다[8]. 간호사가 

소속된 집단인 간호조직은 환자 간호라는 목표를 지닌 

집단으로 서열화된 구조 아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집

단이다[12]. 이에 간호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사회

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지식 및 행동

양식, 가치관을 내면화 하여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성숙한 간호사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9]. 

간호사는 환자에게 오랜 시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인력으로, 간호사의 성공적인 조직

사회화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높여주고[13], 결과

적으로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간호현장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한다[14]. 반면에 조직사회화 과정을 이루지 못한 

간호사는 직업에 대한 갈등 및 업무의 효율성 감소 등

을 경험하게 된다[15]. 따라서 병원은 간호사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회화를 이루어갈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6].

현재 국내에서는 간호사의 적응을 위해 신입 간호사

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리셉터십, 인턴십 프로그램 등

이 시행되고 있으나[17], 여전히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으로 신규 및 경력 간호사 모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의 조직사회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자, 조직

사회화 측정 도구 및 분석기법,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 관련 국내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

까지 간호사 관련 조직사회화 연구의 흐름과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간호사의 조직사회화 연구 

수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학 분야 

조직사회화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출판연도, 연구대상자 유

형, 연구대상자 수, 학술지 학문 분야, 학술지명 

순으로 분석한다.

2) 논문의 조직사회화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사회화 측정 도구 및 분석방법, 관련 변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

를 통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

구이다.

2.2 문헌선정기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학 분야 조직사회화 관련 

논문을 수집하기 위한 문헌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

학술지에 출판된 조직사회화 논문을 포함하였다. 둘째, 

조직사회화가 변수로 제시되어 있으며, 측정 도구를 이

용하여 조직사회화를 측정한 논문을 포함하며, 이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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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만 발표된 연구 또는 중복 출판된 연구는 배제하였다.

2.3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간호학 분야 

조직사회화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직사회

화 관련 검색어인 ‘조직사회화’ AND ‘간호’를 입력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17일에 걸쳐 검색하였다. 이외 추

가적으로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 문헌의 참고문

헌을 검토하였다. 1차 검색결과,  ‘조직사회화’ AND 

‘간호’ 관련 논문은 KCI에서 32편, RISS에서 32편, 

KISS에서 11편이 검색되었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별로 

검색된 논문을 취합한 후 중복된 문헌 41편을 제외하

였으며,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여 논문에서 조직사회화 

단어가 언급되긴 하였으나 조직사회화가 변수로 제시

되어 있지 않아 측정되지 않은 연구 4편, 개념분석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2편, 모델 개발 

연구 1편, 도구개발 연구 1편을 제외한 26편을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문헌검색 및 선정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Fig. 1. The process exclusion data for research

2.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개발한 구조

화된 분석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논문의 원문을 읽고 1

차로 해당 내용을 입력한 뒤, 2차로 재검토 하였다. 

분석에 최종 포함된 논문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

도별 출판 수에 대한 추이분석은 3년 단위로 나누었으

며, 연구대상자의 유형은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으로 구

분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수는 100단위로 구분하였

고, 학술지 학문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

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끝으로 논문의 조직

사회화 관련 특성으로는 측정 도구, 조직사회화 관련 

변인과 조직사회화 영향요인과 결과변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문헌의 일반적 특성

간호학 분야 조직사회화 관련 논문은 KCI 등재 학술

지에 총 26편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부

터 논문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서 

2018년에 게재된 논문이 9편(34.6%), 2019년에서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이 10편(38.4%)으로 확인되어, 

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편 논문 모두 서술적 조사연구로 나타났으며,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 수를 100명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101-200명이 15편(57.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학술지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학술지 학문분야를 파악하였

으며, 그 결과, 26편의 조직사회화 논문은 총 5개의 학

문분야(간호학 19편(73.1%), 교육학 1편(3.8%), 예방의

학/직업환경의학 2편(7.7%), 과학기술학 1편(3.8%), 학

제간연구 3편(11.6%))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술지별 논

문 게재 건수를 살펴본 결과, 간호행정학회지가 9편

(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간호연구 4편(15.4%), 

군진간호연구와 보건의료산업학회지에는 각각 2편

(7.7%)씩 게재되었고, 그 외 학술지에는 각각 1편

(3.8%)씩 게재되었다.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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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the 

review

Type Categories
Number of 

Studies

Publication 

year

2010∼2012 3(11.6%)

2013∼2015 4(15.4%)

2016∼2018 9(34.6%)

2019∼2021 10(38.4%)

Sample 

size

≤100 2(7.7%)

101∼200 15(57.7%)

201∼300 5(19.2%)

301∼400 2(7.7%)

401≤ 2(7.7%)

Displinary 

areas

Nursing 19(73.1%)

Education 1(3.8%)

Preventive medicine/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2(7.7%)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1(3.8%)

Interdisciplinary research 3(11.6%)

Journal 

tit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1(3.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9(34.6%)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7.7%)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1(3.8%)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7.7%)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3.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4(15.4%)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8%)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8%)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8%)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8%)

3.2 문헌의 내용 분석

3.2.1 문헌의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 논문의 연구대상자 유형으로 간호사(23명, 

89.7%)와 간호대학생(3명, 10.3%)이 있었다. 간호사를 

근무경력 1년 이하의 신규간호사와 근무경력 1년 이상

의 경력직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의 경력에 제한을 두

지 않고 신규 및 경력직 간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그

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총 11편(47.8%), 경력직 간호사는 4편

(17.4%), 경력에 관계없이 수행된 논문은 총 8편

(34.8%)으로 확인되었다. 

3.2.2 조직사회화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논문에서 활용한  조직사회화 측정 도구를 살펴본 

결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사회화를 측정하기 

위해 Sohn 등[6]이 개발한 도구가 26편의 연구 중 21

편(80.8%)에서 이용되었다. 그 외 Chao 등[18]이 개발

한 도구를 번안하여 이용한 논문이 총 2편(7.7%), Yun 

등[19]의 조직사회화 측정 도구가 총 1편(3.8%), Yun 

등[19]의 도구를 Yi[20]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

한 도구가 2편(7.7%)에서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이 총 20편(76.9%)의 논문

에서 적용되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 총 3편(11.5%), 회귀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이 총 2편(7.7%), t-test가 총 1편(3.8%)에서 사용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사회화 측정 도구 및 분석방

법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3.2.3 조직사회화 관련 변인에 대한 특성

간호사 관련 조직사회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함께 

다루어진 관련 변인은 총 48개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은 총 5편(19.2%)의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각 3편(11.5%), 스트레스 대

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분위기, 지각된 공정성, 직장 내 

괴롭힘은 각 2편(7.7%), 그 외 변수(간호업무성과, 간호업

무수행, 간호조직문화, 감성지능, 감정노동, 공유리더십, 

공동체의식, 교육만족도, 눈치, 대처적응과정, 간호관리자 

및 동료간 돌봄행위, 멘토링, 목표지향성, 무형식학습, 사

회적지지, 성격특성, 성장욕구, 셀프리더십, 소명의식, 역

할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유형, 임상수행능력, 

임파워링 리더십, 자기표현성, 자기효능감, 자율성, 재직

의도, 조직가치내면화, 조직공정성, 조직몰입, 조직변화태

도, 조직비전 인식, 조직시민행동, 지도유형, 직장에서의 

지지, 집단 응집력, 집단효능감, 프리셉터와의 교환관계, 

현실충격)는 각 1편(3.8%)의 논문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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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studies included in the review

No First author Instrument Participants Sample size Statistical analysis

1 Song, Y. S.(2010) Sohn, I. S.(2008) nurse 606 regression

2 Choi. J. S.(2012)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18 Pearson’s correlation

3 Kim, J.(2012) Chao (1994) career nurse (12months or more) 494 Pearson’s correlation

4 Lee, Y. J.(2014) Yun, J. R. (2006) nursing student 175 regression 

5 Yoon, S. J.(2015) Sohn, I. S. (2008) nurse 70 regression 

6 Park. S. Y.(2015)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221 regression 

7 Jo, E. A.(2015)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48 regression

8 Park, Y. C.(2016)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80 pearson’s correlation 

9 Yi, C. H.(2016) Sohn, I. S. (2008) nurse 188 regression

10 Joe, S. R.(2017) Sohn, I. S. (2008) career nurses (4months or more) 157 regression

11 Kwak, M. H.(2017) Sohn, I. S. (2008) new nurses (12months or less) 244 regression

12 Jung, K. I.(2017) Sohn, I. S. (2008) nurse 300 regression

13 Song, S. H.(2018) Sohn, I. S. (2008) career nurses (12months or more) 129 regression

14 Kim, N. Y.(2018) Sohn, I. S. (2008) nurses (3years or less) 136 regression & soble test 

15 Ji, E. A.(2018) Sohn, I. S. (2008) new nurses (15months or less) 125 regression

16 Kwon, S. B.(2018) Yun, J. R. (2006) nursing student 215 regression

17 Kim, S. J.(2019) Sohn, I. S. (2008) new nurse(12months or less) 153 regression & soble test

18 Moon, J. H.(2019) Sohn, I. S. (2008) career nurse (6months or more) 146 regression

19 Park, M. R.(2020) Sohn, I. S. (2008) nurse 180 regression

20 Kim, E. G.(2020)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84 regression

21 Jeon, Y.(2020) Sohn, I. S. (2008) new nurse 70 regression

22 Shin, N. Y.(2020) Sohn, I. S. (2008) nurse 286 regression

23 Woo, C. H.(2020) Yun, J. R. (2006) nursing student 317 regression

24 Kim, H. J.(2020)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86 t-test

25 Song, E. J.(2020) Sohn, I. S. (2008) new nurse (12months or less) 122 regression

26 Kang, Y. H.(2020) Chao (1994) nurse 398 regression

조직사회화와 함께 연구된 변수 중 조직사회화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28개(성장욕구

(β=.39), 조직분위기(β=.10∼.27), 교육만족도(β=.16), 

의사소통능력(β=.39), 집단응집력(β=.48), 회복탄력성

(β=.17∼.74), 직장 내 괴롭힘(β=-.36), 자기표현성(β

=.20), 지각된 공정성(β=.07∼.39), 조직공정성의 하부

영역인 절차공정성(β=.38)과 분배공정성(β=.19), 감정

노동(β=-.23), 전문직 자아개념(β=.19∼.53), 역할스트

레스(β=-.19), 멘토링(β=.20), 무형식학습(β=.36), 공유

리더십(β=.37), 자기효능감(β=.45), 셀프리더십(β=.34), 

공동체 의식(β=.50), 프리셉터와의 교환환계(β=.18), 이

직의도(β=-.37), 눈치(β=.26), 직무스트레스(β=-.16∼

-.65), 관리자의 돌봄행위(β=-.16), 집단효능감(β=.28), 

목표지향성(β=.16), 현실충격(β=-.79), 사회적지지(β

=.11)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회복탄력성은 총 4편,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공정성, 직장 내 괴롭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분위기는 총 2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의 조직사회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조

직사회화는 이직의도, 재직의도, 회복탄력성(β=.17), 조

직몰입(β=.4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직의도에는 조직사회화의 하부영역인 소진

(β=-.31), 대인관계(β=-.29), 상호신뢰성(β=.31), 조직

에 대한 몰입(β=-.38∼-.72), 직무만족(β=.29)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는 조직사회화 하부요인인 조직에 대한 몰

입(β=.45), 직업정체성(β=.18), 대인관계(β=.16)로 확

인되었다. 조직사회화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로는 신

규간호사의 성격특성(r=.28)과 조직시민행동 (r=.13

∼.39)으로 성격특성 가운데 개방성은 조직사회화와 양

의 상관관계(r=.31), 신경증은 음의 상관관계(r=-.22)로 

나타났다. 조직사회화 관련 변인은 Table 3와 4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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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udies on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No First author Variables used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1 Song, Y. S.(2010)
profess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 climate

Professional development(β=.39), organizational 

climate(β=.27)

2 Choi. J. S.(2012)
teaching style of preceptors, personality, 

nursing performance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sonality(r=.28)

3 Kim, J.(2012)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r=.13∼.39)

4 Lee, Y. J.(2014)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group cohesion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β=.16), communication 

competence(β=.39) and

group cohesion(β=48) effected on OS

5 Park. S. Y.(2015) resilience Resilience effected on OS(β=.74)

6 Jo, E. A.(2015) bullying, resilience
Resilience(β=.39)and

bullying(β=-.36) effected on OS

7 Park, Y. C.(2016) community style,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erformance positive correlation with OB(r=24)

8 Yi, C. H.(2016) self-expression, perception of justice
Perception of justice(β=.39) and self-expression(β=.20) 

effected on OS 

9 Joe, S. R.(2017) emotional labor, organizational justice

Emotional labor(β=.-23), Distributive justice(β=.19), 

Procedural justice(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justice)(β=.38)

10 Kwak, M. H.(2017)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self-concept(β=.53)

11 Jung, K, I.(2017)

organizational climate, 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 role stress,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ptional justice, autonomy

Role stress(β=.-.19), organizational climate(β=.109), 

professional self-concept(β=.19), and perceptional 

justice(β=.07) effected on OS

12 Song, S. H.(2018) resilience, mentoring Mentoring(β=.20), Resilience(β=.60)

13 Kim, N. Y.(2018)
self-efficacy, informal learning, shared 

leadership

informal learning(β=.20), 

shared leadership(β=.37),

self-efficacy(β=.45)

14 Kwon, S. B.(2018) self-leadership, sense of community Self leadership(β=.34), Sense of community(β.50) 

15 Kim, S. J.(2019)
New nurse-preceptor exchange 

relationship, resilience 

New nurse-preceptor exchange relationship(β=.18), 

Resilience(β=.33)

16 Park, M. R.(2020) turnover intention, nunchi,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β=-.37), nunchi(β=.26), job stress(β=-.24)

17 Jeon, Y.(2020) job stress, stress coping Job stress(β=-.65)

18 Shin, N. Y.(2020) caring behaviors, nursing performance nurse manager caring behaviors(β=.-16)

19 Woo, C. H.(2020) calling, goal orientation, collective efficacy collective efficacy(β=.28), goal orientation(β=.16)

20 Kim, H. J.(2020) coping and adaptation processing, bullying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by bullying experience 

(t=7.46)

21 Song, E. J.(2020) social support, reality shock reality shock(β=.-79), social support(β=.11)

Note. O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ble 4. Studies on variables affected by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No First author Variables used
Significan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variables affecting 

dependent variable

1 Yoon, S. J.(2015) intention to lea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9), mutual trust (.31), emotional 

burnout (-.31)

2 Ji, E. A.(2018)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support in work place

organizational commitment(β=-.38∼-.72), job satisfaction(β

=.29)

3 Moon, J. H.(2019)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coping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β=.17)

4 Kim, E. G.(2020)
empowering leadership,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tention on reten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β=.45), job identity(β=.18) 

interpersonal relationship(β=.16)

5 Kang, Y. H.(2020)

perceived organizational visi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β=.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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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학 분야의 조직

사회화 논문 26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를 3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10년∼2012년(34.6%)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하여 2016년∼2018년(34.6%)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

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및 고용의 

불안정성 가운데 조직의 효율성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21]. 특히 병원은 간

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으로

[22] 간호사의 새로운 채용과 함께 임상 실무 경험이 

있는 유능한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23]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의 조직

적응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에 따라 병원과 간

호학계에서는 간호사의 조직적응을 위한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된 논문의 연구참여자는 간호사가 23편(89.7%), 

간호대학생이 3편(10.3%)로 대부분의 연구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신규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논문이 11편(47.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신규간호사가 입사 초기에 경험하게 되

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조직생활이 조직적응에 결정적 

역할[24]을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

히 처음 3개월의 조직생활은 조직에 대한 태도를 결정

하여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조직사회화는 조직에서 사회화를 이뤄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7]이므로 경력이 올라갈수록 

그에 맞는 조직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6]. 구

체적으로 경력직 간호사의 경우, 부서 이동이나 육아휴

직, 역할에 따른 책임 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25].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위한 지원은 신규간호

사 뿐만 아니라 경력직 간호사에게서도 다루어져야 한

다. 현재 병원 입사 후 신규간호사의 조직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리셉터십, 인턴십, 멘토링, 교육전담간

호사 제도 등이[17,26,27]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력직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력직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연

구 및 중재 방안이 개발되고, 조직차원에서의 지원이 

확대 및 적용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적용된 조직사회화 측정도구로는 Sohn 등

[6]의 도구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었고, 그 외 

Chao[18], Yun 등[19]의 도구가 활용되고 있었다. 

Sohn 등[6]의 도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되었

고 Chao 등[18]의 도구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도구의 개발 목적 및 하위영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도구는 목적 및 하위영역

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측정하

기 위해 현재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된 도구는 Sohn 등

[6]이 개발한 도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도구가 개발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흘렀고, 

조직사회화에 대한 개념은 병원 환경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21], 현재의 

간호조직 환경을 반영한 조직사회화 측정도구를 개발

하여 연구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은 미국간호협회 산하인 미국간호사자격인증센터

(American Nurse Credentialing Center, ANCC)에

서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위한 인증을 시행하여 간호사

의 업무 환경이 나은 병원을 마그넷 병원(Magnet 

hospital)을 지정하고 있다[28].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지

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변화에 따른 간호학 분야

의 조직사회화 측정도구가 필요하겠다.

분석된 26편의 논문은 모두 양적연구로 서술적 조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분석은 과반수 이상

이 회귀분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현재

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는 주로 양

적연구, 그중에서도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는데 간호행정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 게재된 논문 중 양적연구의 비율이 82.5%[29]로 질

적연구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조직사회화

의 관련요인을 탐색한 연구[30]와 조직사회화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9]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나

아가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

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조직사회화 연

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조직사회화 도구 

개발 연구 등을 위하여 질적연구를 통한 조직사회화 개

념에 대한 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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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논문의 조직사회화 관련 변수를 살펴본 결과, 

조직사회화가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진 논문은 총 21편,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진 논문은 총 5편으로 주로 종속

변인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조직사회화가 종속

변수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 28개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회복탄력성은 총 4편,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공정성, 직장 내 괴롭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분위기는 총 2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과 지각된 공정성, 전문직 자

아개념 정도가 높을수록, 직장 내 분위기가 안정될수록 

조직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 스트레

스가 높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을수록 조직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변

수 가운데 높은 비율로 연구된 회복탄력성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31]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업무에서의 소진이 감

소가 되고[17], 업무수행능력이 증가된다[32]. 회복탄

력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하며 학습 및 

교육 등 조직적 개입을 통해서도 습득 및 증진이 가능

하므로[33] 간호사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

직 내의 지지체계를 활성화하며[34], 현재 수행되고 있

는 프리셉터십 등을 강화하고, 간호사 개인의 회복탄력

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회복탄력성 강화 교육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데 제약이 있으므로[35]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조직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인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상태로 생리

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36], 이는 간

호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

만을 증가시켜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직의도, 

간호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37]. 따라서 간호사

의 조직사회화를 위해서는 조직사회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이

를 고려한 조직사회화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조직사회화 연구를 살펴보고, 조직사회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

에 포함된 26편의 논문은 모두 양적연구 방법인  서술

적 조사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조직사회화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조직사회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 측정도구로는 손인순의 조직사회화 도구가 이

용되었으며 둘째,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회복탄력성과 지각된 공정성, 전문직 자아개념과 조직

분위기,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재까지는 신규간호사 중심으로 조직사회화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경력직 간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양적연구 외에도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조직사회화를 위한 중

재프로그램 개발 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요인 중 

조직사회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 변인을 증진시키

고,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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