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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이

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시 종합병원간호사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측

정하였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3.02±0.23, 자기효능감은 2.92±0.21,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2.76±0.26이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r=.325, p <.001).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전문직 자아개념 (β=.403, t=5.327,

p <.001), 자기효능감 (β=.238, t=3.309, p=.001) 그리고 임상경력 (β=-.224, t=-3.014, p=.003)

이었으며, 24.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관리전략으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업무체계와 프로그

램개발및적용이필요하다.

주요용어: 간호사, 자기효능감, 전문직자아개념, 직무만족도.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의 가장 큰 전문가 집단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 생산성 및 이미지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Lee, 2008). 간호사가 다른 전문인과 협력

하며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

도 및 지각이 중요하므로 간호사로서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ark, 2004).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관과 대상자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행위에 강한 영

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확립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직무만족도 증

가할 수 있다 (Choi와 Kim, 2000).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 및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며 간호생산성이 향상된다 (Arthur, 1990). 특

히 중소병원 간호사의 경우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부분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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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있으므로, 중소병원간호사에있어서전문직자아개념은효율적인간호성과를올리는데있어매우

중요한요인이라할수있다 (An과 Yi, 2013, Lee와 Kim, 2008).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간호사의 경우 간호현장에서 행동하

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간호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andura, 2000; Ko와 Kang,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효과적으

로일을처리하며직무에만족하는경향이있다 (Judge와 Bono, 2001).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전문직관, 업무능력, 이직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 관련되기 때문에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환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고, 자신의직무환경에긍정적인태도를가지게하므로, 의료서비스질을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매우 중요하다 (Choi와 Park, 2009).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간

호사의 직무수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간호이직율을 줄임으로써 인력난을 감소시켜 효

율적인 간호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hoi, 2014, Kim과 Lee, 2015), 이러한 간호인력난은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중소병원의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간호사가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이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

여야한다.

지금까지의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간호조직문화, 내부마케팅, 감정노동,

전문직 자아개념들에 대해 다루었으나 (Lee 등, 2014, Choi와 Lee, 2012, Ryu와 Ko, 2015), 여전히 부

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업무환경이나 복리후생 등이 좋지 않고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종

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인

력문제를해결하기위한토대로서효율적인간호인력관리와간호업무향상을위한전략을세우는데있

어방향을제시할수있을것이라여겨진다.

이에본연구는지방일개종합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그리고직무만족

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지방 종합병원에서의 간호

업무생산성향상과간호전문직발전에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 연구대상자의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및직무만족을파악한다.

• 일반적특성에따른연구대상자의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및직무만족차이를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및직무만족간의관계를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을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방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

악하여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요인을알아보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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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B광역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의 간호사 156명을 비확률 편의표집하였다.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Lee, 2012),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표본수를 산

출하였다. 예측변수 10개 유의수준 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15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8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 4부를 제외하고

156부 (97.5%)을최종대상으로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같다.

•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

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 (Arthur, 1990). 본 연구에서는 Arthur (1990)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개

념 도구를 Sohng과 Noh (1996)가 번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의세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리커트 (Likert) 5점척도로측정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개발

당시도구의신뢰도는크론바알파 (Cronbach’s alpha) =.85이었고, 본연구에서는크론바알파=.85이

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정해진 업무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 (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에 의해 개발되고 Kim

(2008)에 의해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일의 시작, 목표달

성, 역경에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 성취, 확신 등의 내용으로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08)가 번역하여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의신뢰도는크론바알파=.94을나타내었고, 본연구에서는크론바알파=.86로나타났다.

•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태도나 적응의 측면을 의미한다 (Choi와 Kim, 2000).

본 연구에서는 Slavitt 등 (1978)이 개발한 직무만족 측정도구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s)를

Park (2003)이 번역하여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9문항으로 자율성, 상호작용, 보수,

전문성, 행정요구, 업무요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

문항의 경우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

시크론바알파=.82이었고, 본연구에서는크론바알파=.7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S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1041449-201410-HR-005-02)의승인을받은후 2014년 7월 21일

부터 8월 29일까지설문지를사용하여자료수집하였다. 대상자에대한윤리적고려로설문조사전연구

의목적을설명하여참여의사를밝힌대상자에게동의서를받은후, 설문지를배부및수거하였다. 설문

지 작성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내용, 설문자료가 연구

에만 사용될 것과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 설문에 참여하는 중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

을명시하였다. 설문지는대상자가자가기입하였으며약 10분정도의시간이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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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WIN 21.0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습,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 값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전문적자아개념, 자기효능감및직무만족은평균과표준편차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를사용하였다.

•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3-29세가 68.6% (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0-39세가

25.0% (39명)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82.1% (128명)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이 98.7%

(154명)으로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66.0% (103명)이 3년제 전문학사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5.2% (8명)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70.5% (110명)이었으며 86.5% (135명)가 일반간호사이었다. 병동

근무자가 50.0%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4.6%(54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10년이상이 12.8% (20명)을차지하였다(Table 3.1).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s)

23-29 107 (68.6)

30-39 39 (25.0)

≥40 10 (6.4)

Gender
Male 2 (1.3)

Female 154 (98.7)

Marital status
Single 28 (17.9)

Married 128 (82.1)

Education

Diploma 103 (66.0)

Bachelor 45 (28.8)

≥Master’s 8 (5.2)

Religion
Yes 46 (29.5)

No 110 (70.5)

Position

Staff nurse 135 (86.5)

Charge nurse 12 (7.7)

Head nurse 9 (5.8)

Working Unit

Internal medicine unit 78 (50.0)

Surgical Unit 18 (11.5)

Operation room 10 (6.4)

Intensive care unit 13 (8.3)

Orthopedic surgery 14 (9.0)

Artificial kidney unit 23 (14.7)

Clinical experience (years)

<1 22 (14.1)

1∼<3 54 (34.6)

3∼<5 30 (19.2)

5∼<10 30 (19.2)

≥10 2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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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5점 만점에 3.02±0.23,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2.92±0.21, 직무

만족도는 5점만점에 2.76±0.26으로나타났다 (Table 3.2).

Table 3.2 Mean scores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s M±SD Min Max Range

Professional self-concept 3.02±0.23 2.41 3.81 1-5

Professional practice 3.14±0.36 2.25 4.75

Satisfaction 2.83±0.26 1.71 3.57

Communication 3.08±0.33 2.25 4.25

Self-efficacy 2.92±0.21 2.18 3.53 1-5

Job satisfaction 2.76±0.26 1.79 3.52 1-5

Task 3.17±0.42 2.25 4.50

Human relationship 3.02±0.44 1.00 5.00

Pride in the work 2.86±0.53 1.00 4.00

Autonomy 2.69±0.41 1.67 4.00

Salary 2.51±0.36 1.17 3.33

Organizational need 2.61±0.46 1.00 3.8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에서는 연령 (F=15.55, p <.001), 결혼상태

(t=5.33, p<.001), 학력 (F=17.77, p<.001), 직위 (F=11.37, p<.001), 임상경력 (F=6.55, p<.001)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성별 (t=2.32, p=.021)과근무부서에따라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근무부서간의 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에서는 학력 (F=4.41, p=.014)과 임상경력 (F=4.91, p=.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경력에서 3∼5년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

Table 3.3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M±SD
t/F

M±SD
t/F

M±SD
t/F

(p, Scheffe) (p, Scheffe) (p, Scheffe)

Age(years)
23-29 a 2.99±0.20 15.55 2.93±0.21 0.52 2.73±0.24 2.82

30-29 b 3.12±0.26 (<.001) 2.92±0.21 (.594) 2.83±0.25 (.063)
≥40 c 3.36±0.22 a,b<c 2.86±0.27 2.85±0.36

Gender
Male 3.19±0.58 0.81 3.26±0.37 2.32 2.71±0.02 -0.31

Female 3.05±0.23 (.420) 2.92±0.21 (.021) 2.76±0.26 (.759)

Marital status
Single 3.25±0.26 5.33 2.89±0.22 -.90 2.83±0.33 1.47
Married 3.05±0.23 (<.001) 2.93±0.21 (.369) 2.75±0.24 (.145)

Education
Diplomaa 2.98±0.20 17.77 2.90±0.22 1.49 2.72±0.27 4.41

Bachelorb 3.15±0.24 (<.001) 2.96±0.21 (.228) 2.82±0.20 (.014)

≥Master’s
c

3.35±0.25 a,b<c 2.95±0.11 2.95±0.26 a,<c

Religion
Yes 3.11±0.24 1.90 2.92±0.24 0.11 2.80±0.24 1.11
No 3.03±0.24 (.059) 2.92±0.20 (.910) 2.75±0.26 (.268)

Position
Staff nurse 3.02±0.22 11.37 2.93±0.21 0.49 2.75±0.25 2.53

Charge nurse 3.20±0.23 (<0.001) 2.86±0.26 (.611) 2.76±0.32 (.083)
Head nurse 3.33±0.24 a<c 2.92±0.15 2.95±0.23

Working
Unit

Internal medicine unit 3.07±0.22 1.00 2.96±0.20 2.33 2.79±0.27 0.88
Surgical Unit 2.98±0.19 (.422) 2.84±0.19 (.045) 2.72±0.14 (.498)

Operation room 3.01±0.16 2.88±0.30 2.80±0.14
Intensive care unit 3.07±0.24 2.81±0.27 2.77±0.32
Othopedic surgery 3.12±0.26 3.00±0.21 2.76±0.25

Artificial kidney unit 2.99±0.32 2.88±0.17 2.67±0.29

Clinical
experience
(years)

<1a 2.96±0.24 6.55 2.91±0.18 0.44 2.87±0.26 4.91

1∼<3b 3.01±0.17 (<0.001) 2.94±0.23 (.782) 2.72±0.22 (.001)

3∼<5
c

2.99±0.21 a,b,c<e 2.91±0.15 2.62±0.28 c<a,e

5∼<10d 3.08±0.26 2.91±0.23 2.79±0.23
≥10e 3.26±0.24 2.92±0.24 2.87±0.27

a,b,c,d,e, Scheffe test (same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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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전문적 자아개념은 직무만족 (r=.325, p <.001), 자기효능감 (r=.191, p=.017)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r=.212, p=.008)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

만족은 자기효능감 (r=.212, p=.008)과 전문적 자아개념 (r=.325, p <.001)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4).

Table 3.4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156)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Professional self-concept 1

Self-efficacy .191 (.017 ) 1

Job satisfaction .325 (<.001 ) .212 (.008 ) 1

3.5.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력과 임상경력을

포함하여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자아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stepwise)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공차한계는 0.89-0.94로 0.1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59-1.16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r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

Watson은 2.040로 2에 가까워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적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17.495, p <.001), 2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직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임상경력이직무만족에유의한예측요인으로나타났다.

Table 3.5 Influencing factors on job satisfaction(N=156)

Categories B S.E β t p VIF

(constant) .705 .321 2.194 .030

Professional self-concept .463 .087 .403 5.327 .000 1.169

Self-efficacy .294 .089 .238 3.309 .001 1.059

Clinical experience -.047 .016 -.224 -3.014 .003 1.132

R2 =.257, Adj R2 =.242, F=17.495 (p<.001), Durbin-Watson=2.040

4. 논의

간호직은 환자 간호의 질에 중요한 책임을 지는 전문직으로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직무에 만족해야 한다 (Lee 등, 2007). 이에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간호사

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위해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5점 만점에 평균 3.02±0.23점으로 중간 정도 나타났으며, 이는 중

소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한 Choi (2014)의연구에서 3.23±0.44 (5점만점)과 Kim과 Chung (2008)의

연구에서 2.60±0.30(4점 만점)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며 선행연구들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점수이다

(Lee, 2008; Jang 등, 2007; Choi와 Kim, 2000). 이러한 차이는 상급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 중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간호의독자적인영역을확보하고자율성을증진시킬수있는행정체계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

다. 또한 상급종합전문병원에 비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신규간호사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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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미숙한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Choi, 201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에

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위,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

고 학력이 높으며 근무경력이 많은 중간관리자의 경우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Lee (2008)와 Choi와 Park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전문적 자아개념은 교육과 지속적인 직

업 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조직은 간호사의 지속적인 전

문지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세워야할필요성이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2.92±0.21점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

였다 (Lee, 2008; Jang 등, 2007; Choi와 Kim, 2000). 자기효능감은 간호사가 간호현장애서 행동하는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며 (Virginia 와 Susan, 1996), 간호사가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직무만족도가 높다 (Seomun, 2005).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므로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낮은 결과는 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won과 Yeun, 2007). 따라서 자아효능감과 전문직 자

아개념은서로연계하여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개발및적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일반적특

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성별과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

과 근무부서간의 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근무경력 또는 직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Choi와 Kim, 2000; Lee, 2008; Ko와

Kang, 2006), 이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수행되는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경력이 증가함에 따른

전문적업무에대한자율성이증가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현실과관련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6±0.26점으로 Lee (2008)의 연구결과나 Choi와

Kim (2000)의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편이며, 중소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Sung 등 (2011), Choi

(2014)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직무만족 정도가 낮으면 간호사들이 결근, 이직을 하게 되고 간호생

산성을 감소시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Aiken 등, 2001). 특히 상급종합전

문병원의 간호사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에서는 학력과 임상경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경력에서 3-5년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3∼5년 간호사의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는 늘어난 반면 보수나 보상이 체계적이

지 않아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보상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세 변수 모두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325, p <.001).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문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

무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Choi와 Kim, 2000; Choi와 Park, 2009; Lee,

2008).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그리

고 임상경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전문직 자아개념 (β=.403, t=5.327, p <.001)이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예측

하는 요인으로 가장 강한 설명변수가 전문직 자아개념임을 보여준 결과로 (Kwon 등, 2009; Sung 등,

2011), 직무만족이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며 적당한 일을 맡김으로서 수준 높은 역할 수행의 기회가 제공

되었을 때 증가됨을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Choi와 Kim, 2000). 이는 특히 중소병원 간호관리자

들이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데 있어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함을 제시한

다. 자기효능감 역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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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이

다(Choi와 Kim, 2000; Sung 등, 2011).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므로 자기효능감

증진은 궁극적으로는 조직효율성과 간호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서 직무만

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임상경력으로나타나이는다양한경험을쌓은간호사가능숙한업

무처리와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며,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업무 영역을 확장

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

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

을알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는중소병원간호행정가가간호사의직무만족을높이기위한전략을세

울 때 보상과 같은 외적 요소들과 더불어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같은 내적 요소들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규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이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방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생각이나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고 직무만족

에미치는영향요인들을확인하여간호사의직무만족을높이기위한전략을세우는데있어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3.02±0.23, 자아효능감은 2.92±0.21,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2.76±0.26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요

인은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임상경력이었으며, 2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무만족에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

략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직률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간호사의 직무

만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효능감 역시 직무만족에 있어 영향력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증진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적용이필요하다.

본연구는지방종합병원간호사의전문직자아개념, 자기효능감및직무만족을확인하고전문직자아

개념이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간호인력관리에 있어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히고 지방 종합병원의 효율적인 간호인력관리의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하여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

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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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rrelation among professional self-

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effect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general hospital nurse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56 nurses who were working for one general hospital in Busan.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were 3.02±0.23 and 2.92±0.21

respectively. The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was 2.76±0.26. With respect to job

satisfaction, the correlations were .325 (p<.001)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212

(p=.008) for self-efficacy. As integrate of the study result showed job satisfaction had

correlation to professional self- concept and self-efficacy. The regression model ex-

plained 12.6% of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So professional self-concept enhancement strategies and self-efficacy im-

prov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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