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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factors related to clinical

nurse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and to find out the strategic information for successful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300

clinical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21.0. Results : First, the average score for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2.95±0.37), organization climate(3.28±0.43), autonomy(3.23±0.43), role

stress(3.21±0.56), professional self-concept(3.19±0.46), 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3.11±0.59), and

perceptional justice(2.91±0.50). Second, influencing factor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the participant

were organizational climate, role stress,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esteem, Living arrangement type,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in hospital, the other hospital work experience, role model

or Mentor, total hospital career, perceived health status, spouse, perceptional justice, Adjusted R²=.702.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clinical nurses could be

enhanced by organizational climate. Thus creating a positive organizational climate are mandated for

clinical nurses to have constructiv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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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 내 간호조직은 병원전체 인적 구성원의 양

적 비중이 클 뿐 아니라 환자서비스의 최일선 접

점부서 중 하나로 대상자 만족과 병원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1]. 따라서 우수한 간호사를 선

발하고, 그들이 병원조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다[2]. 병원조직

에서 간호사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책임감과 전

문직으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하는 조직구성원에게 신뢰

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명확히 자신의 역할을 이

해하고 개인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이루어야한다[2].

조직사회화는 간호사가 조직의 설립방침 및 규

범과 가치를 수용하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지

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여 

조직의 생산성 있는 일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다[3].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내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간호사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4].

조직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에 가면서 나름대로

의 조직 고유의 독특한 성격인 조직분위기를 형성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조직분위기는 쉽

사리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경향이 있

다[5], 특히 간호조직은 간호라는 공동목표를 가지

고 있는 비교적 단일 집합체로 서열화된 조직구조 

하에 통제가 강하면서도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이 

조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2]. 그리고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내부자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6].

역할스트레스는 개인이 사회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수행과 관련

된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이며, 간호사의 역할스

트레스는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하는 동안 필연적

으로 나타나며, 적절한 교육과 간호역할에 대한 정

체성 확립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7]. 그

리고 간호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 자아개

념은 간호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하

여 긍정적인 느낌과 견해를 가지게 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7].

간호사의 자율성은 전문간호의 독자성 확보와 

간호의 질적 보장에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화 과정

으로 자율성을 함양하고 실무에서 대상자의 상태

와 요구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가장 적절한 간호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7]. 또한 간호사

가 지각한 공정성은 조직사회화뿐만 아니라,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고,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8].

간호사의 조직사회화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대부분 신규간호사였다

[10][11][12]. 그러나 이러한 조직사회화는 신규단계

에서부터 전체 경력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2]. 그리고 국내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

면, 간호사들의 조직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변수들은 특히 전문직 자아개념[7][13],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7][13], 조직가치의 내면화[6], 조직

분위기[2][5], 지각된 공정성[8][9], 자율성[7]이 높을

수록 조직사회화는 높아졌으며, 상대적으로 이직의

도와 역할스트레스[7][13]가 낮을수록 조직사회화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

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신규간호사를 포함해 끊임없이 재사회화되고 있는 

경력 전반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사회화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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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

규간호사를 포함한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분

위기, 조직가치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

개념, 지각된 공정성 및 자율성을 변인으로 삼고 

임상간호사의 간호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봄으로써 간호사의 성공적

인 간호 조직사회화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

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

정성 및 자율성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

정성 및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하는 300병상 이상의 

5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위

한 중간크기의 effect size(d)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그리고 관련 변인의 수 26개를 적

용했을 때 연구에 적합한 최소 대상자의 수는 245

명으로 산출되었으나 설문지 회수율,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30%의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배포하였다.

3. 연구도구

1)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

조직사회화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관, 수행능력 및 기대되는 행위, 조직 

내 사회의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하며[3], 본 

연구에서는 Sohn et al.[4]이 개발하고 Lee &

Yoo[8]가 사용한 조직사회화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39개 문항이

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사회

화가 잘 이루어짐을 뜻한다. 도구 개발 당시 Sohn

et al.[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7이었고,

Lee & Yoo[8]의 연구에서 .85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87이었다.

2) 조직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

조직분위기는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의 집합을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Friendlander & Margulies[14]가 개발하고 Lee[13]

가 사용한 조직분위기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5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분위기

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Lee[13]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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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3) 조직가치내면화(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

조직가치내면화란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

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일체감을 느꼈는

가를 의미하며[15], 본 연구에서는 Chao et al.[15]

이 개발하고 Lee[13]가 사용한 조직가치 내면화 도

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7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가치내면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o et

al.[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이었고,

Lee[13]의 연구에서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92이

었다.

4) 역할스트레스(role stress)

역할스트레스는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역할, 기대의 불확실성과 상충, 역할수행에 대한 

자원의 부족, 역할과다, 역할기대의 충족에 대한 

개인의 능력부족 등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적 불균

형 상태를 말하며[7], 본 연구에서는 Rizzo et

al.[16]이 개발하고 Lee[13]가 수정한 역할스트레스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6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8이었다.

5) 전문직 자아개념(professional self-concept)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

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17], 본 연

구에서는 Authur[17]가 개발하고 Lee[13]가 수정․

보완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7개 문항이

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

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

다.

6) 지각된 공정성(perceptional justice)

지각된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받는 

전반적인 보상에 대해 자신의 투입과 비교하였을 

때 절차의 공정성과 적절한 성과보상이 주어졌다

고 느끼는 지각정도를 말하며[18], 본 연구에서는 

Lee & Yoo[8]가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8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성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

Yoo[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7)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7], 본 연구에서

는 Schutzenhofer[19]가 개발하고 Yoon[7]이 수

정․보완한 자율성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3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0이고,

Yoon[7]의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

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수행하였다(KU IRB

2015-3).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이었다. 연구자가 해당 병원

의 간호부서장과 수간호사를 면담하고, 연구 목적

과 방법 및 의의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근무

부서단위로 대상자 수를 파악하여, 연구설명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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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보고방식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총 320부를 배부하여 307부 회수하였

으며(총 회수율 95.9%),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불성

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300부(분석률 93.7%)

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PSAW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

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

정성 및 자율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

정성 및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
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도

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는 연령

(F=13.577, p<.001), 결혼유무(t=-5.102, p<.001), 주

거형태(t=4.094, p<.001), 월 평균 수입(F=20.622,

p<.001), 병원 내 동아리모임(t=-2.764, p=.006), 부

양책임(t=-2.602, p=.010), 성격(t=-4.866, p<.001), 환

경 적응력(t=-3.591, 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

(t=-5.078, p<.001), 총 임상 경력(F=13.214, p<.000),

현 근무지의 근무 경력(F=9.435, p<.001), 타 병원 

근무 경험(t=-3.358, p<.001), 직위(t=-5.654, p<.001),

총 병상 수(F=5.724, p=.004), 롤모델 또는 멘토유

무(t=-4.239, p<.001), 보건의료인간의 협력

(F=55.839, p<.001), 동료 간 의사소통(t=-8.212.

p<.001), 일에 대한 자부심(t=-8.993, p<.001), 재직 

의도(t=-6.11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
각된 공정성 및 자율성 정도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내면

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정성 

및 자율성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조직사회화는 2.95±0.37점(5점 만점)으

로 나타났으며, 조직분위기 3.28±0.43점(5점 만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율성 3.23±0.43점(5점 

만점), 역할스트레스 3.21±0.56점(5점 만점), 전문직 

자아개념 3.19±0.46점(5점 만점), 조직가치 내면화 

3.11±0.59점(5점 만점), 지각된 공정성 2.91±0.50점

(5점 만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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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Variables Categorie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M±SD t/F(p) Scheffe

Age ≤24a) 2.98±0.37 13.577(<.001) b, c, d<e
25～27b) 2.83±0.36
28～30c) 2.85±0.31
31～35d) 2.88±0.37
≥36e) 3.21±0.37

Spouse No 2.87±0.35 -5.102(<.001)
Yes 3.10±0.40

Living arrangement type With family 3.00±0.37 4.094(<.001)
One’s own family  etc. 2.80±0.36

Average monthly salary ≤200a) 2.99±0.32 20.622(<.001) b<a<c
201～300b) 2.87±0.37
>300c) 3.37±0.40

Club in Hospital No 2.90±0.36 -2.764(<.05)
Yes 3.03±0.40

Family Support Obligation No 2.90±0.37 -2.602(<.05)
Yes 3.01±0.38

Personality Negative1) 2.78±0.31 -4.866(<.001)
Positive2) 3.01±0.39

Adaptability on environmental Maladjustment 2.76±0.30 -3.951(<.001)
Adaptation 2.98±0.39

Perceived health status Bad 2.76±0.38 -5.078(<.001)
Healthy 3.01±0.36

Total hospital career ≤12a) 3.04±0.30 13.214(<.001) b,c,d<e
(month) 13～36b) 2.88±0.40

37～72c) 2.85±0.31
73～120d) 2.82±0.36
>121e) 3.18±0.36

The present work career ≤12a) 3.14±0.41 9.435(<.001) a,e>b,c
(month) 13～36b) 2.85±0.38 a>d

37～72c) 2.85±0.31
73～120d) 2.90±0.32
>121e) 3.14±0.36

The other hospital No 2.88±0.36 -3.358(<.001)
 work experience Yes 3.03±0.40
Position General nurse 2.89±0.36 -5.654(<.001)

Charge nurse 3.20±0.39
Bed credit ≤400a) 3.03±0.35 5.724(<.05) a>c
(Bed) 401～700b) 3.12±0.33

>701c) 2.89±0.39
Experience of preceptor No 2.95±0.37 .108(>.05)

Yes 2.94±0.40
Role model or Mentor Absent 2.86±0.38 -4.239(<.001)

Present 3.04±0.36
Collaboration between Bad 2.44±0.38 55.839(<.001) a<b<c
  medical professionals in hospital Normal 2.79±0.32

Good 3.11±0.33
Working relationship Bad 2.64±0.35 -8.212(<.001)
 with coworkers Good 3.03±0.34
Job esteem Low 2.79±0.34 -8.993(<.001)

High 3.14±0.33
Retention intention Don’t haven 2.80±0.31 -6.119(<.001)

Haven 3.05±0.40
a, b, c ,d ; Classification of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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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rganizational climate, 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 role stress,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ptional justice and autonomy of participants (N=300)

Variables Mean±SD scale range Min Max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2.95±.37 1.00～5.00 2.00 5.00
Organizational climate 3.28±.43 1.00～5.00 2.00 5.00
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 3.11±.59 1.00～5.00 1.00 5.00
Role stress 3.21±.56 1.00～5.00 1.00 5.00
Professional self-concept 3.19±.46 1.00～5.00 2.00 5.00
Perceptional justice 2.91±.50 1.00～5.00 1.00 5.00
Autonomy 3.23±.43 1.00～5.00 2.00 5.00

3. 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조직분위기, 조직가치
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
각된 공정성 및 자율성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와 조직분위기, 조직가치내

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각된 공정

성 및 자율성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와 조직분위기(r=.639,

p<.001), 지각된 공정성(r=.610, p<.001), 조직가치 

내면화(r=.569, p<.001), 전문직 자아개념(r=.543,

p<.001), 자율성(r=.42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와 역할스트레스 정도간의 

관계는 r=-.61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300)

Variable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r(p)

Organizational climate .639(<.001)
Organization value 
internalization .569(<.001)
Role stress -.618(<.001)
Professional self-concept .543(<.001)
Perceptional justice .610(<.001)
Autonomy .428(<.001)

4.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383

～ .919로 기준인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

산팽창지수(VIF)도 기준인 1.089 ~ 2.610으로 기준

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 Watwon 검정결

과 값은 1.943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분석 결

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689～3.103으로 잔

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사회화 정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명목변수인 배우자(무=0, 유=1),

주거형태(혼자=0, 가족과 함께=1), 병원 내 모임(무

=0, 유=1), 가족부양의무(무=0, 유=1), 성격(부정적

=0, 긍정적=1), 환경 적응력(부적응=0, 적응=1), 지

각하는 건강상태(나쁨=0, 건강=1), 타 병원 근무 

경험(무=0, 유=1), 직위(일반간호사=0, 책임간호사 

이상 =1), 롤 모델 또는 멘토 유무(무=0, 유=1), 보

건의료인간 협동(나쁨=0, 보통=1, 좋음=1), 동료 간 

의사소통(나쁨=0, 좋음=1), 일에 대한 자부심(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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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높음=1), 재직의도(없음=0, 있음=1)를 가변수

(dummy variables) 처리 한 후 연속변수인 연령,

월 평균 수입, 총 임상 경력, 현 근무지에서의 근

무 경력, 총 병상 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대상자의 조직사회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역할스트레스, 조

직가치내면화,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분위기, 지각

된 공정성, 자율성을 포함시켰다. 이 26개의 변수

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766

p<.001).

예측모형의 수정된 R² 값은 .702로, 임상간호사

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직분위

기(β=.109, p<.001), 역할스트레스(β=-.196, p=.007),

전문직자아개념(β=.199, p<.001), 일에 대한 자부심

(β=.097, p=.001), 주거형태(β=-.196, p=.007), 보건

의료인 간 협동성(β=.199, p<.001), 타 병원 근무경

험(β=.109, p<.001), 롤 모델 또는 멘토 유무(β

=-.196, p=.007), 총 임상경력(β=.199, p<.001), 지각

하는 건강상태(β=.199, p<.001), 결혼유무(β=.109,

p<.001), 지각된 공정성(β=.076, p=.039)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70.2%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i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the participants (N=300)

Factors B S.E β t p Adjusted 
R²

Constant 1.831 .204 8.976 <.001
Organizational climate .109 .040 .137 2.702 .007 .407
Role stress -.196 .028 -.297 -6.881 <.001 .507
Professional self-concept .199 .033 .238 6.037 <.001 .612
Job esteem .097 .029 .126 3.345 .001 .636
Living arrangement type -.109 .030 -.127 -3.619 <.001 .653
Collaboration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in hospital .075 .025 .120 3.072 .002 .667
The other hospita1 work experience .093 .025 .121 3.680 <.001 .676
Role model or Mentor .090 .026 .119 3.472 .001 .684
Total hospital career .001 .000 .152 3.473 .001 .689
Perceived health status .068 .029 .077 2.316 .021 .694
Spouse -.077 .035 -.095 -2.209 .028 .699
Perceptional justice .076 .037 .106 2.072 .039 .702
Tolerance= .383 ～ .919, VIF=1.089 ~ 2.610,  Durbin Watwon=1.943
Adjusted R²=.702,   F=59.76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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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는 간호조직의 효율적인 인

적자원관리를 통한 조직성과향상과 간호전문직 발

전과도 관련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추후 조직사회화를 증

진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이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는 연령이 36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원 내 

동아리 모임이 있는 경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

우,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경우,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건강한 경우, 총 임상 

경력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 근무지의 근무 

경력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직위가 책임간호사 이상인 경

우, 총 병상 수가 401병상 이상 700병상미만 경우,

롤모델 또는 멘토를 가진 경우, 보건의료인간 협력

이 잘 되는 경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경우 

및 재직 의도를 가진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ong & Lee[2]의 연구에서 대상

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임상경력이 1

년 미만이거나 7년 이상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국립대학병원인 경우, 간호직위 높은 경우 대상자

의 조직사회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고 나타난 결과와 Lee & Yoo[18]의 연구에서 대상

자의 연령이 아예 높거나 낮을수록, 기혼인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학력이 올라갈수록,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이 적거나 많은 경우, 500

병상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에 조직사회화가 

잘 되어 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임상간호사

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을 찾아내는데 제한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임

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사회화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보다 심층적이

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 점수는 5점 만점에 

2.95±0.3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ong & Lee[2]의 3.27점, Yoon[7]의 

연구에서 3.20점, Lee & Yoo[8]연구의 3.05점보다 

낮게 나온 점수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에 

포함된 간호사의 임상경력정도의 차이에서 발생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사회화는 신규간호사

를 포함해 끊임없이 재사회화되고 있는 경력 전반

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간호관리자는 임상에서 경력이 올라갈수록 현

실적인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사회화 영역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간호

조직사회화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동일한 연구도구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 집

단에서 전국에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

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조직분위기,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지

각된 공정성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들

이 간호조직에 잘 적응하고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조직분위기가 좋아야 하며, 역할스트레스가 적어야 

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보상 등이 공정해

야 한다는 선행연구[8][13]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조직분위

기로 나타났으며, 전체 70.2%중 40.7%를 설명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Song & Lee[2]의 연구결과 조

직분위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사회화 점수도 높

았으며 단독으로 조직사회화를 27.2%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역할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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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Yoon[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전문직 자아개

념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Rizzo et al.[16]의 연구에서

도 역할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직무와 관련된 긴장

을 보다 느끼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직

무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나타났다. 역할스트레스는 

간호를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 하는 동안 필연적인 

요소로 나타지만, 높은 역할스트레스는 개인의 사

회화를 위한 동기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간호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도 장애를 

주므로[20], 역할스트레스 요인을 제도적으로 통제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낮게 

지각하므로[20],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은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전문직이 공존

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다른 전문인과 조

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양질

의 간호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를 

확립하고 환자에게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

사 스스로 직무에 만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적이

고 지속적인 개별화된 교육의 기회 확대와 계속적

인 행정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Choi[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의 특

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

라 경력간호사들에게도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지각된 공정성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Lee & Yoo[8]의 연구결과 

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지각된 공정성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사의 조직사회화 향상

을 위하여 병원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은 물론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하위 계층 간 조직구성원 의 의사소통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사의 병원 

조직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직업존중감은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직업존중감(job esteem)은 개인이 

인식하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감의 

정도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이 바라보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정도를 규합하는 용어

이다[21]. 조직과 구성원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

향을 미치는데[22] 전통적으로 조직연구에서 개인

과 조직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이 높아

지고, 조직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주며, 직무만족도

와 직무몰입이 제고되고 개인이 조직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2]. 그

리고 조직원이 일 속에서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

은 자신이 유능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이다[22]. 따라서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서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전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롤모

델 혹은 멘토의 유무도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업무 수행시 개인

의 지식과 경험의 전달이 중요하다. 경력이 낮은 

임상간호사가 복잡한 조직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

도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멘토

와 멘티 간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중

요하다[23]. 멘토링은 멘티가 개인적으로 경력에 

필요한 경험, 기술 또는 성과에 기반을 두고 멘토

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나 조직의 

목적에 따라 멘티에게 멘토를 연결시켜 상호관계

를 맺어줌으로써 생길 수 있으며, 경력전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24]. 따라서 조직 내에서 다양

한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사회적 기능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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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련 기능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와 조직분위

기, 조직가치내면화, 역할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

념, 지각된 공정성 및 자율성정도를 파악하고, 조

직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조직사회화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

구 결과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조직분위기, 역할스트레스, 전문직자아

개념, 일에 대한 자부심, 주거형태, 보건의료인 간 

협동성, 타 병원 근무경험, 롤 모델 또는 멘토 유

무, 총 임상경력, 지각하는 건강상태, 결혼유무, 지

각된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조직사회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호관계와 직업

존중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선

도하고, 역할스트레스를 낮추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제

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조직의 공정성

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하고, 이를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의 조직사회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여러 경력에 따른 차별

화되고 다양화된 다양한 조직사회화 증진 프로그

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포함한 경력간호사들의 조직사

회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반복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한 급

여, 승진 등의 변인들이 조직사회화에 직간접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연구가 시

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의 대상자가 B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로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지역적,

근무 환경적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국내 

임상간호사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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