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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resilience and compassion fatigue on 
th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174 nurses who worked at four 200 to 300 
hospitals in Busan, Korea. They responded to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administered from 
January 2 to January 31,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via the SPSS/WIN 25.0 
program. Nursing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trust. The 
sub-categories, supervisory trust and peer trust als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ing 
performance. There is also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resilience. 
This study found that nursing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resilience, gender, working style, and 
experience in the current unit.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gender and work style based characteristics, develop programs, and improve measures to increase 
each nurse’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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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

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한층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의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서는 연간 외래서비스

는 국민의 62.7%가, 입원서비스는 3.7%가 이용하

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83.7%가 외래서비스를, 
7.5%가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처럼 국

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의료인들

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

한 신뢰감을 가짐으로써 상호만족할 수 있는 상

태가 될 필요가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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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2018).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는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

지를 결정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일 처음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조직에서도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의료인이다(Kwon and Lee, 2017). 
따라서 가장 최일선에서 환자를 접하고 있는 간

호사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막중한 책임을 가

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성과는 간호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 효

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의 능력 개발 및 

동기화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Ko et al., 2007).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

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의 실제적인 집행을 의미하고, 간호조직의 목표

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척도가 된다(Ko et al., 
2007). 간호업무성과의 저하는 간호업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업무생산성과 효율성의 감

소, 근무의욕 저하 등을 야기시켜 환자에게 양질

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병원조직의 생산

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간호수준의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2015). 그러므로 다

양해지는 의료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환자 

만족도 향상 및 병원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간호업

무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Kim 
and Eo, 2013). 

이러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인간존중과 섬

김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

여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ark, 2015), 상사의 직무역량이 높을수록(Kim 
and Eo, 2013),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 속에서 개

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적·심리적 

의식 상태인 일터 영성이 증진될수록(Noh and 
Yoo, 2016)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개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한 조직에 

속하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개

인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조직이 목표로 한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

다. 조직신뢰는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발적 참

여와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의 위기 상황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유대

감의 기반이 된다(Kim and Yoon, 2008). 조직신뢰

가 흔들리면 대다수의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을 위

해 헌신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공동체 의식과 조직몰입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Nam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 조직신뢰는 상호작용 공정성을 

매개하여 조직성과를 높인다고 하였고(Kim and 
Park, 2012), 상사신뢰와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조

직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Min et al., 2014). 이를 통해 볼 때 조직신뢰

는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간호사의 조직신

뢰 향상은 직무몰입도를 높여 업무생산성을 향상

시키게 되어 궁극적으로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들의 조

직신뢰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더욱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환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

하는 간호사에게 감정노동이 더욱 심해지는 추세

이다(Park, 2009).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으로 업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다양

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다(Kim, 
2011).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업무 중 위기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

아 간호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e et al., 2012) 이처럼 회복탄력성은 근래에

도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꾸준

히 연구되는 변수(Lee and Kwon, 2019)이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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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고

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

적인 정서인 공감피로가 흔히 발생한다(Lee et 
al., 2018). 공감피로는 개인의 외상 사건에 대한 

경험에 대한 반응이다(Figely, 1995; Stamm, 2002). 
간호사의 공감피로 증가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

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진의 

증가로 이어져 환자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Jung and Jung, 
2018) 공감피로가 높을수록 간호사 개인뿐만 아

니라 환자 간호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공감피로의 수준이 결국은 간호업무성과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한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조직신뢰, 회

복탄력성, 공감피로 및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

악한다. 셋째,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임상간호사

의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와 간호업

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임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4개의 200∼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선정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로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와 직접적인 상호관계

가 적은 수술실·중앙공급실·심사실·내시경실 간호

사와 간호현장에 적응하는 시기로 간호업무가 미

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신규간호

사는 제외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예측 변인 16개, 중간효

과 크기(f). 15, 검정력(1-β) 0.80, 유의수준(α). 
0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43명이고 탈

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96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가. 간호업무성과

Ko et al.(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간호

업무수행능력 7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 4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 3문항, 간호과정 적용 3문항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

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

뢰도 Cronbach's α값은 도구 개발 당시 .92이었

고(K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나. 조직신뢰

Ahn(2011)이 개발한 도구를 Choi(2013)가 수정 

및 보완한 조직신뢰 측정도구에서 상사신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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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신뢰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4문항

으로 상사신뢰 12문항, 동료신뢰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도구 개발 당시 상사신뢰 .89, 동료신뢰 .77
이였고(Choi, 2013), 본 연구에서는 상사신뢰 .96, 
동료신뢰 .94이었다. 

다. 회복탄력성

Park and Park(2016)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기질

적 패턴 5문항, 관계적 패턴 4문항, 상황적 패턴 

10문항, 철학적 패턴 6문항, 전문가적 패턴 5문항

으로 5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

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도구 개발 당시 

.95이였고(Park and Park, 2016), 본 연구에서도 

.95이었다.

라. 공감피로  

공감피로 측정 도구는 Figely(1995)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 
도구를 Stamm(2002)이 수정 보완한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 
Fatigue Subscale-Version 5 (PROQOL Version 5)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한국어판을 다운 받아 공감피

로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

수록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Stamm(2002)의 연구에서 .81이였고, 본 연구에서

는 .8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수행에 허락을 받은 다음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답하

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설문지의 설명문과 동의서에 설문 내용

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

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였고 설문지를 

직접 배부,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IRB 승

인 이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로 총 196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88부를 회수하였다. 응

답 내용 중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극단치가 있거나 같은 값을 일률적으로 표시한 

자료의 14부를 제외한 총 17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전 부경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계획서의 윤

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

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를 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를 한 경우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밀봉 후 수거하여 자료의 

익명성과 응답 결과나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설문지는 연구자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후 연구자가 직접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명시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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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조직신뢰, 회복탄

력성, 공감피로 및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

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조직신

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와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ʼ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조직신뢰, 회복

탄력성 및 공감피로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 위계에서는 간호업

무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

반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을, 2단계 위계에서는 

조직신뢰를 투입하였고, 3단계 위계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1단계 위계에서 

투입된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중 연령, 
근무부서, 임상경력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
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84±7.00세로, 20대가 

49.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95.4%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미혼이 70.1%, 종교는 없음이 

56.3%, 최종학력은 학사 이상 졸업이 63.2%로 가

장 많았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52.9%, ‘보통’ 39.7%, ‘건강하지 않다’ 7.5%의 순

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병동이 66.1%로 가장 

많았고, 특수부서 23.6%, 외래 10.3%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평균 8.10±7.14년이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3%, 1년 이상-5년 미만이 30.5%
이었다. 현 근무지 경력은 3년 이상이 51.7%로 

나타났고, 교대근무를 하는 대상자가 71.3%로 가

장 많았고, 전체 대상자의 77.0%가 일반 간호사였

다. 평균수입은 ‘월 300만원 미만’이 82.2%, 급여만

족은 ‘불만족’이 51.1%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공감피
로 및 간호업무성과 정도

간호사가 인식한 조직신뢰는 5점 만점 기준으

로 평균 3.61±0.60점이었고, 하부영역의 경우 상

사신뢰가 3.64±0.69점, 동료신뢰가 3.58±0.57점이

었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54±0.42점이었고 공감피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3.01±0.56점이었다.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

점 기준으로 평균은 3.51±0.4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
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는 근

무부서, 임상경력, 현 근무지 경력, 근무형태, 직

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0
대 이상이 3.76±0.39점으로 20대의 3.47±0.42, 30
대의 3.47±0.37점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으며

(F=5.72, p=.004), 여성이 3.53±0.41점으로 남성의 

3.14±0.11점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t=-7.94, 
p<.001). 기혼이 3.63±0.39점으로 미혼보다 간호업

무성과가 더 높았으며(t=-2.51 p=.018), 근무부서

가 외래인 경우가 3.76±0.39점으로 병동의 

3.46±0.41점, 특수부서의 3.55±0.40점보다 간호업

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F=4.75, p=.010). 임상 

경력이 10년이상이 3.68±0.42점으로 간호업무성과

가 높게 나타났고(F=4.69, p=.004), 현 근무지 경

력은 3년 이상인 경우가 3.60±0.37점으로 간호업

무성과가 높았다(t=-2.88, p=.004). 근무형태가 상

근인 경우가 3.74±0.35점으로 교대 근무일 경우보

다 간호업무성과가 더 높았고(t=4.85, p<.001),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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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간호사 이상이 3.69±0.39점으로 일반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t=-3.28, 
p=.001). 사후 검정 결과 연령은 40세 이상이 30

세 미만, 30∼39세보다, 근무부서는 외래가 병동

보다,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5년 이상-10년 미

만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Table 1>).

Variable Category N(%)  Nursing Performance
Mean SD t/F p Schffé

Age(yr)

<30a 86(49.4) 3.47 0.42 

5.72 .004 a,b<c
30∼39b 62(35.6) 3.47 0.37 
≥40c 26(14.9) 3.76 0.39 
Total             (31.84±7.00)

Gender Male 8(4.6) 3.14 0.11 -7.94 <.001 　Female 166(95.4) 3.53 0.41 

Marital status
Single 122(70.1) 3.46 0.40 

-2.51 .013 　
Married 52(29.9) 3.63 0.39 

Level of education
College 51(29.3) 3.41 0.35 

2.58 .079 　University 110(63.2) 3.55 0.41 
Graduate school 13(7.5) 3.63 0.56 

Religion Yes 76(43.7) 3.55 0.38 0.98 .328 　
No 98(56.3) 3.49 0.42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92(52.9) 3.55 0.40 

1.06 .347 　Average 69(39.7) 3.48 0.41 
Unhealthy 13(7.5) 3.42 0.40 

Working department
General warda 115(66.1) 3.46 0.41 

4.75 .010 a<cSpecial wardb 41(23.6) 3.55 0.40 
OPDc 18(10.3) 3.77 0.30 

Clinical experience
(year)

<1a 14(8.0) 3.36 0.40 

4.69 .004 c<d
1∼<5b 53(30.5) 3.49 0.41 
5∼<10c 58(33.3) 3.43 0.35 
10d≤    49(28.2) 3.68 0.42 
Total              (8.10±7.14)

Experience in current 
unit (year)

<3 84(48.3) 3.42 0.42 
-2.88 .004 　≥3 90(51.7) 3.60 0.37 

Total              (4.26±4.68)

Working style
shift work 124(71.3) 3.42 0.39 

4.85 <.001 　
Fixed work 50(28.7) 3.74 0.35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34(77.0) 3.46 0.40 

-3.28 .001 　
≤Charge nurse 40(23.0) 3.69 0.39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143(82.2) 3.49 0.42 
-1.79 .075 　

≥300 31(17.8) 3.63 0.34 

Pay satisfaction
Satisfaction 11(6.3) 3.44 0.33 

.31 .735 　Average 74(42.5) 3.53 0.39
Dissatisfaction 89(51.1)   3.51 0.43

OPD: out patient department 

<Table 1> Differences of Variance to the General and Wor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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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Min - Max Possible range

Organizational trust 3.61±0.60 1.83 - 5.00 1∼5

  Supervisory trust 3.64±0.69 1.33 - 5.00 1∼5

  Peer trust 3.58±0.57 2.25 - 5.00 1∼5

Resilience 3.54±0.42 2.60 - 4.68 1∼5

Compassion fatigue 3.01±0.56 1.40 - 4.40 1∼5

Nursing performance 3.51±0.41 2.46 - 4.66 1∼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1 2 3 4 5 6
                                                 r

1 1 　 　 　 　 　

2 .31** 1 　 　 　 　

3 .29** .96** 1 　 　 　

4 .30** .95** .83** 1 　 　

5 .67** .42** .40** .40** 1 　

6 .07 .02 .02 .02 -.03 1

1=Nursing performance   2=Organizational trust     3=Supervisory trust    
4=Peer trust           5=Resilience              6=Compassion fatigue
(** p <.001)   

<Table 3> Correlations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4.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와 간
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조직신뢰

는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으며(r=.31, p<.001), 하부영역에서 상사신뢰(r=.29, 
p<.001), 동료신뢰(r=.30, p<.001)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은 간호업무성과

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67, 
p<.001), 공감피로도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지만(r=.07, p=.33)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5.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가 간
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

을 통제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일반적 특성과 직무 관

련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직위, 결혼상태, 현 근무지 경력, 근무

형태, 연령, 근무부서,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 근무부서, 임상경력은 가변

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이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3단계 Model 모두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41∼.96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

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4∼

2.45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1.71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

정을 만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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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으로 구성된 Model 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50, p<.001). Model 1은 

통제변수들이 투입된 모형으로서 설명력은 17.2%
로 성별(β=.32, p=.022), 근무형태(β=.22, p=.003)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성이고 근무형태가 상근일 경우 간호업

무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신뢰

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2는 간호업무성과를 설

명력이 12.2% 증가한 약 29.4% 설명하면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F=9.01, p<.001). 성별(β=.32, 
p=.011), 조직신뢰(β=.25, p<.001), 근무형태 (β
=.19, p=.007)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Model 
3은 통제변수로, 조직신뢰와 함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회복탄력성이 투입된 모형으로, 간호업무

Variables 
(reference group)

Model 1 Model 2 Model 3

β t(p) β t(p) β t(p)

(Constants)  9.734
(p<.001) 　

 5.345
(p<.001)

2.474
(p<.001)　

Gender(Female) .318 2.324
(.021) .324 2.568

(.011) .241 2.320
(.022)

Current position
(Charge nurse≤) .027 -.547

(.796) .095 .990
(.324) .076 .964

(.336)

Marital status
(Married ) -.045 -.547

(.585) .012 .157
(.876) -.011 -.182

(.856)

Experience in current 
unit(3years≤) .103 1.643

(.102) .138 2.372
(.019)

.103 2.140
(.034)

Working style
(Fixed work) .219 3.024

(.003) .185 2.749
(.007) .115 2.063

(.041)

Age(40≤)† .122 1.110
(.269) .168 1.645

(.102) .104 1.246
(.215)

Working department
(OPD)† .183 1.859

(.065) .177 1.954
(.052) .100 .133

(.184)

Clinical 
experience(10years≤)† .043 .451

(.653) -.051 -.562
(.575) -.010 -.132

(.895)

Organizational
trust .247 5.433

(p<.001) .079 1.904
(.059)

Resilience .537 9.028
(p<.001)

F(p) 5.499(p<.001) 9.012(p<.001) 20.245(p<.001)

R² .210 .331 .554

Adj R² .172 .294 .527

†Dummy variables (Ref. group)

OPD=out patient department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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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설명력이 23.3% 증가한 약 52.7% 설명하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25, p<.001). 회복

탄력성(β=.54, p<.001), 성별(β=.24, p=.022), 근무

형태(β=.12, p=.041), 현 근무지 경력(β=.10, 
p=.034)이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현 근무지 경력이 3
년 이상 일수록 간호업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직신뢰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

균 3.61이었고 조직신뢰의 하부요인인 동료신뢰

는 평균 3.58점이었고 상사신뢰는 평균 3.64점이

었다. 이는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려우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상사신뢰를 확인

한 Kang and Kwon(2017)의 연구에서의 3.20점보

다 다소 높았다. 조직신뢰는 조직 내의 갈등을 

줄이고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조직 간의 협

력을 증진시켜 조직구성원이 조직과 상사 그리고 

동료를 신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Min et al., 
2014)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이

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Bae and Kim(2018)의 

3.47점보다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이나 문화, 교육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Kim, 2011). 이를 위해 유

익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간호업무를 보다 안정적

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

을 조성하고 병원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병원동아리 활동이나 영화 티켓 제공, 
콘도 이용권, 장기근속 시 해외여행 포상을 제공

하는 등(Bae and Kim, 2018)의 여러 가지 방안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감피로는 5점 만점에 평균 3.01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연구한 Cho and Park(2019)의 2.81점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임상간호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데, 환자들의 연령별 특성도 다르

고 특히 임상현장에서 호흡곤란, 조절되기 어려

운 통증,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간호하는 동안 공감피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

실(Han et al., 2015)이 반영되어 공감피로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혈액투석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Rhu and Choi(2017)의 

연구에서의 3.11점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는 Rhu and Choi(2017)의 연구대상자들은 투석을 

하는 만성질환 환자를 장기간 간호하면서 그들의 

임종이나 사별까지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이입이 높아져 중등도 이상의 공감피로를 겪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감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피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

면에서 간호사와 환자의 공감적 치료관계를 형성

하되 정서적 소진과 공감피로를 줄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and Lim(2018)의 2.65점, Noh and Yoo(2016)의 

3.10점보다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종합병원

이 아닌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다수였

기 때문에 담당하는 환자의 질환이 경증인 경우

가 많고, 평균 임상경력도 높아 환자 상태 파악

이 용이하고 능숙하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 간

호업무성과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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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간호업무성과는 조직신뢰와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신뢰와 간호업무성과를 함께 

확인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et al.(2015) 
의 연구에서 조직이 혁신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구성원들이 조직을 신뢰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상

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신의 과업성과나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혁신적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고 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터키의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Top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조직신뢰는 직무만족도를 

높여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

으므로 조직 신뢰와 간호업무성과를 함께 확인하

는 반복연구를 통하여 조직신뢰를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간호업무성과는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et al.(2012)의 연구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Cho(202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이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회

복탄력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줄어

들고, 간호업무성과의 증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공감피로는 간호업무성과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연구

에서 간호사의 공감피로가 낮으면 회복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고(Rebecca, 2017), 혈액투석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Rhu and Choi(2017)의 연구

에서 공감피로의 증가는 공감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를 두려워하거나 무관심, 
침묵 등을 초래해서 결국 환자와 자신 그리고 조

직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와 연

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감피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무 스트레스도 줄이

고 이직의도도 감소시켜 원활하게 간호업무를 수

행하고 환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 결국 간호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

로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성별, 근무형

태, 현 근무지 경력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

성이 높을수록, 성별이 여성인 경우, 상근근무를 

하고, 현 근무지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간호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2.7%이었

다. 주목할 점은 회복탄력성이 투입된 모형에서 

조직신뢰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변한 점이

다. 이는 조직신뢰 역시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지만,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복탄력

성이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종합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Cho(2020)의 연구와 병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et al.(2012)의 연구

에서도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를 높인다고 

한 점을 통해 볼 때 임상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

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간호사 면담

을 실시하여 불만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

을 세워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업무과중이 없

도록 적절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인력을 확보

하고, 생일에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주기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임상간

호사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직도 줄이고, 간호현장에서 상호 화합을 통

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업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이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과 관련하여 특히 남자간호사는 전통적으로 간호

직은 여성의 고유한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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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환자들이 남자간호사들의 간호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간호사의 강한 체력, 
객관성, 집중력 등의 특성이 특수부서의 간호업

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들을 특수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Ahn et al., 2009). 향

후 남자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간호사 수가 소수였기 때문에 

남녀성비를 비슷하게 한 반복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도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근근무를 하

는 경우에 간호업무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상근근무는 규칙적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적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업무능률을 높

일 수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간호업무성과가 높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형태는 병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교대근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근 근무자를 분

리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임상현

장에서는 교대근무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교대

근무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재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속적인 

교대근무를 피하고 교대근무자의 건강증진을 위

한 제도적인 개선과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근무형태

에 따라 업무내용이 상이할 수 있고, 병원규모와 

부서에 따라서도 간호업무내용과 제공되는 수준

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를 확인

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 근무지 경력이 임상간호사의 간

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 
and Cho(2020)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

고 있다. 현 근무지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따

라서 해당 부서에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인력, 적절한 보상, 자유로운 근무신청, 공

정한 부서이동, 휴식공간 제공 등의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간호사는 상사나 동료와 상호 신뢰감을 형

성하여 적극적으로 협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자 입장을 잘 이해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적극적인 의료인의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간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상간

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신뢰, 회복

탄력성 및 공감피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별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신뢰, 회복

탄력성 및 공감피로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

을 파악하여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및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부서 컨퍼런

스 등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임상간호사의 간호

업무성과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업

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감피로는 

주로 응급실 간호사와 같은 특수부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간호사의 스

트레스나 이직 등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임

상간호사로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한 연구였다.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은 회복탄

력성, 성별, 근무형태, 현 근무지 경력의 순이었

고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과 근무형태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 이직을 줄여 근무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에 

맞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된 마음가짐으로 간호업무

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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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신뢰, 회복탄력성 및 공감피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

과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업무성과

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

므로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병원규모와 부서별 특성의 차이

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엔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위

해 전국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각 

부서별과 병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대부분이 교대근무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근 

근무자를 분리하여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하는 연

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직신뢰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직종에서 조직신뢰

가 조직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므로 간호사의 조직신뢰를 확인하는 특화된 도구

를 개발하여 조직신뢰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통

하여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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