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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과
팀내 친밀감 및 조직웰빙의 관계
이순늠

· 구소연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 of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o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of Nurses
Lee, Soon Neum · Gu, So Yeon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among nurses o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Participants were 150 nurses working i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Results: Gratitude disposition correlated positively with organizational
intimacy (r=.53, p<.001)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r=.59, p<.001). Gratitude disposition and organizational intimacy were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well-be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organizational
well-being can be increased by enhancing gratitude disposition and organizational intimacy.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and test for application, a gratitude and organizational intimacy promotion program for nurses on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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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되었고, 2016년 4월부터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통해 쾌적한 병실 환경이 조성되고, 간병비용 절감, 보호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 등으로 환자의 간호만족도가 높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

[2]. 그리고,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 안전사고가 적고 낙상과 욕

호보조 인력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간병인

창이 감소하여 간호업무성과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

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어[3], 지속적으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것을 의미한다. 2013년 7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

하고 있는 상태이다[1].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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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간호사 측면에서는[3], 환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간호업무수행이 중요하

가족과 같은 세심한 간호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다. 그러나, 팀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

[4], 보호자와 간병인이 없는 관계로 직접 간호제공의 범위 증

우 환자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조직적 차원에서 팀

가로,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

내 친밀감의 향상은 환자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업무성과에 기

은 것으로 나타났다[5].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 발전

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가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현재까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조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조직관

연구는 주로 일반병동 간호사와 직무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연

리 분야에서 중요하게 제기, 논의 되고 있는 조직웰빙 개념을

구[2,5],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경험을 분석한

통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4]가 진행된 상태이다.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간호

조직웰빙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구조적인 환경에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대한 만족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측면에서 안녕상태

간호사의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소진 등 직무와 관련된

의 유지를 의미한다. 직장에서의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요인은 감소시키고[2],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친다[6]. 조직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조직웰빙은 간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7], 향후 간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을 확인하여

호조직에서 중요성이 증가할 할 개념으로 사료된다. 조직웰빙

변수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 조직웰빙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여,

은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7], 개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적 차원에서는 감사성향과 조직적 차원 요인으로 팀내 친밀
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연구목적

개인적 차원 요인으로,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
맙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며[8],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긍

본 연구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과

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

팀내 친밀감 및 조직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

도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9].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서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킨다[10]. 또한, 간호사의 감사성향
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11], 직무
만족[9,12]과 조직시민행동[13]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성향은 긍정적인 변
화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개인의 변화만이 아닌, 타인과 다수의
집단을 포함한 환경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14], 간호사의 감
사성향의 증진은 개인과 조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의 정도를 확
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
직웰빙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조직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요인으로 친밀감이란 함께 지내는 사이

연구방법

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으로 정의되며[7], 함께하려는 마
음, 결속감, 밀접함을 의미한다[15]. 팀내 친밀감은 조직구성원

1. 연구설계

의 고객지향성을 높이고 팀 업무에 대한 몰입이 증가되며[16],
자발적인 행동이 유도되어 조직시민행동이 증진되는 것으로

본 연구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나타나[17],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간호사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는 한정된 시간 내에 교대근무와 업무분담이 필요한 근무의 특

조직웰빙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성상 간호사의 팀내 친밀감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의 특징은 적정 간호인력

2. 연구대상

확보를 통한 팀 간호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1,18]. 팀 간호
(team nursing)는 간호전달체계의 하나로, 팀 리더와 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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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통합서비스 병동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본 연구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웰빙이 높은것을 의미한

의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

다. 도구의 신뢰도는 Seong [6]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

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표본수는 G*Power 3.0 통계 프로그

은 삶에의 충일감 .90, 조직분위기 .89, 조직몰입 .84, 조직 내 인

램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로 설정하여 필

간관계 .81, 직무보람 .80, 삶의 여유 .82, 학습기회 .80, 복리후

요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23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

생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95였고, 하

타나, 대상자의 탈락율을 고려하였을 때, 150명의 표본의 수는

위영역에서는 조직내 인간관계 .68, 복리후생 .87, 직무 보람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된다.

.85, 조직분위기 .90, 학습기회 .82, 조직몰입 .90, 삶에의 충일
감 .80, 삶의 여유 .87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문지 내용은 감사성향 6문항, 팀내 친밀감12문항, 조직웰
빙 27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H대학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IRB No. KD 08-003-001).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 감사성향

2018년 9월17일부터 10월10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을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19]이 개발하고,

위해 S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간호부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Kwon 등[20]이 번안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인 K-GQ-6 (Kore-

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진행 과정,

an-Gratitude Questionnaire-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

도구는 Likert 5점 척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

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문지를 완성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익

도는 Kwon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고, 본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설문지 수거함에 작성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자가 직접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고, 설문지와 서면동의
서는 분리하여 수거하였다. 150부 중에서 145부가 회수되었으

2) 팀내 친밀감

며(회수율 96.6%), 응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 143

본 연구에서 팀내 친밀감은 Nielsen 등[21]이 개발하고,

부(9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피험자 보호를

Kim과 Lee [16]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위한 개별 확인 장치를 하지 않았고, 문서 철회 시에도 인적 사

도구는 친밀감 형성기회 6문항, 친밀감 확대 6문항, 총 12개 문

항을 기록 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헬싱키선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

언을 준수하였다.

을수록 친밀함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 [16]의 연구에서는 친밀감 형성기회 Cronbach’s ⍺는 .73

5. 자료분석

이었고, 친밀감 확대 Cronbach’s ⍺는 .79였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8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친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SPSS/

감 형성기회 Cronbach’s ⍺는 .76, 친밀감 확대 Cronbach’s ⍺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

는 .70이었다.

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

3) 조직웰빙
본 연구에서 조직웰빙은 Seong [6]이 개발한 OWB (Organizational Well-Being)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

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확인 하였다.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은 평균 및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는 8개 하위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은 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직내 인간관계 3문항, 복리후생 2문항, 직무 보람 2문항, 조직

조직웰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위기 5문항, 학습기회 3문항, 조직몰입 4문항, 삶에의 충일감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는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을

2문항, 삶의여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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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조직웰빙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명(38%), 현재부서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9명(43.4%)
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107명
(74.8%)이며, 근무병동은 외과계 병동이 80명(55.9%)로 다수
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은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와 같다. 감사성향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8±0.64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이었고, 팀내 친밀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17±0.41점으로 나

자의 평균 나이는 33.2세 이며, 여성이 136명(95.1%), 미혼이

타났다. 조직웰빙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44±0.46점이며, 하

84명(58.7%)이었다. 직무와 관련된 특성에서직위는 일반간호

위영역은 복리후생이 3.22±0.70점으로 가장 낮았고, 조직내

사가 127명(88.8%)이었고, 총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54

인간관계가 3.79±0.70점으로 가장 높았다.

Table 1. Differences in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a

n (%) or
M±SD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Organizational well-be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
26~30b
31~35c
≥36d

33 (23.1)
39 (27.3)
14 (9.8)
57 (39.9)
33.2±8.71

3.67±0.53
3.52±0.62
3.69±0.76
4.04±0.62

6.08
(.001)
a, b＜d

3.14±0.33
3.11±0.38
3.20±0.47
3.37±0.42

3.93
(.010)
a, b＜d

3.26±0.34
3.24±0.37
3.46±0.40
3.68±0.48

11.36
(＜.001)
a, b＜c＜d

Gender

Male
Female

7 (4.9)
136 (95.1)

3.78±0.46
3.78±0.65

0.02
(.984)

3.12±0.37
3.24±0.41

-0.70
(.485)

3.32±0.40
3.34±0.46

-0.74
(.460)

Marital status

No
Yes

84 (58.7)
59 (41.3)

3.55±0.61
4.09±0.55

-5.36
(＜.001)

3.16±0.36
3.34±0.45

-2.64
(.009)

3.27±0.39
3.69±0.44

-5.85
(＜.001)

Education

Diploma
Bachelor

59 (41.3)
84 (58.7)

3.72±0.73
3.81±0.58

-0.80
(.424)

3.25±0.39
3.22±0.42

0.48
(.628)

3.40±0.44
3.47±0.47

-0.89
(.375)

Position

RN
＞CN

127 (88.8)
16 (11.2)

3.77±0.66
3.81±0.50

-0.20
(.837)

3.19±0.39
3.53±0.38

-3.18
(.002)

3.42±0.46
3.65±0.42

-1.88
(.061)

Clinical
experience
(month)

3~12a
13~60b
c
61~120
d
≥121

15 (10.5)
54 (37.8)
43 (30.1)
31 (21.7)
82.47±72.98

3.77±0.47
3.77±0.63
3.79±0.73
4.03±0.57

2.71
(.047)
a, b＜d

3.10±0.35
3.18±0.35
3.20±0.45
3.23±0.41

3.28
(.023)

3.32±0.30
3.32±0.42
3.45±0.45
3.72±0.50

5.82
(＜.001)
a, b＜d

Experience
in current
unit (month)

3~12a
b
13~60
61~120c
≥121d

16 (7.8)
84 (41.0)
89 (43.4)
16 (7.8)
32.91±43.43

3.77±0.53
3.22±0.69
3.66±0.83
4.20±0.29

0.82
(.481)

3.12±0.39
3.23±0.37
3.47±0.51
3.60±0.34

4.13
(.008)

3.42±0.33
3.40±0.48
3.57±0.60
3.94±0.46

2.50
(.062)

Turnover
experience

Yes
No

107 (74.8)
36 (25.2)

3.73±0.63
3.93±0.67

-1.60
(.110)

3.18±0.39
3.37±0.42

-2.45
(.015)

3.41±0.44
3.55±0.51

-1.52
(.128)

Type of unit

Medical
Surgical

63 (44.1)
80 (55.9)

3.75±0.62
3.80±0.67

-0.48
(.631)

3.22±0.35
3.24±0.44

-0.35
(.726)

3.40±0.42
3.48±0.48

-1.0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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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Variables

(N=143)

M±SD

Minimum

Maximum

Gratitude disposition

3.78±0.64

1.70

5.00

Organizational intimacy

3.17±0.41

2.72

5.00

Opportunity of forming

3.58±0.61

2.00

5.00

Expansion of intimacy

2.77±0.42

1.50

3.75

Organizational well-being

3.44±0.46

2.52

4.89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an organization

3.79±0.70

2.67

5.00

Welfare

3.22±0.70

2.00

5.00

Job fulfillment

3.46±0.63

2.00

5.00

Organizational atmosphere

3.41±0.59

2.00

4.80

Learning opportunity

3.42±0.56

2.00

5.00

Organizational commitment

3.53±0.62

2.00

5.00

Sense of abundance in life

3.48±0.61

2.00

5.00

Maintaining composure in personal life

3.31±0.59

2.00

4.8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의 차이

혼 상태에서는 기혼인 집단이(t=-5.85, p<.001), 총 임상경력
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10년 이상인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82, p <.001).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감사성향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

4. 대상자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 간 상관
관계

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나이가 35세 이상인
집단이 30세 미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08, p =.001).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 간 상관관계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

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감사성향은 팀내 친밀감

았다(t=-5.36, p<.001). 총 임상 경력은 사후 검정 결과 10년 이

(r=.53, p <.001), 조직웰빙(r=.59, p <.001)과 유의한 양의 상

상인 집단이 5년 미만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관관계가 있었고, 팀내 친밀감은 조직웰빙(r=.54, p<.001)과

났다(F=2.71, p=.047).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팀내 친밀감은 나이, 결혼상태, 직위, 총
임상경력, 현재 부서경력, 이직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5. 조직웰빙의 영향요인

다. 연령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나이가 35세 이상인 집단이 30
세 미만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93, p =.010), 결혼상

본 연구에서 조직웰빙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태에서는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의

-2.64, p=.009). 직위에서는 책임간호사 이상인 집단이(t=-3.18,

하위영역인 팀내 친밀감 형성, 친밀감 확대, 그리고 대상자의

p=.002), 총 임상 경력에서는 사후 검정 결과 10년 이상인 집단

일반적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나이, 결혼

이 5년 미만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8,

상태, 총 경력은 범주형 변수로서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단계적

p=.023). 또한, 이직경험이 없는 집단이 이직경험이 있는 집단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가정은 독립변

보다 팀내 친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과 독립성, 등분산성

다(t=-2.45, p=.015).

을 확인하는 것이다. 산점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웰빙은 나이, 결혼상태, 총 임상 경

계에 있었고, 잔차의 정규 P-P곡선은 45도 직선을 중심으로 정

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과 35세 이상

규분포를 보였으며,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는 일정한 패턴없이

인 집단이 35세 미만인 집단보다 높았고(F=11.36, p<.001), 결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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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Variables

(N=143)

Gratitude disposition

Organizational intimacy

Organizational well-being

r (p)

r (p)

r (p)

Gratitude disposition

1

Organizational intimacy

.53 (＜.001)

1

Organizational well-being

.59 (＜.001)

.54 (＜.001)

1

Table 4.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Well-being
Variables

(N=143)

B

SE

β

t

Expansion of intimacy

0.39

0.07

.36

5.20

＜.001

Gratitude disposition

0.23

0.06

.32

4.47

＜.001

-0.17

0.05

-.18

2.84

.005

R2=.49

Adj. R2=.48

F=45.94

p＜.001

Marital status*

p

*Reference: No.

(tolerance)는 .73에서 .89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VIF)

밀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는 1.11에서 1.36으로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는 팀내 친밀감 형성기회는 3.58점, 친밀감 확대는 2.77점으로

배제할 수 있었다.

나타났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밀감 형성기회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조직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모형

3.61점, 친밀감 확대는 3.67점으로 나타나[23], 간호 ․ 간병통합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45.94, p <.001), 모형의 설명력

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팀내 친밀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

은 49%로 나타났다. 조직웰빙의 영향요인은 팀내 친밀감 확대

준이다. 이는 근무환경, 조직문화, 팀을 구성하는 조직구성원

(β=.36, p<.001), 감사성향(β=.27, p<.001), 결혼 상태(β=-.18,

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팀내 친밀감은 팀내 선후배

p <.001) 순으로 나타났다.

및 동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간호간

논

의

병통합 서비스 병동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와 간호 보조 인력의 팀 간호 제공이 중요하다. 간호 관리자는

본 연구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팀에 대

평균은 5점 만점에 3.78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애착을 키우고, 팀워크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

Jun 등[11]이 일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7점 만점에

이다.

5.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간호 ․ 간병통합

본 연구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조직웰빙

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평균은 5점 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났고, 일반 병동 간호사를

연구결과는 근무병동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어,

대상으로 한 Park [24]의 평균 3.15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간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조직웰빙이 다소 높은 수준

간호사는 환자안전 관리와 일상적인 보조업무 증가 등으로 신

이나,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웰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22]. 감사

는 단계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웰빙

는 인간이 가진 강점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행복과 자기성장을

의 하위영역에서는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가장 높았고, 복리후생

촉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9].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환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7].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자입장에서 공감하는 연습하기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사한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수준에 비해 보상과 인정에 대

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임상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4]. 조직웰빙은 환경적

본 연구에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팀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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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웰빙으로 구분되며[6], 복리후생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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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웰빙으로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에 대한 지속적인 제

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11], 팀내 친밀감은 간호사의 직무만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 경

족과 조직몰입[23], 정서적 몰입[2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나이가 많고, 임상 경력

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

이 길며, 기혼인 간호사가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

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1,13].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감사성향과 팀내 친밀감이란 두 변수가 만나서 나타나는 상승

간호사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간호사의 감사성향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Fredrickson [28]의 긍정

이 낮음을 의미한다. 감사는 긍정심리의 하나로 훈련과 학습에

적 정서의 확장 이론(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15]. 최근 서울시

emotions)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사고를 확장시켜

간호사회에서는 감사를 습관화하고 자신과 동료를 존중하고

태도와 행동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간병 통합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감

서비스 병동의 효율적인 팀간호 운영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운동을 진행하였다[25]. 국내에서 보고된 감사증진 프로그

서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인 영향요인인 감사성향과 팀내 친

램으로 감사 명상, 감사기록, 그룹토의, 감사표현하기 등이 있

밀감 증진에 대한 관심과 전략을 개발이 필요하다.

다[26]. 따라서, 간호조직에서는 감사성향을 증진할 수 방법을

본 연구에서 조직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신규간호사 채용 시부터 기획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

팀내 친밀감 확대, 감사성향, 결혼 상태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호사에게 적합한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간호사는 건강에 대한 멘토로서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연구를 제안한다.

어야 하는 의료인이다. Sarri와 Judge [29]는 행복한 직원이 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팀내 친밀감은 나이, 총 임상 경력, 결혼

산적인 직원이라고 하였다.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상태, 직위, 현재 부서경력, 이직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5],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을 의미

었다. 즉,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길며 직위가 높고, 특히 현재 부서

하는 조직웰빙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만족과 환자간호에 긍정

경력과 이직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사를 대상으로 팀내 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의원급 병원에까지 사업이 확대

선행연구와 비교가 제한적으로,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

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의 근무 환경에서 간호사

하다. 특히,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는 팀 간호를 통해 지속적으

는 간호의 본질인 돌봄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력구성이 간호보조 인력과 팀을

다고 하였다[2]. 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는 간호 ․ 간병통합서

이루어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스 병동 간호사가 조직웰빙을 증진시켜 양질의 간호를 제공

나타났다[27].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

할 수 있도록 감사성향을 심리적 역량으로 개발하고, 팀 내 친

동운영을 위해 경력 간호사를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직경험

밀감 확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팀내 친밀감 확대를 위해서

이 있는 간호사가 전문성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 간

는 먼저 팀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환자간호

다. 팀내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에 집중할 수 있는 간호조직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사와 동료, 동료와 동료사이의 소통이 중요하다. 간호관리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웰빙은 나이, 결혼상태, 총 임상 경

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체계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

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조

템을 개발하여 기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 간 많은 의사소

직웰빙이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통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

[23].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긴 기혼인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험과

께 직원 간 배려와 존중하는 병동 분위기 조성, 하루에 3회 이상

숙련도가 풍부하여 직장에서의 안정감이 높아 조직웰빙이 높

직원 칭찬하기를 실천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동료 간의 유대

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간호

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팀별 외부활동 지원과 팀별 평가제 도입

사가 직장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전문직 간호사로 성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23]. 또한, 향후에는 간호 ․ 간병통

장할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에게 적합한 팀내 친밀감 확대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발과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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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친밀감이 조직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일부 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 서
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2705/jkashcn.2017.24.1.014
4. Park KO, Yu M, Kim JK. Experience of nurses participating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1):76-89.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1.76

병동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간호사

5. Lee JM. Comparative study about the clinical nurse's job stress

의 감사성향과 조직적 차원에서 팀내 친밀감이란 긍정적 변수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a nursing care system wards

를 통해 조직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무에서 간호사의 조직웰빙을 위한 감사성
향과 팀내 친밀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촉진되어,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과 시스템

and a general wards.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6;33(1):1-48.
6. Seong Y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organizational
well-being scale. [dissertation].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0. p. 1-200.
7. Yang IS, Han JH, Jeong SE. An empirical study on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to keep nursing job: focused on positive psy-

을 개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hologic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wellbe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

결

론

본 연구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
팀내 친밀감, 조직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인
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ities and sociology. 2018;8(5):523-535.
https://doi.org/10.21742/AJMAHS.2018.05.20
8.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Gratitude [Internet].
Korean Standard Dictionary. Seou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cited September 25, 2018]. Available
from:

결과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을 증진시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388278

키고 팀내 친밀감을 확대하는 것이 조직웰빙에 긍정적인 영향

9. Kim KM, Kim JH. A qualitative study on the gratitude experi-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조직에서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ence based on the ground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2011;23(3):739-759.

병동 간호사의 조직웰빙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감사성향을 심

10. Kong F, Ding K, Zhao J. The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리적 역량으로 개발하고, 팀내 친밀감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

임상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15;16(2):

결과를 토대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감사성향
과 팀내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는 중재연구

477-489. https://doi.org/10.1007/s10902-014-9519-2
11. Jun WH, Lee ES, Lee KL.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linical nurses. Jour-

와 조직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

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구를 제안한다.

2015;24(2):136-144.
https://doi.org/10.12934/jkpmhn.2015.2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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