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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9년 12월 원인 미상의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이것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22년 

1월인 현재까지도 수많은 감염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명칭 공식화에 따라 이 병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라 명명하고 2020년 3월 판데믹을 선언하였다. 

 COVID-19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으로써 빠르게 확산하였고, 

예측하지 못했던 판데믹에 전 세계 의료 현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증가한 업무량과 감염에의 위험,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 등 악화된 

의료 상황에 많은 의료진은 COVID-19 업무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이는 남은 의료 인력이 더 큰 부담을 지도록 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재난의 극복에는 충분한 대응 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COVID-19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감염 환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COVID-19 전담 병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그 연관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감염병 현장을 지키도록 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서울 소재의 일 COVID-19 전담병원에서 2021년 6월 

30부터 7월 30일까지 수행되었으며, COVID-19 감염자 및 의사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 목적에 따라 서술적 

통계법 및 t 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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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31세(±6.63)였으며, 

간호직의 특성상 여성 참여자의 비중(91.8%)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COVID-19 관련 업무 경력은 평균 13.8개월(±4.0)이었으며,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시간은 평균 2.3시간 

(±1.3)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환경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5점 척도 항목에 대부분(75.4%)이 ‘보통’ 이상을 

선택하였으며,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항목 역시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79.9%). 반면 추가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에 대한 만족도에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는 훨씬 적게 조사되었다(23.1%). 

잔류의도는 보통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92%). 이는 

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본 연구만으로 

이처럼 높은 잔류의도를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조사 시점 

등의 외생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소명의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된 세부항목을 분석해 볼 때, 참여자들에게는 

소명의식의 구성요소 중 개인의 발전 및 내적 요구보다는 이타적 동기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직업존중감 역시 판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형성된 의료진을 

응원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을 

향상시켰을 것이란 추측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조사된 

직업존중감의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볼 때, 간호사들은 스스로의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존중은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일반 

임상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항목 중 특히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근로 환경’의 결과가 일반 간호사보다 낮게 

측정됨을 미루어 보았을 때, 판데믹 상황 및 관련 업무가 간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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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킨 것으로 추측되었다.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는 각각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잔류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직무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소명의식은 미약한 유의성만을 보였으며, 직업존중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18.3%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전략이 

그들의 잔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으로 

악화된 간호사들의 업무 내용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구체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간호사들이 직업적 

소명의식으로써 개인의 편의를 희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소명감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유효할 것이다. 특히 

위험수당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조사된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직업존중감의 강화를 위하여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에 더불어, 직업존중감 악화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촉구된다. COVID-19 현장 간호사들의 잔류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추가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COVID-19. 간호사,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학   번 : 2020-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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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첫 발병이 보고된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난이다. COVID-19로 발생한 

엄청난 수의 환자는 많은 의료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다(F. A. Shaffer, G. Rocco, & A. Stievano, 2020). 한국 역시 

대량의 감염 환자가 급격히 발생한 상황을 충분하지 않은 간호 인력으로 

대응해야 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COVID-19가 발생한 지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이다(Kang & Shin, 2020; 김창우, 2021).  

이전부터 간호사는 의료 인력 중에서도 높은 이직 및 사직률을 

보여왔으나(박동진, 천미현, & 서균석, 2013), COVID-19 업무 현장의 

인력 이탈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Senek et al., 2020). 다수의 조사는 

COVID-19 관련 업무를 담당한 많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감염 

위험의 공포, 불충분한 지원 등으로 근로 의욕을 잃고 업무를 

중단했음을 밝혔다(Irshad, Khattak, Hassan, Majeed, & Bashir, 2020; 

Labrague & de Los Santos, 2020; Sasso et al., 2019; F. A. Shaffer 

et al., 2020). 반면 평소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호사들은 해당 현장에 남기를 선택하였고,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고 업무를 지속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을 잔류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잔류의도는 가장 정확한 인력 이직 예측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Borda & Norman, 1997). 잔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이번 

판데믹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소명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인식하는 한 부분으로, 직업을 통하여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사회 

공공의 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Dik & Du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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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안진아 & 신주연, 2018). COVID-19는 대량의 감염 환자를 

동반하며 간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따라서 

소명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간호사는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더 기꺼이 

응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job-esteem)이 그들의 잔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간호 직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자율성 부족, 집단의 폐쇄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일부 

존재하였다(박미화 & 양진주, 2002; 이창민, 윤민로, 황광연, 박선아, & 

박성지, 2017). 그러나 판데믹의 발발 이후,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주도 

하 ‘덕분에 챌린지’가 진행된 것과 같이(보건복지부, 2020) 전 세계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보내는 감사와 지지의 메시지가 

이어졌다(Edmonds, Kneipp, & Campbell, 2020; El-Masri & Roux, 

2020; Kim, Lee, & Cho, 2020). 이 같은 현상은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직업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대중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El-Masri & Roux, 2020; Kim et al., 2020).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가치 인식 및 사회적 명성 등은 통합적으로 직업존중감을 

형성한다(고동우 & 전병길, 2001; 최현주 & 정귀임, 2019). 여러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직업존중감이 업무를 지속하려는 의도와 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Miller & Madsen, 2003; 고동우 & 

전병길, 2001). 따라서 COVID-19로 개선된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이 

그들의 잔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그 조직에 잔류하려는 

의도와 강한 상관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Coomber & Barriball, 2007). 

그러나 COVID-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와 

잔류의도가 기존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직무만족도는 위험한 작업 환경 및 작업 강도, 업무 스트레스 등과 

반비례 관계에 있기에(Lu, Lin, Wu, Hsieh, & Chang, 2002), COVID-

19 현장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Labrague & de Los Santos, 2020; Said & El-Shafei, 2021; 

Takupiwa & Andrew, 2020;  Zhang et al., 2020). 따라서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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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무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여전히 잔류의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낮은 직무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타 요인에 의하여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의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Cox & Briggs, 2004), 충분한 대응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빠르고 적절한 재난 대응에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Kane-Urrabazo, 

2007). 특히 COVID-19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감염 환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의료 인력의 유지 및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현장 인력에 추가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급여가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Herzberg, 1966) 본 문제에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간호사들로 하여금 재난 현장에서의 

업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반면, 그들을 

잔류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관련 국내 문헌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근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 아니라 

긍정적 요인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 및 상관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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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그리고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간호사의 재난 현장 잔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절한 간호 인력을 보유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측정한다. 

둘째,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잔류의도 

잔류의도는 재직의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근로자가 다른 

새로운 직무를 찾으려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직무에 머무르려는 의도를 

의미한다(Cowin, 2002). 

본 연구에서 잔류의도의 조작적 정의는 Beesan Maraqa(2020)가 

연구에서 사용한 한 문항 질문인 ‘Are you willing to work during 

this COVID-19 pandemic?’을 ‘당신은 현 COVID-19 유행병 기간 

동안 기꺼이 근무하겠습니까?’로 번역하여 측정한 정도를 말한다. 

 

2) 소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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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식은 개인이 내면의 이끌림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을 통하여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 공공의 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Dik & Duffy, 2009; 안진아 & 

신주연, 2018).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의 조작적 정의는 Hagmaier와 

Abele(2012)이 개발한 다차원적 소명 척도를 하유진 등(2014)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로 측정한 정도를 말한다. 

 

3)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개인이 가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평가 및 기대로, 직업이 가진 여러 속성에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라 할 수 있다(고동완, 안상근, & 류시영, 2010). 

본 연구에서 직업존중감의 조작적 정의는 최현주와 정귀임(2019)이 

개발한 표준화된 병원 간호사 직업존중감 도구(Job-Esteem Scale for 

Hospital Nurse: JES-HN)로 측정한 정도를 말한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전 세계적으로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스스로 가지는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된다(Dilig-Ruiz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의 조작적 정의는 2020년 수행된 23차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20) 중 요인 별 직무만족도(facet 

measure) 측정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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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잔류의도 

 

잔류의도는 이직의도와 달리 현 조직에 머무르려는 긍정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사관리 정책의 

기반이 되기에 다양한 직종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양혜진 & 

한수정, 2018). 간호 인력의 부족이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Buchan & Aiken, 2008; Cowden, Cummings, & Profetto‐

Mcgrath, 2011; Wandelt, Pierce, & Widdowson, 1981), 간호사의 

잔류의도에 관한 연구 역시 여러 관점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중 Herzberg(1966)의 동기-위생이론은 직무 만족과 직무 특성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여겨지며(Moumtzoglou, 2010) 간호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종사자의 이직 혹은 잔류를 조사한 많은 연구의 

기반이 되어왔다. Herzberg는 인간에게 동기(motivation)로 작용하는 

욕구를 불쾌감을 피하려는 욕구와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욕구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각각 위생요인(hygiene 

factor, dissatisfiers)과 동기요인(motivation factors, satisfiers)이라 

명명하였다. 위생요인에는 회사의 정책과 경영 방식, 감독, 급여, 

대인관계, 근무 환경 등이 포함되었으며, 동기요인에는 일에 대한 

책임감, 성취, 성장 가능성, 직무 그 자체, 그리고 대외적 인정 등이 

속하였다. 그는 위생요인은 종사자의 불만족과, 동기요인은 종사자의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이라 하였다. 

 동기-위생이론에 기반하여 간호사의 잔류의도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Carroll 과 Dwyer(1988)는 동기-

위생이론의 관점으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 

전략에 더 큰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인주(1994)가 간호사의 동기부여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위생요인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은 반면 동기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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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동기-위생이론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종사자의 이직의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위생요인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하며, 잔류의도 및 

관련 요인 연구는 곧 동기요인 연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주연, 

2020).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자면 본 연구는 잔류의도와 그 연관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재난 현장 간호사들의 동기요인 조사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난 상황과 간호 

 

간호사들의 잔류의도를 조사한 연구는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난 상황에서의 잔류의도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특히 국내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간호사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상시와 

분리되어 생각될 필요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및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며(Kane-Urrabazo, 2007)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한다.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ome)와 

에볼라 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 질병의 갑작스러운 유행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X. Liu et al., 2012). COVID-19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역시 그들의 업무 환경을 평소보다 더 위험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다(Z. Liu et al., 2020; Wu et al., 2020).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의료장비로 폭증한 환자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는 곧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Turale, Meechamnan, & Kunaviktikul, 2020). 또한 

확진 환자를 대면하는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으며, 

이러한 위험을 크게 자각할수록 더 심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했다(Manzano García & Ayala Calvo, 2021). Luo et al.(2020)은 

17개국에서 이루어진 62개 연구를 바탕으로 COVID-19가 의료종사자 

집단 전체에 미친 정신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여성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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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우울증 유병률이 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자와의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직종이 간호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감염 위험의 자각 정도와 심리적 영향의 연관성을 

밝힌 García et al.(2021)의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 할 수 있다. 

 

 

3. 소명의식 

 

소명(calling)의 초기 개념은 수도사가 직업의 선택에 있어 ‘신의 

부름’을 받는다는 종교적 관점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의 소명의식은 

종교적 의미에서 벗어나 개인이 신이 아닌 스스로의‘내면의 부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 

공공의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되고 있다(Hardy, 1990).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데믹의 최전선에 남은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잔류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Eidelson et al.(2003)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고조시킨다 하였다. 

관련하여 중증 COVID-19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소명 

의식이 일일 발생한 코드블루(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의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Zhu 

et al., 2020). 또한 소명의식이 간호사들의 이직 및 잔류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국내 선행 연구 결과도 있었다(김문정 & 김소희, 2016). 

이에 관련 연구자들은 간호사의 이직 의도를 낮추고 잔류 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에 소명의식의 개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김문정･김소희, 2016; 안진아･신주연, 2018; Dik & Duffy, 

2009). 이 외에도 소명의식은 전반적으로 일과 삶에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아왔다(안진아･신주연, 2018). 그러나 현 COVID-19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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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존중감 

 

COVID-19의 대유행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켰으나, 

동시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전폭적인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국내 

언론의 간호사 관련 기사는 이전에 비해 호의적인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간호사를 보조 인물이 아닌 주요 인물로 다룸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적 면모를 대중에 노출하였다(안지숙, 2021).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 및 인정은 가족의 자부심, 자각하는 사회적 가치 및 

공헌도와 함께 직업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소이다(최현주 & 정귀임, 

2019). 직접적으로 COVID-19 현장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김재영(2020)은 연구 결과 국내에서 

간호사를 향해 이어진 사회적 지지와 응원이 그들의 업무 참여를 높이고 

잔류 의도를 강화하였다 하였다.  

직업존중감과 잔류의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수 연구가 높은 직업존중감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기여하며(고동완, 안상근, & 류시영, 2010; 김용철, 2009; 정우철 & 

이연숙, 2010) 잔류의도를 증진한다 하였다(Miller & Madsen, 2003; 

이지연, 2020). 다만 COVID-19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을 

직접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특히 국내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5. 직무만족도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그 직업에 계속 

종사하려는 의도와 강한 양적 연관이 있다(Sabanciogullari & Dogan, 

2015; Wang, Tao, Ellenbecker, & Liu, 2012). 직무만족도는 종사자의 

이직 혹은 잔류를 예측하는 인자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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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은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지식수준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H. Lu, Zhao, & While, 2019).  

COVID-19 이후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면, 다수의 연구가 

COVID-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평균보다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Labrague & de 

Los Santos, 2020), 낮은 직무만족도와의 관련 요인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Takupiwa & Andrew, 2020), 업무량 및 작업 스트레스(Said & 

El-Shafei, 2021), 불안 및 우울(Zhang et al., 2020) 등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COVID-19 관련 업무를 지속하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와 

그들의 잔류의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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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면적,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대상 의료기관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기관 중 1곳을 편의 

추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서울 소재의 일 종합병원으로, 

2020년 2월부터 COVID-19 감염자의 선별 및 치료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재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는 대상기관 

간호사 중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직접 대면 간호하는 자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제외 기준에는 행정부서 소속 등의 비 일선 

의료진이 포함되었다. 

적정 연구 참여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으로 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25를 

설정하여 양측 상관분석을 전제한 결과 최소 123명의 참여자가 

요구되었다. 이에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35명의 참여자 모집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의 참여에 동의하여 자료를 

수집한 인원은 1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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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써 일반적 특성 15문항, 잔류의도 1문항, 

소명의식 9문항, 직업존중감 28문항, 직무만족도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 학력, 결혼 상태, 부양 

책임 유무, 종교 유무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6문항, 근무 부서, 임상 

경력의 업무적 특성 2문항, COVID-19 업무 경력,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 대면 시간, COVID-19로 인한 업무 및 부서 변경 

경험, 업무 중 COVID-19 노출력,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 

위험수당에의 만족도,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의 

COVID-19 관련 특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잔류의도 

 잔류의도는 Beesan Maraqa(2020)가 본인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 

문항 질문인  ‘Are you willing to work during this COVID-19 

pandemic?’을 ‘당신은 COVID-19 유행병 동안 기꺼이 

근무하겠습니까?’로 번역하여 측정하였다. 답변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었다. 

 

3)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Hagmaier와 Abele(2012)이 개발한 다차원적 소명 

척도를 하유진 등(2014)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6점 Likert 척도이며, 일과의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접합(3문항),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3문항), 초월적 인도력(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총 9~54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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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을 크게 자각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5 

이었으며 하유진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3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에서 .91 이었고,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였다. 원문에서의 타당도는 

Brief Calling Scale-Precence(Bryan J. 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과의 비교를 통한 동시 타당도와 함께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통한 수렴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하유진 역시 원문과 동일하게 

Brief Calling Scale과의 동시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와의 관계를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최현주와 정귀임(2019)이 개발한 표준화된 병원 

간호사 직업존중감 도구(Job-Esteem Scale for Hospital Nurse: JES-

HN)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며, 직업적 자아인식(7문항), 직업적 유능감(5문항),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4문항), 사회적 신뢰와 존중(4문항), 조직의 존중과 

인정(4문항), 직업적 권위와 미래가치(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28~1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한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으며, 이후 박미향과 전민경(2020)의 연구에서는 .93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8에서 .90 이었고,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최현주와 정귀임에 의해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5)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제23차 한국노동패널조사 

(2020)에서 사용한 직무만족도 측정문항 중 요인 별 직무만족도 

(9문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 별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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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등을 참조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개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다만 원 조사에서는 척도의 1점이 ‘매우 만족’, 5점이 

‘매우 불만족’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 도구들과 역순으로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1점을 ‘매우 불만족’, 5점을 ‘매우 만족’의 

순서로 재배열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는 각 측정 도구의 개발자 및 번역자에게 사용 허가를 구한 

뒤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에 앞서 조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간호부에 자료수집 의뢰 승낙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책임연구자가 간호부를 통하여 각 부서의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모집공고문을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모집공고문 및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에는 책임연구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를 명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고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숙지한 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 받았다. 

설문은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점과 COVID-19의 확산이 

지속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도구로는 Google 

Forms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설계 및 진행하였으며, 설문 

참여는 공고문의 QR코드 및 링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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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는 필요에 

따라 서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t 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4)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5) 잔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에 

활용한 도구는 사용 전 원 개발자 및 번역본 저자에 사용 허가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를 중단하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정보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연구 윤리를 설명한 동의서를 함께 

제공하여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가능한 수집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최대한 빠른 기일 내로 숫자화하여 개인 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 지급을 위해 수집된 연락처는 음료 

교환권을 전달한 후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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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123명(91.8%), 남성이 11명(8.2%)으로 간호직의 특성상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았다. 평균 연령은 만으로 약 31세( ± 6.63)였으며, 

최소 만 22세부터 최대 만 52세까지 참여하였다. 그중 25세 미만이 

16명(11.9%), 25~29세가 58명(43.3%), 30~34세가 31명(23.1%), 

35세 이상이 29명(21.6%)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19명(14.2%), 학사 학위자가 112명(83.6%), 석사 

이상 학위자가 3명(2.2%)으로, 대부분의 참여자가 학사 학위자였다. 

전체 참여자 중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는 89명(66.4%)으로 부양 

책임이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량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인 참여자가 

91명 (67.9%)으로 종교가 있는 자 43명(32.1%)보다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업무적 특성으로는 병동 근무자가 121명(90.3%)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로 선별 진료 근무자가 13명(9.7%) 

이었다. 임상 경력은 평균 7.4년(±5.1)이었으며, 최소 1년 차부터 최대 

27년 차까지로 조사되었다. 그중 4~9년의 경력을 가진 참여자가 72명 

(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근무자는 33명(24.6%), 3년 

이하 근무자는 29명(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COVID-19 관련 문항을 살펴보자면, 참여자들의 COVID-19 관련 

업무 경력은 평균 13.8개월(±4.0)으로,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8개월로 

조사되었다. 단, 본 문항의 의도에 맞지 않는 값을 기입한 한 개의 

응답은 오류로 간주하고 제거한 뒤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이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시간은 평균 2.3시간(±1.3)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도에 맞지 않는 값을 기입한 4개의 응답은 오류로 

간주하고 제거하였다. 그 외 COVID-19로 인하여 업무 변경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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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경험한 참여자는 119명(88.8%)이었으며, 업무 중 COVID-

19에 노출되어 추적 검사, 격리 혹은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40명(29.9%)이었다.  

업무 환경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항목에 

‘보통’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는 101명(75.4%)이었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자는 33명(24.6%) 이었다. 반면 기존의 

급여 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추가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31명(23.1%)이었다. 특히 그중 ‘그렇다’ 

이상은 8명(6%) 뿐이었으며, 보통 미만을 선택한 자는 103명(76.9%) 

이었다.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항목에는 107명(79.9%)이 ‘보통’ 이상을 

선택하였고, 27명(20.1%)이 ‘보통’ 미만의 만족도를 보였다. 종합해 

보자면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업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업무 중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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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 

Variables Categories   N (%) Range M ± SD 

Gender  Male 11 (8.2)       

 Female 123 (91.8)       

Age (years)    22 ~ 52  30.57 ± 6.32 

Level of education  Diploma 19 (14.2)       

 Bachelor’s degree 112 (83.6)       

 Over Master’s degree 3 (2.2)       

Marital status  Single state 99 (73.9)       

 Married state 35 (26.1)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a family 

 Yes 89 (66.4)       

 No 45 (33.6)       

Belong to a religion  Yes 43 (32.1)       

  No 91 (67.9)       

Work department  Ward 121 (90.3)       

  Screening center 13 (9.7)       

Clinical career (years)    1 ~ 27 7.49 ± 5.14 

COVID-19 work career 

(months)
† 

   1 ~ 18 13.83 ± 4.00 

COVID-19 patients 

contact time  (hours)
‡

 

   1 ~ 8 2.27 ± 1.32 

Changed department 

due to COVID-19 

 Yes 119 (88.8)     

 No 15 (11.2)     

COVID-19 exposed 

experience while 

working 

 Yes 40 (29.9)     

 No 94 (70.1)     

Perceived working 

environmental safety 

   1 ~ 5 3.18 ± 0.96 

Strongly disagree 5 (3.7)     

Disagree 28 (20.9)     

Neutral 47 (35.1)     

Agree 46 (34.3)     

Strongly agree 8 (6.0)     

Satisfaction level of 

hazard pay 

   1 ~ 5 1.91 ± 0.91 

Strongly disagree 52 (38.8)     

Disagree 51 (38.1)     

Neutral 23 (17.2)     

Agree 7 (5.2)     

Strongly agree 1 (0.7)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s and education 

about COVID-19 

    

 

1 

 

 

~ 

 

 

5 

 

 

3.28 

 

 

±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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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disagree 4 (3.0)     

Disagree 23 (17.2)     

Neutral 49 (36.6)     

Agree 48 (35.8)     

Strongly agree 10 (7.5)     
†

 N=133, 
‡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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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수준 

 

본 연구 참여자의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및 직무만족도 

수준은 (Table 2.)와 같다. 

 

1) 잔류의도 

잔류의도는 한 문항 질문에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중 123명(92%)이 ‘보통이다’ 이상을 선택함으로써 대부분이 현 

업무에의 긍정적인 잔류의도를 보였다. 그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여 강한 근무의사를 보인 참여자는 82명(61.2%) 이었다.  

 

2)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평균은 3.96( ± 0.77)점 이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일의 의미와 가치추구 행동’이 평균 4.56( ± 0.86)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이 평균 3.67(±0.94)점, 

‘초월적 인도력’이 평균 3.65(±0.94)으로 그 뒤를 이었다. 

 

3)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총 2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평균은 3.71( ± 0.52)점 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직업존중감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세부 항목은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이었으며 평균 4.15( ± 0.63)점을 기록하였다. ‘직업적 자아 

의식’과 ‘사회적 신뢰와 존중’은 평균 3.89( ± 0.61), 3.88 ( ± 0.72) 

점으로 역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가장 낮은 측정값을 보인 

항목은 ‘조직의 존중과 인정’이었으며, 평균 2.99( ± 0.91)점을 

기록하였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21- 

 

측정되었으며, 설문조사의 일관적 배점 방식을 위해 원 도구와는 

역순으로 1점이 ‘매우 불만족’, 5점이 ‘매우 만족’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직무만족도는 3.01( ± 0.65)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항목은 평균 3.73(±0.74)인 ‘취업의 안정성’ 이었다. 

그 다음은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근로시간’이 평균 3.11점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인사고과의 

공정성’으로 평균 2.62( ± 0.93)점 이었으며, ‘임금 또는 소득’ 항목이 

평균 2.79 (±0.8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2. Participants’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and job satisfaction 
(N=134)  

Variables Categories   N (%)  Range M ± SD 

Intention to stay   1 ~ 5 3.66 ± 0.91  

 Strongly disagree  4 (3.0)     

 Disagree  7 (5.2)     

 Neutral  41 (30.6)     

 Agree  61 (45.5)     

 Strongly agree  21  (15.7)     

Sense of calling   1 ~ 5 3.96 ± 0.77  

 Identification & person-

environment-fit 
  3.67 ± 0.94  

  Sense and meaning & 

value-driven behavior 
  4.56 ± 0.86  

 Transcendent guiding 

force 
  3.65 ± 0.94  

Job-esteem   1 ~ 5 3.71 ± 0.52  

 Professional self-

awareness 
  3.89 ± 0.61  

 Professional competence   3.74 ± 0.64  

 Role and expertise of care   4.15 ± 0.63  

 Social trust and respect   3.88 ± 0.72  

 Respect and recognition 

of the organization 
  2.99 ± 0.91  

 Professional authority and 

future value 
  3.44 ± 0.73  

Job satisfaction   1 ~ 5 3.01 ± 0.65  



 

-22- 

 

 Salary or income   2.79 ± 0.88  

 Job stability   3.73 ± 0.74  

 Work contents   3.11 ± 0.83  

 Working environment   2.92 ± 0.95  

 Working hours   3.11 ± 0.91  

 Individual development 

possibility 
 

 
2.85 ± 0.77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at work 
 

 
3.05 ± 0.92  

 Fairness of performance 

review 
 

 
2.62 ± 0.93  

 Employee benefits   2.88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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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속하는 조사 항목 중 연령, 임상 경력, 

COVID-19 업무 경력,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 대면 시간, 인지

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 위험수당에의 만족도,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는 연속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들 변수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하여 연구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항목 중 결혼 상태, 부양 책임 유무, 종교 유무, 업무 

중 COVID-19 노출 경험은 각각 2개의 범주를 가지는 범주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범주가 모수적 분석에 충분한 표본 수를 가지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등분산 검정을 통해 범주 간 등분산 가정이 만족

되는지 확인한 후, t test를 통하여 연구 변수와의 유의성을 각각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최종 학력, 근무 부서, COVID-

19로 인한 업무 및 부서 이동 여부 역시 각각 2개의 범주를 가지는 범

주형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선택지 중 일부 범주가 모수적 분석을 가정

하기에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중 최종 학력 항목의 

경우 설문조사 시 3개의 범주로 조사하였으나, ‘대학원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의 수가 극히 적어(N=3) ‘학사 졸’ 항목과 합쳐 계산하였다. 이 

항목들은 Shapiro Wilk test를 통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표본의 정규성

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모두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기에 비모수

적 검정인 Wilcoxon rank sum test를 통해 연구 변수와의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 

위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그리고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류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24- 

 

과, COVID-19 관련 문항 중 참여자가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

(r=.47, p<.001), 위험수당에의 만족도(r=.20, p=.021), 그리고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r=.47, p<.001)가 각각 잔류의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업무적 특성 문항은 잔류의도와 연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관련 문항 중에서도 COVID-19 업무 

경력,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 대면 시간, COVID-19로 인한 업

무 및 부서 이동 여부, 그리고 업무 중 COVID-19 노출 경험은 잔류의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W=928.5, p=.041))과 

학력(W=726, p=.019)이 소명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COVID-19 관련 특성 중 COVID-19 업무 경력(r=-.19, p=.030)이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r=.42, p<.001), 

위험수당에의 만족도(r=.28, p=.001), 그리고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r=.45, p<.001)가 각각 소명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외 타 일반적 특성은 소명의식과의 연

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감 

참여자의 COVID-19 관련 특성 중 일일 업무 중 COVID-19 환자 

대면 시간(r=-.19, p=.027),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r=.42, 

p<.001), 위험수당에의 만족도(r=.26, p<.001), 그리고 COVID-19 관

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r=.45, p<.001)는 각각 직업존중감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와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가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나타내

었다. 그 외 타 일반적 특성은 직업존중감과의 연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r=-.19, p=.030)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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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력(r=-.20, p=.018)이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였으

며, COVID-19 관련 특성 중엔 COVID-19 업무 경력(r=-.24, 

p=.005), COVID-19로 인한 업무 및 부서 변경(W=1306, p=.003)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관계의 상관계수는 낮은 수준으로, 실제

로도 의미 있는 관계일 것이라 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 인지

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r=.50, p<.001), 위험수당에의 만족도(r=.47, 

p<.001), 그리고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r=.51, p<.001)

가 각각 직무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등도 이상의 양적 상관을 보

였다. 그 외 타 일반적 특성은 직업존중감과의 연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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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ipants’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4) 

Variables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Job satisfaction 

 Categories M ± SD 
W or t or r  

   (p) 
M ± SD 

W or t or r  

   (p) 
M ± SD 

W or t or r  

(p) 
M ± SD 

 W or t or r  

    (p) 

Gender 
 Male 4.00 ± 0.89 W= 844 

(.147) 

4.46 ± 0.72 W= 928.5 

(.041) 

3.84 ± 0.57 W= 797 

(.330) 

2.91 ± 0.79 W= 696.5 

(.874)  Female 3.63 ± 0.91 3.92 ± 0.76 3.69 ± 0.52 3.00 ± 0.64 

Age (years) 
 

30.57 ± 6.32 
r= −0.06 

(.519) 
30.57 ± 6.32 

r= −0.03 

(.710) 
30.57 ± 6.32 

r= −0.03 

(.751) 
30.57 ± 6.32 

r= −0.19 

(.030) 

Level of education 

 Diploma 3.74 ± 1.05 

W= 1191.5 

(.501) 

3.57 ± 0.86 

W= 726 

(.019) 

3.47 ± 0.64 

W= 804 

(.066) 

3.02 ± 0.57 

W= 979.5 

(.472) 
 Over  

 Bachelor’s   

 degree 

3.64 ± 0.89 4.03 ± 0.74 3.74 ± 0.49 2.99 ± 0.66 

Marital status 
 Single state 3.65 ± 0.97 t= −0.25 

(.827) 

3.97 ± 0.76 t= −0.29 

(.775) 

3.70 ± 0.53 t= −0.19 

(.848) 

2.95 ± 0.66 t= 1.20 

(.233)  Married state 3.69 ± 0.72 3.93 ± 0.79 3.72 ± 0.50 3.11 ± 0.60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a 

family 

 Yes 3.75 ± 0.80 
t= 1.73 

(.085) 

4.01 ± 0.77 
t= 1.10 

(.272) 

3.69 ± 0.55 
t= −0.42 

(.678) 

2.96 ± 0.61 
t= 0.82 

(.415)  No 3.47 ± 1.08 3.86 ± 0.77 3.73 ± 0.47 3.06 ± 0.71 

Belong to a religion 
 Yes 3.69 ± 0.88 t= 0.66 

(.512) 

3.98 ± 0.77 t= 0.35 

(.727) 

3.65 ± 0.50 t= −1.70 

(.093) 

3.02 ± 0.62 t= −0.70 

(.485)  No 3.58 ± 0.98 3.93 ± 0.78 3.82 ± 0.55 2.94 ± 0.70 

Work department 

 Ward 4.00 ± 0.82 
W= 948 

(.195) 

3.83 ± 1.08 
W= 674 

(.399) 

3.59 ± 0.63 
W= 693 

(.484) 

3.00 ± 0.60 
W= 782.5 

(.979) 
 Screening  

 center 

3.62 ± 0.92 3.98 ± 0.73 3.72 ± 0.50 2.99 ± 0.66 

Clinical career (years) 
 

7.49 ± 5.14 
r= −0.08 

(.349) 
7.49 ± 5.14 

r= −0.07 

(.434) 
7.49 ± 5.14 

r= −0.05 

(.556) 
7.49 ± 5.14 

r=− 0.20 

(.018) 

COVID-19 work 

career (months)
†

 

 
13.83 ± 4.00 

r= −0.10 

(.268) 
13.83 ± 4.00 

r= −0.19 

(.030) 
13.83  ± 4.00 

r= −0.15 

(.089) 
13.83 ± 4.00 

r=− 0.2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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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atient 

contact time  (hours)
‡

 

 

2.27 ± 1.32 
r= 0.05 

(.594) 
2.27 ± 1.32 

r= −0.16 

(.072) 
2.27 ± 1.32 

r= −0.19 

(.027) 
2.27 ± 1.32 

r= −0.17 

(.057) 

Changed department 

due to COVID-19 

 Yes 4.00 ± 3.61 W= 1157.5 

(.045) 

4.14 ± 0.63 W= 1009 

(.412) 

3.80 ± 0.47 W= 956.5 

(.653) 

2.53 ± 0.57 W= 1306 

(.003)  No 1.00 ± 0.89 3.94 ± 0.78 3.69 ± 0.53 3.05 ± 0.63 

Being exposed to 

COVID-19 while 

working 

 Yes 3.66 ± 0.87 
t= 0.06 

(.955) 

4.00 ± 0.73 
t= 1.07 

(.285) 

3.73 ± 0.49 
t= 0.7 

(.489) 

2.94 ± 0.63 
t= 1.36 

(.177)  No 3.65 ± 1.00 3.85 ± 0.84 3.66 ± 0.60 3.11 ± 0.68 

Perceived 

environmental safety 

 
3.18 ± 0.96 

r= 0.47 

(<.001) 
3.18 ± 0.96 

r= 0.42 

(<.001) 
3.18 ± 0.96 

r= 0.42 

(<.001) 
3.18 ± 0.96 

r= 0.50 

(<.001) 

Satisfaction level of 

hazard pay 

 
1.91 ± 0.91 

r= 0.20 

(.021) 
1.19 ± 0.91 

r= 0.28 

(.001) 
1.19 ± 0.91 

r= 0.26 

(<.001) 
1.19 ± 0.91 

r= 0.47 

(<.001) 

Satisfaction level of 

trainings and 

education about 

COVID-19 

 

3.28 ± 0.94 
r= 0.47 

(<.001) 
3.28 ± 0.94 

r= 0.45 

(<.001) 
3.28 ± 0.94 

r= 0.45 

(<.001) 
3.28 ± 0.94 

r= 0.51 

(<.001) 

†
 N=133, 

‡
 N=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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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 

 

본 연구에서 연구 변수로 조사하였던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

감, 그리고 직무만족도를 각각 상관 분석한 결과, (Table 4.)과 같은 상

관계수 r 값을 가졌으며 모든 쌍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특히 소명의식과 직업존중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

었으며(r=0.71, p<.001),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r=0.55, p<.001),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r=0.46, p<.00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134)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stay 
1    

Sense of calling  0.36 1   

Job-esteem  0.32  0.71 1  

Job satisfaction  0.39  0.46 0.55 1 

 

 

5. 잔류의도 영향 요인 

 

상기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의 잔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잔류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나머지 연구 변수인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를 설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로써 함께 포함하였다. 이 중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수행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해당 회귀 모델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의 선형성 및 잔차의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잔차 모형 진단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잔차 모형 진단은 일차적으로 

잔차 산점도 그래프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산점도 상 선형성, 잔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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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및 등분산성이 위반되어 보이지 않았으며 이상치(outlier) 및 

영향점(influential observation)으로 추정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정규분포의 quantile과 표본의 quantile을 비교한 q-q 

plot상 왼 꼬리 분포(left skewness)가 확인되어 회귀 모델의 잔차가 

정규성을 위반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Shapiro-Wilk test를 

통해 정량적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통계량 W=0.953 

(p<.001)로써 본 회귀 모델의 잔차가 정규성을 가진다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잔차의 정량적 독립성 검정으로는 Durbin-Watson test를 

수행하였으며, 검정 결과 통계량(DW)이 1.67로 1보다 2에 가까운 

값이므로 자기상관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등분산성의 정량적 검정은 

non-constant variance score test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통계량 

X2=0.323(p=0.570)로써 등분산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는 분산 팽창 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1.06~2.37 사이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모형이 기본 가정을 어긴 경우, 교정을 위해 이상 관측치를 

제거하거나 변수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변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경우 변수의 변환을 통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교정하는 방법이 추천된다(Osborne, 2010). 변환법으로는 Box-Cox 

변환을 선택하여 종속변수 y를 𝑦λ 로 멱변환(power transformation) 

하였다. 적합 모형의 잔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가장 적합한 

λ의 값은 1.76으로 계산되었으나, 추정된 λ의 95% 신뢰구간이 1.5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1.76을 보간한(interpolating) 값인 

1.5를 λ로 설정하였다. 변수변환 후 잔차의 정규성을 재확인한 결과 q-

q plot이 이전에 비해 정규성을 만족하게 되었으며, Shapiro test에서 

역시 정규성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W=0.981, p=.060). 변환된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과 연구 변수인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총 5개 독립변수를 포함한 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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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F=6.944, p<.001)였다. 또한 변수 변환 전과 마찬가지로 변환 

후의 회귀 모델 역시 변수 중 직무만족도만이 잔류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174, p=.001), 소명의식은 

미약한 수준의 유의성만을 보였다(B=0.666, p=.078). 직업존중감은 

앞서 잔류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않았다(B=0.083, p=.886). 회귀 모델의 표준화 계수 값의 

절대치를 통해 잔류의도에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역시 

직무만족도, 소명의식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stay 

 B SE 𝛽 𝑡 𝑝 

Intercept  1.504 0.694   2.169 0.031 

Gender −0.206 0.269 −0.062 −0.763 0.446 

Age  0.002 0.012  0.012  0.150 0.880 

Sense of 

calling 
 0.239 0.138  0.201  1.724 0.087 

Job-esteem  0.028 0.213  0.016  0.129 0.897 

Job 

satisfaction 
 0.412 0.136  0.293  3.034 0.002 

R
2
= 0.198, adj.R

2
= 0.167, F= 6.333 (p<.001) 

 

Table 6. Trans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stay 

 B SE 𝛽 𝑡 𝑝 

Intercept  1.141 1.879   0.607 0.544 

Gender −0.591 0.730 −0.065 −0.810 0.419 

Age  0.003 0.032  0.007  0.092 0.926 

Sense of 

calling 
 0.666 0.375  0.205  1.775 0.078 

Job-esteem  0.083 0.577  0.017  0.144 0.886 

Job 

satisfaction 
 1.174 0.368  0.306  3.190 0.001 

R
2
= 0.213, adj.R

2
= 0.183, F= 6.94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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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재난 시 적절한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조속한 대응 및 극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중에서도 간호사는 의료 인력 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의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는 것은 현 판데믹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또 다른 재난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COVID-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 및 잔류의도에의 영향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잔류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특성 

 

조사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간호사들은 비교적 높은 잔류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당신은 COVID-19 유행병 동안 기꺼이 근무하겠습니

까?’의 5점 척도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함으

로써 낮은 잔류의도를 밝힌 참여자는 전체 134명 중 8.2%뿐인 반면, 

‘보통이다’를 제외하고도‘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함으로써 적

극적인 잔류 의사를 보인 참여자는 43.3%였다. 같은 문항을 사용한 

Maraqa(2020)의 조사에서 간호사 집단의 22.4%가 전염병 기간 동안 

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잔류의

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요인만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로 조사 시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는 COVID-19의 발생 이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수행

되었으며, 판데믹 초기 의료 현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 요인들이 비

교적 개선된 시기였다. 명확하지 않은 대응 정책, 의료 물자 및 인력의 

부족은 감염병 창궐 초기 전 세계 의료 현장에 공통적인 문제였으나

(WHO, 2020), 한국의 경우 2015년 MERS 발생 이후 재정비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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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체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의료 환경을 회복할 수 있었다(Kang, 

Kwon, & Kim, 2020; 탁상우, 조성일, 강수진, & 한국국제협력단,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가 COVID-19 초기에 수행되었다면 간

호사들의 잔류의도 측정결과 역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조

사가 수행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는 국내 감염의 확산 추세가 잦

아들었던 시기였다. 2021년 4월부터 줄어든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는 7월까지 20~50명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8월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하여, 12월에는 6000명 이상으로 폭증하였다(질병관리청, 2021). 따

라서 조사 당시의 업무 상황은 다른 시기보다 양호했을 수 있으며, 이것

이 잔류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명의식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한 정도로 조사

되었으나, 업무를 통하여 공공의 선에 기여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평균 소명의식 정도는 하유진 외

(2014)가 일반 직장인 385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나(각각 M=3.96, 4.17), 연구 설계 시 재난 현장 간호사들의 

소명의식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 추측하였던 것과는 차이

가 있었다. 다만 소명의식의 세부 항목 중 ‘일의 의미와 가치추구 행동’

은 본 연구에서 하유진의 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각각 

M=4.56, 4.32, SD=0.9, 0.9). 해당 항목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업무를 

통한 타인 및 사회에의 기여 의도와 도덕의 실천을 묻고 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소명의식의 구성요소 중 개인의 

발전이나 내면의 요구보다는 이타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이타심이 동기로써 작용한 현상은 이전의 다른 재난에서도 

관찰되었다. Eldelson et al.(2003)은 9/11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은 소명의식을 증진시켜, 일부 사람들에게는 본

업을 버리면서까지 희생자를 돕는 업무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소명의식 수준 

간에 약한 양의 상관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현장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은 일반 임상 간호사와 비슷한 수

준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단기간 이벤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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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의 직업존중감은 

동일한 도구로 병원 간호사 210명을 조사한 박미향(2019)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각각 M=3.71, 3.81, SD=0.52, 0.41). 이러한 결

과는 연구 설계 시 COVID-19 이후 나타난 대중의 지지와 긍정적 인식 

전환이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을 강화하였을 것이라 추측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 반면,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기에 정확

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2020년 9월 국내 간호사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응원이 그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킨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재영, 2020). 의료진 응원의 메시지가 2020년 

4~5월 동안 집중되었던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사회적 응원의 효

과는 본 조사가 이루어진 2021년 7월까지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진을 응원하는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던 

‘캠페인’, ‘영웅’, ‘극복’, ‘감사’, ‘마음’을(윤은경, 김정옥, 변혜민, & 이국

근, 2021) ‘코로나’ 및 ‘간호사’와 조합하여 개방형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 사이트(www.big-kinds.or.kr)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키워드가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횟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의 

시행 전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내 다시 급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판데믹 상황은 지금도 지속적이지만 의료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유행하였다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존중감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은 스스로의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존중은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

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존중감의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으로, 간호사들이 스스로의 업무와 전문성

을 높게 평가함을 시사하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조직의 존중과 인정’이었으며, 그중에서도 ‘간호직은 병원 내에서 업무

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문항이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간호사들이 스스로 자각하는 직업적 가치와 소속 기관으로

부터 존중받는다 느끼는 정도 간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직무만족 정도는 동일한 도구로 2019년 한국노동패널

이 조사한 임상간호사 106명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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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원). 특히 직무만족의 항목 중 ‘하고 있는 일의 내용’과 ‘근로환경’

의 결과가 전체 임상간호사의 결과보다 낮게 측정됨으로써, 재난 상황 

및 관련 업무가 간호사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킴을 추측할 수 

있었다. 전체 직무만족도 중 가장 낮게 측정된 항목은 ‘인사고과의 공정

성’으로, 이는 일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이기도 했다. 다만 인사고과 정책은 각 기관마다 차

이가 있을 것이며 본 조사가 일 병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었던 기관의 특성에 기인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COVID-19 관련 특성을 조사한 문항 중, 

‘인지하는 업무 환경 안전 정도’, ‘위험수당에의 만족도’, 그리고 

‘COVID-19 관련 교육 및 훈련 만족도’는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 변수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재난으로 증가한 업무 중 위험이 간

호사들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

(Manzano García & Ayala Calvo, 2021). 따라서 재난의 발생 시 간호

사들의 안전과 적절한 위험수당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업무 수행에 연

관된 여러 긍정적 요인들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단, 대부분의 관

계가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보인 것에 반해, ‘위험수당에의 만족도’ 항목

은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각각 r=0.20, 

0.28, 0.26). 특히 잔류의도와의 상관이 가장 낮게 보였는데, 이것은 문

헌고찰에서 살펴보았던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이 임금과 종사자의 

적극적 근로 의욕은 연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2.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의 연구 변수인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

도는 이원 분석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같은 변수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소명

의식과 직업존중감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0.71), 소명의식

과 직무만족도,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가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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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각각 r=0.46, 0.55).  

잔류의도와 타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앞선 문헌고찰에서 확인

된 것과 동일한 결과였다. 소명의식과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간의 연

관성 역시 같은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연구

는 소명의식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일과 삶의 대안 전반적 만족도도 유

의하게 높았다 하였으며(Ha, Y., 2013; Duffy & Dik, 2011), 높은 직업

존중감이 높은 직무만족도를 동반한다 하였다(강미 & 강경숙, 2017; 고

동완, 안상근, & 류시영,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낸 소명의식과 직업존중감을 함께 조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만으로 두 변수의 강한 연관을 명확히 설명하

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소명의식과 직업존중감의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일의 의미와 가치추구 행동’과 ‘돌봄의 역할

과 전문성’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을 살펴볼 때, 일을 통해 타인을 돕

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변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였을 것

으로 추측된다. 

이들 관계를 종합해 보자면 개인이 내면의 성장과 사회에의 기여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소명의식)는 본인의 직업에 스스로 가지는 가치평가

(직업존중감) 및 만족감(직무만족도), 직업을 유지하려는 의도(잔류의도)

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잔류의도의 영향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잔류의도의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직무만족

도가 잔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간호사들은 재난 현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와 같은 직무만족도와 잔류의도의 인과관계는 기존 문헌고

찰에서 확인하였던,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타 선행 연구들과도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재난 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대응책에는 직무만족도를 증진시킬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명의식은 잔류의도와 미약한 수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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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소명의식을 높게 자각하는 간호사가 재난 관련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들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이

직에 대한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손영우, 하유진, 이지현, & 윤소천, 2013). 소명의식 개념이 타인

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간호사의 근로 의

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하게 생각된다. 따라서 재난 시 

간호사들의 소명의식과 잔류의도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해당 관계

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직업존중감은 이원 분석 시 잔류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본 연구의 회귀 모형에서는 

영향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직업존중감이 소명의식 및 직무만족

도와도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특히 소명의식과 높은 상관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타 연구 변수와의 매개효과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조사가 편

의상 일 병원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표본이 COVID-19 현장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전체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구 변수 중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의 경우 개념을 구성하는 세

부 항목 중 조직의 정책 및 문화와 관련된 항목이 존재하였다. 비록 연

구변수의 측정 결과 중 극단적인 응답 편중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

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의 경우 간호사를 특정

하여 개발된 도구가 아니므로,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의 특성

을 도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료의 수집이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

진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COVID-19를 전혀 예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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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던 초기 대응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의 상황 및 대응 

방식은 급격하게 변해 왔다. 때문에 다른 시기에 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면 다른 결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데믹의 진행 상황을 반영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최근의 감염병 재난 상황을 반영하여 간호 인력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COVID-19의 발생 이후 간호사 부

족 문제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현장 인력에

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여

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비롯하여 해당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추후 효과적인 재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COVID-19와 관련하여 이직의도를 조사한 연구에 비해 잔류

의도를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호인력의 예측 인

자로써 잔류의도를 선택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재난 현장을 기피하게 하

는 요인에 더하여 재난 현장에 남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

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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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잔류

의도에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횡단면적 상관관계 조

사연구이다. 조사는 일 COVID-19 감염병 전담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총 134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

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업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식한 동

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고 인지하였

다. 이는 잔류의도 및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모두와 중등도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재난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재난 시 간호 인력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반면 추가로 지급되는 위험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COVID-19 업무에 따른 추가 위험수

당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일괄 지급되고 있다. 때문

에 같은 위험수당을 받는 타 병원 및 기관 간호사의 만족도 역시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위험수당에의 만족도가 연구 

변수들과의 강한 상관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동기-위생에 따르면 임금

은 적극적인 잔류의도와 연관이 없을 뿐 위생요인으로써 종사자의 불만

족 및 이직의도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간호 인력을 효과적으로 보유하기 

위하여는 재난 관련 업무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가 심도 있게 논의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변수들의 조사 결과 잔류의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소

명의식과 직업존중감은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도는 낮은 편이

었다. 선행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잔류의도는 연구변수들의 작용 외

에도 조사 시기 등 타 변수를 일부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재

난 현장 간호사들의 전반적 소명의식은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나, 업무를 

통해 공공의 선에 기여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높은 소명의식을 가진 개인들은 직업을 통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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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신 내면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하며, 때로는 급여와 편안함을 희

생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Hardy, 1990). 다만 소명감으로 개인의 

편의를 희생하는 상황이 지속될 시 간호사들은 오히려 업무 능력이 떨어

지고 심한 소진을 느끼게 된다 (Vinje & Mittelmark, 2007). 따라서 재

난 현장에서의 업무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열악한 근로 환경과 같은 부정

적 조건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소명의식의 긍정적 효과가 유효할 것이

다.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 의료진을 향한 사회적 지지가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조사 결과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재난 현장 의료진을 응원하는 사회

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와 본 연구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 간의 간

극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간호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단

기간 이벤트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갖지 않음을 시사하며, 이는 관련 선

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El-Masri & Roux, 2020; Kim, Lee, 

& Cho, 2020; 이영준 & 이황, 2020).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응원이 효

과적이기 위하여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

사된 직업존중감에는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특히 업무의 독립성이 부족

하다는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직업존중감의 항목이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임을 함께 고려할 때, 간호

사들은 그들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조직으로부터 

그만큼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실

재적 문제의 개선 없이 응원과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만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직업존중감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

다.  

직무만족도의 경우, 판데믹의 발발 이후 이전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저하된 양상이 본 연구뿐 아니라 여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

다. 이는 재난의 발생이 간호사들의 업무량 및 근무 환경과 같은 요인을 

악화시키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반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열악한 상황

임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직무만족도는 연구 변수 중 유일하게 잔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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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를 구

성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재난 현장에서의 간호 

인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난이 간호 

업무 및 환경에 증가시키는 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구체적 정책 수

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

의 재직의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재직의도는 이직의

도와 달리 종사자들의 잔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잔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강화한다면 COVID-19 현장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들의 잔

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직무만족도뿐 이었으며, 소명의식

의 영향은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업존중감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

았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회귀 모델이 잔류의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재난 현장 간호사들의 잔류의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 변수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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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선생님  

            (병동 및 선별진료소) 

 

설문 내용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15문항), 잔류의도(1문항), 

소명의식(9문항), 직업존중감(28문항), 직무만족도(10문항) 

 

참여 기간 : 2021. 06. 30 ~ 2021. 07. 30 (참여 인원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소요 시간 : 10~15분 이내 

 

참여 시 사례 :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1잔 

 

 

참여 방법 :  

1) 링크로 접속 (https://forms.gle/BfRn4QULQPCykUeL6) 

2) QR 코드를 통해 설문조사 페이지 접속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책임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000 / 전화번호: 010-0000-0000 

연구 과제명  

일 COVID-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책임자명  

임아람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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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일 COVID-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책임자명 : 임아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이 연구는 COVID-19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임아람 연구책임자(010-0000-0000)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0병원 간호사 중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간호하는 최대 

135명의 간호사가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께서 참여의사를 온라인상에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온라인 설문 주소에 접속하면 설문 조사가 시작됩니다. 

2) 설문 시작 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연구에 관한 설명을 읽은 뒤,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설문 조사의 내용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과 잔류의도,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를 각각 측정할 것이며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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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조사를 모두 수행하는데 약 10~15분의 시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바로 

설문응답을 중지하시거나 해당사이트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만 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인터넷 창을 닫으시거나 중단하시는 즉시 자동으로 

전량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COVID-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임아람(010-0000-

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과 연령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 임아람과 지도교수 고진강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연구 자료는 암호가 걸려 있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될 것입니다. 또한 수집 자료는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숫자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된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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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4,100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설문 작성 마지막에 사례 지급을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게 되며, 사례 지급 후 즉시 폐기됩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임아람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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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일 COVID-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잔류의도와  

             소명의식,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 책임자명 : 임아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읽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

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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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용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확진자 입원병동 또는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당 사항이 맞습니까?  

① 예 (설문 진행)   ② 아니오 (설문 중단) 

 

Ⅰ.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거나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적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학 졸  ② 대학 졸  ③ 대학원 졸 

 

4. 귀하의 현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5. 귀하는 현재 경제적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6. 귀하의 종교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7. 현 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병동  ② 선별진료소 

 

8. 임상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총 (      )연차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9.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총 (      )개월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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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일 근무 중 COVID-19 확진자 및 의사자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      )시간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11. COVID-19로 인하여 근무 부서 혹은 수행 업무가 이전과 변경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COVID-19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추적검사, 

격리,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3. 귀하는 업무 환경이 귀하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위험 

수당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Ⅱ. 잔류의도 

다음은 귀하의 잔류의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1. 당신은 COVID-19 유행병 동안 기꺼이 근무하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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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명의식 
 

다음은 귀하의 소명의식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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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업존중감 
 

다음은 귀하의 직업존중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

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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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직무만족도 
 

다음은 귀하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들

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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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 between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and job satisfaction among front-

line nurses in a COVID-19 

hospital 
 

Im, Ahra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December 2019, a novel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broke out first in Wuhan, China. It spread rapidly all around the 

world, and is still recording numerous infections and deaths to this 

day in January 2022. World Health Organization officially named 

this disease a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and 

declared pandemic in March 2020. 

The proliferation of COVID-19 has caused overwhelming 

challenges to healthcare system worldwide. A number of nurses 

have quitted their jobs due to worsene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a heavy workload, a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d stress 

and anxiety. It has been resulted a greater burden on the remaining 

workers in a vicious cycle. The workforce is an essential key to 

overcome disaster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have sufficient 

healthcare workers in COVID-19 front-lines since lo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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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patients need inpatient treat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tention to stay and the relating 

factors of front-line nurses so that identify what made them keep 

their pos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0 to July 30, 2021 at a 

single facility designated as a COVID-19 hospital in Seoul. 134 

nurses who cared confirmed or suspected patients face-to-face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a questionnaire, and consisted of questions ask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data was analyzed with the R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Wilcoxon rank sum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ccording to each purpose. 

As a study result, the average age of participants was about 31 

years old (±6.63), and the proportion of female participants was 

dominant (91.8%). Their duration of care for COVID-19 patients 

was 13.8 months (±4.0) on average, and the time length directly 

facing patients was 2.3 hours (±1.3) in a day. Most (75.4%) chose 

"neutral" or higher to a question asking if they felt the work 

environment is safe from infection. Similar proportion was shown 

(79.9%) to a question asking if they felt they took 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COVID-19. On the other hand, far 

fewer respondents (23.1%) chose 'neutral' or higher in satisfaction 

with additional hazard pay. 

For the level of intention to stay, the percentage above 'neutral' 

was prominent (92%). It seems to be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previous stud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suc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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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alone, so other exogenous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the survey period. On the other side, the sense of calling of 

study participants was investigated at a similar level with the 

general public. However, when analyzing the sub-category of the 

data, it was found that altruism played a greater role in the 

participants than individual development and internal needs among 

the components of their sense of calling. Participants' job-esteem 

level was also similar to that of before COVID-19. It showed a 

different result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social atmosphere of 

cheering and appreciating medical staff would have improved 

nurses' job-esteem. When analyzing the sub-category of job-

esteem surveyed, it was found that nurses felt not fully respected 

as much as they perceived their work as important. Job satisfaction 

was revealed to be lower than that of general clinical nurses. 

Among the sub-categories, the results of the 'work content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were noticeably low, which suggested 

that working under pandemic lowered nurses' satisfaction.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and job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each other. Only job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which the intention to stay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gender and age were controlled. The sense of calling 

has a weak influence on intention to stay and job-esteem was not 

significan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18.3%. 

 Through this study, it is able to conjecture that strategies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will directly help to keep the nurse 

workforce at the COVID-19 front-line. Therefor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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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work contents and working 

environment worsened by pandemic. Asking opinions of the front-

line workers would help to establish realistic and specific policies. 

Incidentally, the positive effect of the sense of calling would 

continue only when nurses do not sacrifice individual convenience 

through altruism. In particular, a re-discussion on the appropriate 

level of hazard pay would be needed since the majority of front-

line nurses expressed un-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level. 

Efforts to accurately identify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have 

worsened nurses' job-esteem and solve the problem would be also 

need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nurses’ intention to stay,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es to be conducted 

focusing on other factors. 

 

Keywords : COVID-19, nurses, intention to stay, sense of calling, 

job-esteem,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20-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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