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ISSN(Print) 2287-9110
ISSN(Online) 2287-9129

C h ild H ealth N u rs Res, Vo l.24, N o .1, Jan u ar y 2018: 9 -17
h ttp s://d o i.o rg /10.4094/ch n r.2018.24.1.9

CHNR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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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linical Decision-making on Job Satisfaction among Pediatric Nurs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urse-Par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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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to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job satisfaction among pediatric nurses and to elucid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nurse-parent partnership on that relationship.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4 nurses who had worked in a pediatric ward in a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or children's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 2016 to August 10, 2016 and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in SPSS version 22.0
for Windows. Results: The nurse-parent partn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job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9% and 26%, respectively. The nurse-parent partnership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job satisfaction (Sobel test: Z=4.31, p<.001). Conclusion: The nurse-parent partnership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job satisfaction among pediatric nurs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pediatric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ir clinical decision-making and their experiences of the nurse-par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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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과 간호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이 논문은 신경숙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축약하여 작성한
것임.

게 되면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과학적인 지식과 간호 역량의 폭

*This article was adapted from a thesis by Kyung-Suk Shi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s degree at Keimyung
University.

상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1].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Key words 임상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부모, 아동, 간호사

행하기 위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과정으로써 환자 간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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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임
란 임상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최선의 간호를 수

한 핵심적 능력이다[2]. 특히 아동병동 간호사에게 있어 임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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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능력은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
에 맞는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아 간호에 필수적인

|9

CHNR

Child Health Nurs Res, Vol.24, No.1, January 2018: 9-17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아동의 협력관계를 포함하고

부터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신감 있는 간호를 제공받기 원하

가족의 상황과 아동의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

며,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높은 간호사

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병동 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임상의사결정

는 환아 부모의 만족과 상호 신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3].

능력이 필요하다[3,4].

국외에서도 입원 아동을 돌보는 간호에 아동 간호사와 부모 간

간호가 전문화되면서 임상실무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정확하

협력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7], 임상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

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복잡하지

사와 환아 부모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환아가 나타내는

만 환자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과 사고과정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아동 간호

리고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발전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환아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밀접한 영향

전문지식, 교육수준, 직위, 임상경험, 근무부서 등이 임상의사결정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근래에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 전문직 자율

사가 생각하는 가족중심간호를 향상시키는 방법[14], 입원 아동 부

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직무만족도,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관

모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16] 등 가족중심간호에 대한 연

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4,6]. 이러한 아동 간호사의 임상의사

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 간

결정 능력은 가족중심간호를 통해 환아와 가족이 바람직한 치료

호사와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옹호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게 된다[7]. 간호사 또한 임상현장에서 효율적인 임상의사결정 능

간호사의 의사결정 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

력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문제를 대처할 때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17],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부모와의 협력

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6].

관계와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직무만족도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나 경험에 대하여 가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의 파트너십

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직무에 대한 감정

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

적 반응을 의미하며[8], 간호사 자신의 사기 증진과 동시에 환자에

로[18],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을 매개하여 아동

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의 경쟁력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는 일반병동, 특수부서 및 중환자실 등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다양

본 연구에서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

하게 나타는데[9], 특히 아동병동의 경우에는 경험을 통한 정맥주

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동병동 간호사가 아동병

사와 같은 숙련성이 필요한 간호행위에 보호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을 매개변수로 하여 임상의사결

보이며, 간호 사정 및 직접간호, 상담교육 등의 입원 아동에 대한

정 능력을 발휘할 때 아동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모의 간호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

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간호요구와 관련된 아동병동 간

그리하여 본 연구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호사와 부모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며[10,11], 이러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사결정 능력 향상 및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한 아동 간호업무의 특성들이 신규 간호사에게 아동병동 발령을

부모 간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소진, 직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임상의사결정 능력,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이 있으며, 이 중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은 특히 직무

2. 연구 목적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13].
아동 간호사와 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를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

비롯한 가족까지 간호의 대상이 되므로 아동 간호사에게 환아 부

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를

모와의 협력과정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이를 통

파악하고,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

해 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14]. 따라서

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 정도

효율적인 파트너십이 일어나기 위해 아동병동 간호사는 아동과 부

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모에 대한 신뢰와 상호작용이 기초임을 인식하고 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15]. 환아 부모들은 아동 간호사로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
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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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
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성별,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종교, 월 소득, 최종학력, 총 임상경력,
현재 직위, 병원 유형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 능력이 아동병동 간호사-환
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임상의사결정 능력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Jenkins [2]이
개발한 임상의사결정 능력 척도(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연구 방법

Nursing Scale, CDMNS)를 Baek [2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도구의 4가지

1. 연구 설계

하위영역인 대안과 선택 조사 10문항,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10
문항,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10문항,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

본 연구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

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부정문항은 역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병동 간호사-

코딩 처리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항

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상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의

연구이다.

사결정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k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였다.

2. 연구 대상
3) 직무만족도
본 연구는 D지역과 K지역에 있는 아동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Song [21]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

원에 있는 아동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편의표집 하였

무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 표본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

본 연구 대상자인 아동병동 간호사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용하였으며, Lee와 Lee와 Kim과 Park과 Sung [19]의 선행 연구를

석사 학력 이상의 아동병동 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수간호사 2인과

근거로 하여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5로

간호학 교수 3인,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예측

정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5가

변수 13개로 지정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표본의 수는 최소

지 요인으로 분류 후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

144명이었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간호부를 통한 설문지회수

는 5개의 하위 영역인 업무 자체 6문항,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관련

의 특성상 회수율이 낮을 것을 고려하여 탈락률 20%를 포함한 180

6문항, 인사제도 관련 5문항, 동료 관계 4문항, 상사 관계 4문항으로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7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98.3%였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3부를 제외한 174부를 최종분석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대상으로 하였다.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3. 연구 도구
4)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임상의사결정 능력 40문

Choi와 Bang [22]이 개발한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측

항, 직무만족도 25문항,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34문항을 포함한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9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본 도구의 7개 하부영역인 상호성 9문항, 전문지식과 기술 7문항,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

민감성 6문항, 협력 3문항, 의사소통 4문항, 정보 공유 3문항, 조심

트너십 도구는 개발자와 번역자의 사전승인을 이메일로 받은 후

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자료수집하였다.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아 부모와
의 파트너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와 Bang [22]의 도구개발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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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는 31.5±7.3세였고, 여성이 170명(97.7%)이었으며, 미

4. 자료 수집 방법

혼이 100명(57.5%)으로 기혼자 74명(42.5%)보다 많았다. 그 중 자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K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40525-201605-HR-039-01).

녀가 있는 간호사가 61명(35.1%), 자녀가 없는 간호사가 113명
(64.9%)이었고,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74명(42.5%), 없는 간호사

연구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가 D시와 K시 지역의 아동 입원병실

가 100명(52.5%)으로 확인되었다.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94명

이 있는 아동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을 전화 또는 직

(54.0%),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는 73명(42.0%)이었고, 4년제 졸

접 방문하여 해당 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업자 중 7명이 석사 이상이라고 답했다.

설명하였다. 그중 동의와 협조를 받은 100병상 이하의 3개 아동전

월 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161명(92.5%)으로 많았고, 총 임상경

문병원, 300~500병상의 2개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의 3개 상급종

력은 평균 7.95±6.26년이며, 그 중 1년 이상 5년 미만의 총 임상경

합병원에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0일까지 자료를 수

력을 가진 간호사가 7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의 임

집하였다. 설문지는 수간호사를 통해 각 단위의 간호사에게 배부

상경력 간호사가 22명(12.6%)으로 가장 적었다. 각 대상자들의 직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과정 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책은 수간호사 12명(6.9%), 책임간호사 13명(7.5%), 일반간호사

에는 언제든지 중단 가능함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

149명(85.6%)으로 나왔으며, 병원유형에는 아동전문병원 79명

음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45.4%), 종합병원 23명(13.2%), 상급종합병원 72명(41.4%)으로

동봉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

답했다(Table 1).

다. 작성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여 서류봉
투에 넣어 밀봉한 후 수간호사를 통해 회수되었으며 설문에 응답
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4 (2.3)
170 (97.7)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00 (57.5)
74 (42.5)

Children

Yes
No

61 (35.1)
113 (64.9)

Religion

Yes
No

74 (42.5)
100 (52.5)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94 (54.0)
73 (42.0)
7 (4.0)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

161 (92.5)
13 (7.5)

1~5
5~10
10~15
≥15

7.9±6.2
76 (43.7)
44 (25.3)
32 (18.4)
22 (12.6)

Position

Head nurse
Charge nurse
Staff nurse

12 (6.9)
13 (7.5)
149 (85.6)

Hospital type

Children's hospital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79 (45.4)
23 (13.2)
72 (41.4)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
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의사결정 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아동
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3]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Length of total
career (years)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31.5±7.3
Male
Female

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로 분석하였다.

n (%) or M±SD

Gender

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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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다. ‘협력’에 대한 점수가 3.36±0.56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부모 간 파트너십의 정도
3. 임상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부모 간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임상의사결정 능력의 점수는 평균 3.24±0.18점으로 하부요인

대상자의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

에서는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점수가 평균 3.37±0.35점으

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상의사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과 선택조사’ 점수가 평균 3.09±

결정 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r=.33,

0.18점으로 가장 낮았다.

p <.001),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과도 유의한 양

직무만족도 점수는 평균 3.11±0.43점으로 하부요인 중 ‘동료

의 상관관계(r=.43, p<.001)를 나타냈다. 그리고 아동병동 간호사

관계’ 점수가 3.58±0.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

-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과 직무만족도 또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상사관계’ 점수가 3.51±0.65점으로 높게 나왔다. ‘근무환경 및 복

(r=.49,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리후생’ 점수는 2.66±0.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점수가 평균 3.56±0.41

4.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부요인에서 ‘민감성’ 점수가 3.78±0.49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정보공유’ 점수가 3.76±0.56점으로 높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 종속변수의 직무만족도와 독립변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Clinical Decision-making, Job Satisfaction, and the Nurse-Parent Partnership

(N=174)

Variables

Min

Max

M±SD

Clinical decision-making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Canvassing of objectives and values
Search for information and unbiased assimilation of new information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inions

2.80
2.60
2.70
2.80
2.40

3.75
4.30
3.90
4.10
3.60

3.24±0.18
3.37±0.35
3.22±0.26
3.29±0.24
3.09±0.18

Job satisfaction
Task itself
Environment and welfare
Personnel system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Relationship with superiors

2.04
1.83
1.33
1.40
2.75
2.00

4.48
4.50
4.33
4.60
5.00
5.00

3.11±0.43
3.14±0.50
2.66±0.62
2.94±0.42
3.58±0.47
3.51±0.65

Nurse-parent partnership
Reciprocity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Sensi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Shared information
Cautiousness

2.62
2.22
2.71
2.83
2.00
2.25
1.67
2.00

4.97
5.00
5.00
5.00
5.00
4.75
5.00
5.00

3.56±0.41
3.40±0.48
3.61±0.47
3.78±0.49
3.36±0.56
3.51±0.50
3.76±0.56
3.50±0.66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Clinical decision-making

(N=174)

Clinical decision-making
r (p)

Job satisfaction
r (p)

1

Job satisfaction

.33 (＜.001)

1

Nurse-parent partnership

.43 (＜.001)

.4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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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대한 Durbin-

(Z=4.31, p<.001)(Table 4).

waston 지수는 1.69로 2에 가까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

논

성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지수가 1.00

의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의사결정

본 연구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

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

모 간 파트너십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3단계 절차에

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병동 간호사

따라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임상의사결정 능력 향상

1단계 독립변수인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매개변수인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
고(β=.43, p<.001),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및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을 강화를 위한 전략 수
립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평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종속변

균평점 총 5점 만점에 3.2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타 연구들의

수인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33, p<.001), 설명력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4]의

은 11%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3.51점, 암 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Jung

3단계 매개변수와 독립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5]의 연구에서는 3.42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ng과 Eum

을 검정하기 위해 임상의사결정 능력과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

[25]의 연구에서는 3.32점으로 모두 본 연구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모 간 파트너십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나타냈다.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 가장 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의사결정 능력(β=.15, p =.040)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였으며, 그에 반해 ‘대안과 선택에 대

과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β=.43, p <.001)이 직

한 조사’ 영역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간호사의 임상의

무만족도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아동병

사결정 능력을 평가한 Kim과 Park [24]의 연구와 암 전문병원 간

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을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임상의

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 Jung과 Jung [5]의 연구 결과

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화

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가 낮게 나타난

계수가 2단계의 .33점에서 .15점으로 감소하여 아동병동 간호사-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을 살펴

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

보면 임상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대안들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능

수가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6%로 나타났다.

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이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

현장에서 간호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

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임상의사결

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 간 파트너십이 유의한 부분 매개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점수는 3.11점이었으며,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he Nurse-Parent Part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cision-making and Job Satisfaction
(N=174)
B

β

t

p

Adj. R2

F

p

Step 1. Clinical decision-making
- Nurse-parent partnership

0.19

.43

6.37

＜.001

.19

40.60

＜.001

Step 2. Clinical decision-making
- Job satisfaction

0.80

.33

4.72

＜.001

.11

22.34

＜.001

Step 3. Clinical decision-making
- Job satisfaction
Nurse-parent partnership
- Job satisfaction

0.36

.15

2.06

.040

.26

30.84

＜.001

0.46

.43

5.91

＜.001

Steps

Sobel test: Z=4.3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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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타 연구를 살펴

능력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비판적 사고에 근거

보면, 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과 Lee와 Choe

한 환자의 건강문제 인지, 환자와의 신뢰적 치료 관계 구축, 업무에

와 park [26]의 연구에서 2.86점,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한 자신감과 같은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

한 Song [21]의 연구에서 3.04점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직무만

다. 즉 이러한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직무만족에 직, 간접적인 영향

족도의 점수가 더 높았다. 선행 연구보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점

을 줄 수 있으며[30] 또한 환자, 보호자(아동병동에서는 환아 부모)

수가 더 높게 나온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시행한 병

와의 파트너십도 간호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원이 일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대상 병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아 부모는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아

이 아동 간호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진 아동전문병원

동간호사로부터 전문지식과 양질의 기술을 갖춘 간호를 원하며,

이 포함되어, 종합병원과 달리 정기적인 병원 내 인사이동이 상대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간호사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제공된 간호

적으로 적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

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13]. 궁극적으로 본 연구

된다. 이 부분이 선행 연구보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게

를 통해 아동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임상의사결정 능력뿐만

측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27]. 이러한 결과를

아니라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이 중요한 영향 요

통해 아동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업무

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아동병동에서 환아 건강문제를 중

환경과 간호사들의 기대수준을 병원 유형별로 파악하여, 이에 따

심으로 아동병동 간호사와 보호자 간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구

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체적인 간호전략과 중재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Choi와 Kim [12]의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와의 파트너

본 연구 결과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 점수

십의 영향요인 연구에서 임상의사결정 능력과 직무만족도 이 외에

는 3.56점으로 국내에서 시행한 관련 타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아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가 관련요인으로 밝혀진

동 간호사의 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결과를 보면, 아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다양

대한 연관성을 연구한 Cho와 Bang [28]의 연구에서 3.87점, 환아

한 변수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아동 간

부모와의 파트너십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Choi와 Kim [12]의 연구

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여 아동 간호

에서 3.82점으로 본 연구의 점수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 세부적으

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

로 살펴보면, 하부 요인으로 환아 부모와의 ‘민감성’이 3.78점으로

로 생각된다.

가장 높았고 '협력'이 3.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아동 간호사가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환아의 상태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근함이 중요하며, 환아

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와 환아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

와의 파트너십을 매개변수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다[15]. 입원 환아에게 제공되는 간호실무영역에 환아 부모가 참여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

하는 방법이나 역할이 제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29]은 간호사

정 능력과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와의 긍정적 파트너십은 아

가 간호사-부모 간 협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

동을 간호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무만족

로 보이며, 아동에게 보다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와의

사가 부모와 함께 간호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는 가족중심 돌봄을

긍정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병동 간호사들이 환

제공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15].

아와 환아 부모에 대해 정서적 돌봄 및 친밀감과 배려있는 태도를

본 연구의 핵심은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

갖추어 부모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16], 간호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사는 특히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소통 유형에 대

간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동병동 간호사-환

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 부모 간 파트너십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일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확대해

Soble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임상의사결정 능력과 직무만

석 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병동 간호사

족도 관계에서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십이 부분 매

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와의 파트너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병동 간호사와 환아 부모

십을 부분 매개요인으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의 파트너십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미한다. Park과 Kwon [6]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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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아동병동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에서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자 시작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임상의사결정
능력, 직무만족도,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간에
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매개효과를 보기위한 회귀분석
결과 임상의사결정 능력은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파트너

3. Hwang IJ. Clinical decision making patterns of pediatric nurse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12;15(1):20-32.
4. Lipstein EA, Brinkman WB, Fiks AG, Hendrix KS, Kryworuchko J,
Miller VA, et al.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Challenges in pediatric decision making. Society for Medical Decison Making. 2015;
35(3):403-408. https://doi.org/10.1177/0272989x14546901
5. Jung SC, Jung DY.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4):443-450.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4.443

십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19%를 나타내었다. 임

6. Park SM, Kwon IG.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상의사결정 능력이 직무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써 11%

making: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두 변수 간에 아동병동 간호사-환아 부모 간

an Academy of Nursing. 2007;37(6):863-871.

파트너십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매개효과는 26%의 설명력을 확
인하였다.

https://doi.org/10.4040/jkan.2007.37.6.863
7. Abraham M, Moretz JG. Implementing patient- and family-centered Care: Part I--understanding the challenges. Pediatric Nurs-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간호사의 경력 및 병원 유형, 근무환경 별
로 임상의사결정 능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환아 부모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호계획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이러한 전략은 아동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아동 간호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간호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ing. 2012;38(1):44-47.
8. Lichtenstein R. Measuring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s in organized settings. Medical Care. 1984;22(1):56-68.
9. Kim BN, Oh HS, Park YS.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1;20(1):14-23
https://doi.org/10.5807/kjohn.2011.20.1.014
10. Jeong E, Kwon IS. Nursing needs and nursing performance as per-

기대한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

ceived by caregivers with hospitalized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5;21(3):244-252.
https://doi.org/10.4094/chnr.2015.21.3.244

였지만 추후 신생아실, 소아중환자실, 소아응급실 등 다양한 근무

11. Corlett J, Twycross A. Negotiation of parental roles within family-

지를 대상으로 임상의사결정 능력,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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