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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of Hospital Nurses
Younebook Lee1, Hyeakyung Lee2
Nursing Department, 1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eongju, 2Jungwon University, Goesan, Korea

This study is narrative research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sent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work environment
and for adjusting the role conflict of hospital nurses by revealing the degree of the role conflict occurring in various areas when
performing their roles and by investigating which types they manage the conflict during their role conflict situations. The research
subjects are 213 nurses working in C University Hospital in C City who have more than one year of experienc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total average of hospital nurses' role conflict showed a slightly higher score than the median with 1.91 points
(range 0∼3 points). Of the degree of role conflict that hospital nurses experience, the score was the highest of the role conflict
between patients/caregivers relationship (2.15 points). Regarding the conflict management types, the score of mixed type was the
highest.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relatively positiv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such as combination and compromise types
are used. It seems that the nurses need to find more fundamental conflict resolution methods through activ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Korean J Str Res 2015;23:1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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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간호 대상자의 요구는 보다 구체적인 면을

서

론

띠고 있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간호전문화
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 있다(Giladi et al., 2014). 간호 인력은 전체 의료 인력 중

간호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병원조직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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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간호 대상자의 건강 관련 욕구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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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질을 평가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향

위해 최일선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호 인력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Kaddourah et al., 2013).
또한 2000년대 이후 의료기관평가, 병원인증 평가 등 의
상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 간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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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질 관리에

한 요인을 초래하게 된다(Lee JS et al., 2012).

초점을 두었으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양질의 경력간호사

지금까지 국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는 간

를 보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Yu JS et al., 2012).

호사의 역할 정립(Chi SA et al., 2004), 업무수행능력(Song KJ

따라서 간호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et al., 2006), 신규간호사의 역할(Sohn IS et al., 2008)이 있었

갖춘 숙련된 경력간호사의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으며, 역할갈등관련 연구는 간호사의 역할갈등 연구(Sung

간호사들은 개인적인 경력욕구와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

MH, 2006; Son EJ, 2011; Lee JS et al,, 2012; Lee EH et al.,

등을 경험하게 된다(Lee EH et al., 2013).경력간호사들의 이

2012; Lee EH et al., 2013)와 병원간호사의 역할갈등을 통해

직에 따른 신규간호사 채용 및 교육은 병원 조직의 상당한

야기되는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를 확인한 연

부담과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과다 및 그로 인한 직무

구를 살펴보면 갈등관리 방법(Kim SE, 2010; Lee BJ et al.,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국 인력부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2012)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들의 역할갈등 상황 시 갈등관리 유형을 살펴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숙련된 경력간호사의 이직을 막고 간

면 양보유형이나(Kim SE, 2010), 타협유형을 가장 많이 선

호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BJ et al., 2012). 이는 문제해결이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력간호사들의 역할갈등과

자신과 상대방 양자의 입장이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갈등에 따른 관리유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방식이라고 볼 때 간

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을 파악하여 특

호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보유형이나 타협유형을

성별 접근을 통해 역할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역할
갈등으로 인한 조직몰입 위협, 직무만족도 저하 및 이직으

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환자나 보호자로

로 이어지는 간호사의 갈등관리는 간호사의 개인적인 문

부터 끊임없이 질 높은 간호 및 친절한 간호를 수행하도록

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질 높은 간호제공을

요구받고 있고 다양한 전문직종 사이에서 핵심적이고 다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Cho YA et al., 2013).

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와 일치되지 않는 기대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역할을 수행

인하여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역할갈등

겪게 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어느 정도의 갈

의 정도를 밝히고, 이러한 역할갈등 상황 시 어떻게 갈등

등은 문제해결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역할 수행의 관점에

을 관리하는지 조사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

서 필요하다(Sung MH, 2006). 그러나 이러한 역할갈등이 심

고 역할갈등 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해지면 조직 내 역할 유보나 거부, 이탈 또는 포기와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

역할갈등의 원천인 조직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동기가 강화

재료 및 방법

된다. 이러한 동기가 결국 자발적으로 조직에 남아있으려
는 욕구인 조직몰입을 위협하고(Lee HL et al., 2004), 직무만

1. 연구 고안 방법

족도 저하로도 나타나며(Ha NS, 2013), 행동적 반응으로 자
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간호직에 대한 불만과 회의로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역할갈등과 갈등관리 유형을

인해 이직과 결근으로 이어지게 된다(Kwon JW, 2006).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1년 이하 경력자의

2. 연구 대상 선택 및 선택 기준

70% 정도에서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직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직무에 대한 불만족, 조직몰입의 어려움, 직무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트레스를 들었고(Kim et al., 2011), 의사와의 갈등은 간호직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임상경력이 1년 이상 된 간호사 가

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며 간호사 이직의 도화선이 될 수

운데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

있다(Lee EH et al., 2013). 또한 간호사의 역할갈등은 전문직

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임상경력을 1년 이상으로 선정

정체감의 인식을 저하시켜 환자를 위한 질적 간호를 수행

한 이유는 신규간호사 개인별 업무 숙련도에 따라 병동 업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며 이직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무형태가 팀 책임제, 기능중심제 및 팀기능 복합제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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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업무 갈등의 노출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른 다양한

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5였으며 본 연

직종이나 다양한 부서와의 갈등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판

구에서도 Cronbach’s α 값은 .95였다.
(2) 갈등관리유형: 본 연구에서 갈등관리유형은 Kilmann et

단하여 1년 이내의 간호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al.(1975)에 의해 만들어진 갈등관리 유형 도구를 Lee

다. 분산분석의 경우 예측 요인의 수 2개, 효과 크기 .25, 유

KH(2007)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형에는 문

의수준 .05, 검정력 .90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제해결방식(1, 10, 20, 22, 24), 강요 방식(2, 6, 8, 11, 15), 회

172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편의 표집하였고,

피 방식(3, 9, 12, 13, 21), 타협 방식(4, 5, 7, 16, 17), 양보 방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되고 편중된 설문지 37부를 제외

식(14, 18, 19, 23, 2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문항씩

하고 최종 213부(85.2%)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C 상급종합병원의 생명윤리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번호 CBNUH 2014-07-015-001)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자가 연구목

을 받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다. 연구

적에 맞게 각 방식 점수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방식을 기준

대상 병원이 본 책임연구자가 근무하는 병원이므로 개인

으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여 2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점수

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설문지에 연구자의 이름

가 동일하게 높은 대상자는 혼합유형으로 분류한 6가지 갈

이나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정보는 포함시키

등관리유형을 의미한다. Lee KH(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문제해결 .77, 강요 .74, 회피 .85,

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

타협 .81, 양보가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

α 값은 문제해결 .75, 강요 .73, 회피 .71, 타협 .74, 양보가 .77

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로 총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비밀보장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설

2)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사

문참여 동의서’는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 설문지 작성에 동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째,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병원간호사의 역할갈

3. 연구방법

등, 갈등관리유형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1) 측정도구

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

(1)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Lee EH et al.(2013)에 의해 개발

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된 역할갈등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사들이 인식하고 있
는 간호역할 및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험한 역할갈등

결

을 5개의 갈등상황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갈등상황
영역은 병동간호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상황, 간호사 고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 업무 관련 갈등상황,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타부서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 의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34세였으며 29세 이하의 대상

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5개의 갈등상황이다. 5개 하부 영

자가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39세의 대상자

역에 따라서 병원간호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은 20항

로 37.6%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6.3%, 기혼 43.2%였으

목, 간호사 고유 업무 관련 갈등상황은 24항목, 환자/보호

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52.6%였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

자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은 17항목, 타부서 직원과의

는 47.4%였다. 평균 임상경력은 9년 7개월이었으며, 4년에

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은 8항목, 의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서 9년 사이의 임상경력자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상황은 13항목으로 총 8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

로 10년 이상의 경력자 39.4%, 1년에서 3년의 경력자 15%

점 척도로, 0점 ‘경험한 적이 없다’, 1점 ‘거의 경험한 적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없다’, 2점 ‘가끔 경험한다’, 3점 ‘자주 경험한다’의 4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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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보호자 역할갈등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에서는 연령(F=3.43, p=.018), 총 임상경력(F=3.69, p=.02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은 다음과 같다.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30∼39세 간호사가

병동간호사 역할갈등을 살펴보면 연령(F=3.23, p=.023), 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총 임상경력에서는 4∼9년 경력

혼상태(F=3.85, p=.023), 총 임상경력(F=5.34, p=.005)에서

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혼간호사가,

사후검정 결과 30∼39세가 40∼49세보다 역할갈등 정도가

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병동간호사 간 역할갈등이 높아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부서와의 역할갈등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1∼3년 경력간호사

도 연령(F=3.43, p=.018), 총 임상경력(F=3.28, p=.039)에서

보다 4∼9년 경력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50세 이상의 간호사의

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에서의 역할갈등은 연령(F=3.06,

역할갈등이 가장 컸으며 총 임상경력에서는 4∼9년 경력

p=.02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0∼39세 간호사의

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1∼3년 경력간호사보다 4∼9년 경력
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3).

의사와의 갈등에서는 연령(F=2.89, p=.036), 총 임상경력

Variables
Age (years)

Marital status
Religion
Clinical career (years)

Category

n

%

M±SD

(F=6.44,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39세 간

≤29
30~39
40~49
≥50
Unmarried
Married
Yes
No
1~3
4~9
≥10

84
80
45
4
120
93
112
101
32
97
84

39.4
37.6
21.1
1.9
56.3
43.7
52.6
47.4
15.0
45.5
39.4

33.34±7.45

호사의 역할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총 임상경력
에서는 4∼9년 경력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의 사후검정 결과 1∼3년
경력간호사보다 10년 이상 경력간호사가 역할갈등이 크고,
4∼9년 경력간호사가 10년 경력간호사보다 역할갈등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9.73±86.82

3. 간호사의 역할갈등
간호사 역할갈등의 총 평균은 1.5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

Table 2. Role conflic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Role Conflict
General
Category
characteristics

Ward Nurses’ Role
Conflict
M±SD

≤29a
b
30~39
c
40~49
d
≥50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Age (years)

Religion

Yes
No
a
Total clinal 1~3
carrer (years) 4~9b
≥10c

1.50±.38
1.63±.34
1.65±.34
1.85±.31
1.53±.37
1.66±.35
1.95
1.60±.37
1.57±.35
1.42±.36
1.57±.36
1.66±.35

t or
p
F scheffe
3.23 .023*

Role Conflict Regarding
Nursing Practice
M±SD

2.06±.39
2.20±.31
2.03±.38
2.02±.51
3.85 .023* 2.10±.36
2.11±.38
2.16
0.40 .526 2.09±.36
2.12±.38
5.34 .005** 2.09±.34
a<c 2.12±.38
2.10±.37

t or
F

Conflict with
Patients/guardians

Role Conflict with Other
Departments

t or
p
F scheffe

M±SD

3.06 .029* 2.17±.43 3.43 .018*
b>c
2.24±.36
2.00±.39
2.07±.58
0.02 .976 2.15±.40 .07 .926
2.16±.41
2.00
0.21 .647 2.14±.44 .48 .486
2.18±.36
0.09 .913 2.07±.40 3.69 .027*
2.24±.41
2.09±.38

1.81±.52
2.02±.46
1.82±.54
2.28±.50
1.85±.50
1.96±.52
1.87
1.91±.54
1.88±.48
1.69±.54
1.96±.49
1.90±.51

p

M±SD

a, b, c, d: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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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r
p
F scheffe
3.43

.018

1.31

.272

0.27

.600

3.28

.039
a<b

Role Conflict with
Doctors
M±SD
1.75±.55
1.93±.42
1.69±.50
1.80±.73
1.76±.52
1.86±.48
1.84
1.79±.54
1.82±.47
1.54±.48
1.90±.51
1.80±.47

t or
p
F scheffe
2.89 .036*

0.95 .388

0.14 .701
6.44 .002**
a<c<b

이연복ㆍ이혜경：병원간호사의 역할갈등 및 갈등관리 유형

수를 나타냈다. 환자/보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정도는

을 때’이며 2.70±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항목이

2.15±0.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업무 관련 역할갈

‘환자 관련 처치(예: 수술, 검사, 투약 등)를 정해진 시간 내

등 정도 2.10±0.37점, 타부서와의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정도

에 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을 때’ 2.64±0.54점으로 높았

는 1.90±0.51점, 의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정도는 1.81±0.50

으며, ‘근무형태가 3교대로 인해 힘들 때’ 항목이 2.61±0.64

점, 간호사 관계 역할갈등 정도는 1.59±0.36점 순으로 나타

점으로 나타나 근무 시간 내 업무량이 많고 3교대 근무가

났다.

힘들다고 하였다(Table 4).

1) 병동간호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병동간호사 관계에서

3) 환자/보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환자/보호자 관계에서

의 역할갈등에서 역할갈등 경험의 정도가 가장 큰 항목은

의 역할갈등에서 역할갈등 정도가 가장 큰 항목은 ‘의사에게

‘후배간호사에게 가르쳐주어도 잘 따라 하지 못할 때’이며

공손하면서 간호사에게는 무례하게 대할 때’이며 2.71±0.52

2.16±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항목이 ‘후배 간호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항목이 ‘의사에 대한 불만을

사의 업무를 일일이 챙겨줘야 할 때’ 2.12±0.060점으로 높

간호사에게 화를 낼 때’ 2.61±0.84점으로 높았으며, ‘검사

았으며, ‘후배간호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받아들이는 태

지연 등의 불만을 간호사의 책임으로 돌릴 때’ 항목이

도가 좋지 않을 때’ 항목은 1.92±0.69점의 순으로 나타났

2.49±0.58점으로 나타나 간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다. 이는 경력간호사들이 신규간호사들로 인해 상당한 역

없는 의사에 대한 불만이나 검사 지연 등의 문제를 간호사

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탓으로 돌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2) 간호업무 관련에서의 역할갈등: 간호사들이 간호업무 관

역할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련해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에서 역할갈등 정도가 가장 큰

4) 타부서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타부서 관계에서의 역할갈

항목은 ‘정해진 시간(예: 8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

등에서 역할갈등이 가장 큰 항목은 ‘환자의 상황에 따른 관련

Table 3. Ward nurses’ role conflict (N=213).
Frequency (%)
Item

Frequently
experienced

Some
times

Almost
never

Never
experienced

M±SD

1. Juniors confused as to which direction to follow when senior's separate
methodologies differ
2. Juniors have to cover or take care of seniors' faults
3. Seniors directing juniors to follow procedures not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4. Juniors being humiliated by seniors
5. Juniors not following directions clearly
6. Juniors present minimal compliance towards seniors pointing out juniors' mistakes
7. Senior gets punished for junior's mistake
8. Seniors not being able to become role models(mentor, etc.) to juniors
9. Seniors having to take care of every duty by juniors
10. Emergency happening when working with a junior not good at his/her job
11. Seniors being pointed out by juniors for not doing the job well
12. Seniors having to do the same task as a new nurses even though he/she has more
experience
13. Senior having to suppress his/her feelings to prevent new nurses from resigning
14. Being compared to other members of the same age
15. Being promoted later than members of the same age group
16. Feeling that the unit is a hierarchial society
17. Feeling that cooperation with fellow members is not carried out smoothly
18. Feeling that fellow members lack professionalism because of their lack of study
19. Nursing cooperation not in accordance with personal(negative) feelings or actions
20. Head nurses lacking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nits
Total Average

20 (9.4)

153 (71.8)

38 (17.8)

2 (0.9)

1.90±.54

4
3
4
59
39
16
13
51
27
3
26

(1.9)
(1.4)
(1.9)
(27.7)
(18.3)
(7.5)
(6.1)
(23.9)
(12.7)
(1.4)
(12.2)

132
91
100
131
123
146
148
139
141
31
84

(62.0)
(42.7)
(46.9)
(61.5)
(57.7)
(68.5)
(69.5)
(65.3)
(66.2)
(14.6)
(39.4)

72
99
96
21
46
44
43
21
42
97
86

(33.8)
(46.5)
(45.1)
(9.9)
(21.6)
(20.7)
(20.2)
(9.9)
(19.7)
(45.5)
(40.4)

5
20
13
2
5
7
9
2
3
81
17

(2.3)
(9.4)
(6.1)
(0.9)
(2.3)
(3.3)
(4.2)
(0.9)
(1.4)
(38.0)
(8.0)

1.63±.56
1.36±.67
1.45±.63
2.16±.62
1.92±.69
1.80±.61
1.77±.61
2.12±.60
1.90±.61
0.84±.96
1.56±.80

22
5
10
39
17
19
19
24

(10.3)
(2.3)
(4.7)
(18.3)
(8.0)
(8.9)
(8.9)
(11.3)

69
58
37
109
111
94
94
72

(32.4) 80 (37.6)
(27.2) 114 (53.5)
(17.4) 109 (51.2)
(51.2) 47 (22.1)
(52.1) 78 (36.6)
(44.1) 78 (36.6)
(44.1) 78 (36.6)
(33.8) 84 (39.4)

42
36
57
18
7
22
22
33

(19.7)
(16.9)
(26.8)
(8.5)
(3.3)
(10.3)
(10.3)
(15.5)

1.33±.90
1.15±.71
1.00±.79
1.79±.83
1.65±.67
1.52±.79
1.56±.70
1.41±.88
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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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ole conflict regarding nursing practice (N=213).
Frequency (%)
Item

Frequently
experienced

Some
times

Almost
never

Never
experienced

M±SD

1. Doing minor favors (e.g. cleaning up urine, emptying trash bin) for patients
2. Having excessive number of tasks and limited time (e.g. 8 hours)
3. Having excessive workload while having to take care of patients (e.g. surgery,
inspection, injection, etc.) in a limited time period
4. Having difficulty in deciding priority of nursing practices (e.g. which patient to
take care of, which inspection carry out) within the unit
5. Having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other department while being a middle
man
6. Having difficulty in exactly understanding patient's condition exactly when
required to do so
7. Having difficulty in carrying out roles that are the responsibility of nurses such
as spiritual nursing, supporting nursing, etc.
8. Having difficulty in representing and supporting patient's opinion when
recognizing importance
9. Lacking goods, equipment or tools needed for patient's treatment or cure
10. Having difficulty in deciding the exact role because of the lack of clarity of one's role
11. Feeling discrepancy between nursing role taught at school and nursing role in reality
12. Lacking confidence in his/her own nursing practice
13. Realizing the nursing shortage compared to the unit's nursing services
14. Realizing the lack of compensation for additional tasks such as preceptor, etc.
15. When hospital authorities emphasize the patient's stance over the nurse's position
16. Feeling uncertainty in one's vision of the future
17. Feeling lack of knowledge even with experience
18. Feeling lack of technical skill even with experience
19. Feeling lack of compensation compared to one's ability
20. Tired of the three-shift system
21. Being in a situation to acquire new knowledge and techniques with a shift in one's
place of employment
22. Feeling the lack of opportunity for self-improvement
23. Feeling the lack of system to protect nurses
24. Feeling a disadvantage due to differences in educational background
Total Average

110 (51.6)
153 (71.8)
143 (67.1)

89 (41.8)
56 (26.3)
63 (29.6)

12 (5.6)
4 (1.9)
7 (3.3)

2 (0.9)
0 (0.0)
0 (0.0)

2.44±.64
2.70±.49
2.64±.54

43 (20.2)

143 (67.1)

26 (12.2)

1 (0.5)

2.07±.58

41 (19.2)

137 (64.3)

32 (15.0)

3 (1.4)

2.01±.63

36 (16.9)

132 (62.0)

41 (19.2)

4 (1.9)

1.94±.65

16 (7.5)

146 (68.5)

44 (20.7)

7 (3.3)

1.80±.61

13 (6.1)

148 (69.5)

43 (20.2)

9 (4.2)

1.77±.61

139
141
84
84
72
86
101
107
138
122
125
54
100

21
42
86
86
18
59
29
33
25
47
27
14
33

부서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예: 검사 등)’이며 2.12±0.64점

51
27
26
26
122
52
81
64
47
40
51
144
62

(23.9)
(12.7)
(12.2)
(12.2)
(57.3)
(24.4)
(38.0)
(30.0)
(22.1)
(18.8)
(23.9)
(67.6)
(29.1)

59 (27.7)
98 (46.0)
6 (2.8)

(65.3)
(66.2)
(39.4)
(39.4)
(33.8)
(40.4)
(47.4)
(50.2)
(64.8)
(57.3)
(58.7)
(25.4)
(46.9)

(9.9)
(19.7)
(40.4)
(40.4)
(8.5)
(27.7)
(13.6)
(15.5)
(11.7)
(22.1)
(12.7)
(6.6)
(15.5)

118 (55.4) 27 (12.7)
88 (41.3) 17 (8.0)
51 (23.9) 101 (47.4)

2
3
17
17
1
16
2
9
3
4
10
1
18

(0.9)
(1.4)
(8.0)
(8.0)
(0.5)
(7.5)
(0.9)
(4.2)
(1.4)
(1.9)
(4.7)
(0.5)
(8.5)

9 (4.2)
10 (4.7)
55 (25.8)

2.12±.60
1.90±.61
0.84±.96
1.56±.80
2.48±.67
1.82±.89
2.23±.71
2.07±.79
2.08±.62
1.93±.69
2.02±.74
2.61±.64
1.97±.88
2.07±.75
2.29±.81
1.04±.78
2.10±.37

(Table 7).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병동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검

4. 갈등관리유형

사실 직원이 환자이송 등을 요구할 때’가 2.08±0.70점으로

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을 살펴보면 혼합유형 74명(34.7%),

높았으며, ‘다른 부서의 실수로 인해 간호업무가 지연될

타협유형 45명(21.1%),양보유형 40명(18.8%), 문제해결유형

때’ 항목이 1.93±0.6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5) 의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의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에

39명(18.3%), 강요유형은 10명(4.7%), 회피유형 5명(2.3%) 순

서 역할갈등이 가장 큰 항목은 ‘의사끼리 서로 업무와 책

으로 나타났고 혼합유형을 제외하고는 타협유형이 가장

임을 전가하여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될 때’이며 2.22±0.65

높았고, 회피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사마다 요구하는 것이

고

달라서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때’가 2.10±0.71점으로 높았

찰

으며, ‘전공의들이 잦은 병동 이동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

과 해결이 반복될 때’ 항목이 2.05±0.77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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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flict with patients/guardians (N=213).
Frequency (%)
Item

Frequently
experienced

1. Patients asking the nurse for an explanation, when in should the doctor
2. Patients making trivial demands when the unit ins in an emergency situation (e.g: CPR)
3. Patients being disrespectful to a nurse while they are being respectful to a doctor
4. Patients/guardians showing more trust in caregiver
5. Patients/guardians ignoring a new nurse
6. Patients/guardians being disrespectful to nursing tasks
7. Whenever a nurse has to educate a caregiver
8. Having a hard time building rapport with patients due to caregiver
9. Whenever a patients basic care is entrusted to a caregiver
10. Patients, with increased expectation, making excessive demands
11. Whenever patients/guardians only want friendly nurses
12. Being in a situation when a picky child patients make trivial demands
13. Being subject of complaints by patients/guardians for faults of doctors
14. Patients only asking questions to doctors
15. Patients ignoring hospital rules for their own benefits
16. Patients/guardians not following the instructions given by a nurse
17. Being blamed for problems with the hospital system such as delays in care
Total Average

108
84
158
15
52
69
45
18
50
79
77
52
133
54
84
84
113

(50.7)
(39.4)
(74.2)
(7.0)
(24.4)
(32.4)
(21.1)
(8.5)
(23.5)
(37.1)
(36.2)
(24.4)
(62.4)
(25.4)
(39.4)
(39.4)
(53.1)

Some
times
94
110
48
77
140
124
105
97
110
116
98
97
67
108
113
110
92

Almost
Never
never experienced

(44.1) 10 (4.7)
(51.6) 15 (7.0)
(22.5)
7 (3.3)
(36.2) 102 (47.9)
(65.7) 18 (8.5)
(58.2) 18 (8.5)
(49.3) 53 (24.9)
(45.5) 79 (37.1)
(51.6) 45 (21.1)
(54.5) 16 (7.5)
(46.0) 34 (16.0)
(45.5) 53 (24.9)
(31.5) 12 (5.6)
(50.7) 49 (23.0)
(53.1) 16 (7.5)
(51.7) 19 (8.9)
(43.2)
7 (3.3)

1
4
0
19
3
2
10
19
8
2
4
11
1
2
0
0
1

(0.5)
(1.9)
(0.0)
(8.9)
(1.4)
(0.9)
(4.7)
(8.9)
(3.8)
(0.9)
(1.9)
(5.2)
(0.5)
(0.9)
(0.0)
(0.0)
(0.5)

M±SD
2.45±.60
2.29±.67
2.71±.52
1.41±.75
2.13±.60
2.22±.63
1.87±.79
1.54±.77
1.95±.77
2.28±.63
2.16±.75
1.93±.99
2.61±.84
2.00±.72
2.37±.84
2.31±.62
2.49±.58
2.15±.40

Table 6. Role conflict with other departments (N=213).
Frequency (%)
Item

Frequently
experienced

Some
times

1. Whenever a request is not carried out well by the related department regarding
patient's condition (e.g. inspection, etc.)
2. Whenever someone interferes with patient care (e.g. explanation on taking medicine,
etc.)
3. Not being able to obtain co-operation from members of other departments
4. Whenever a member of the laboratory room requests transfer of a patient without
considering the unit's condition
5. Delay in nursing practice due to mistakes of other departments(e.g. mistake in
preparation of medicine, mistake in imaging)
6. Whenever nursing practice in disturbed because of the delay in repair of medical devices
7. Whenever coordination with outsourcing company(e.g. cleaning, tranferal of
patients, etc.) is not carried out smoothly
8. Whenever suspension of service occurs due to correction of computer program, delay
in development, sudden stop in usage, etc.
Total Average

59 (27.7)

121 (56.8)

30 (14.1)

98 (46.0)

40 (18.8)
59 (27.7)

Almost
Never
never experienced
33 (15.5)

M±SD

0 (0.0)

2.12±.64

75 (35.2) 10 (4.7)

1.69±.76

117 (54.9)
16 (54.5)

50 (23.5)
35 (16.4)

6 (2.8)
3 (1.4)

1.90±.72
2.08±.70

40 (18.8)

122 (57.3)

47 (22.1)

4 (1.9)

1.93±.69

36 (16.9)
32 (15.0)

127 (59.6)
98 (46.0)

45 (21.1)
76 (35.7)

5 (2.3)
7 (3.3)

1.91±.68
1.73±.75

46 (21.6)

93 (43.7)

70 (32.9)

4 (1.9)

1.85±.77
1.90±.51

양하게 발생하는 역할갈등의 정도를 밝히고 이러한 역할갈

에서 환자/보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이 2.15점으로 가장

등 상황 시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는지 조사함으로써 간호

높게 나타났다.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역할갈등의 빈도와

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역할갈등 조정을 위한 방향을

심각성을 연구한 Lee EH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환자/보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이 2.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동

본 연구에서 병원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정도

간호사의 역할갈등 정도의 순위도 본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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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ole conflict with doctors (N=213).
Frequency (%)
Item

Frequently
experienced

1.
2.
3.
4.
5.

Doctor irrationally changes the decision made by a nurse
Doctor shows more respect to the opinion given by a person in a different field
Being blamed for a doctor's fault
Increase in the workload of a nurses due to irresponsible doctors
Repetitive occurrence and resolution of problems due to frequent transfer of
doctors in residency traning
6. Having to prepare for different directions given by each doctor
7. Whenever a nurse suggest a better opinion for a patient but a doctor neglects
it and tells the nurses to follow unsuitable instructions
8. Whenever a doctor treats a nurse as if the doctor is the boss
9. Whenever a doctor ignores patient reports given by a nurse
10. Having a hard time deciding how much information to convey to a doctor
11. Whenever a doctor burdens a patient with a fee for an examination, which if for
the purpose of the doctor's research
12. Whenever a doctor irrationally changes the decisions a nurse had made (ex:
meeting with patients)
13. Whenever a doctor forbids a nurse from giving detailed information to patients
Total Average

27
15
35
71
63

(12.7)
(7.0)
(16.4)
(33.3)
(29.6)

Some
times
113
93
129
121
103

(33.8)
(43.7)
(60.6)
(56.8)
(48.4)

60 (28.2)
48 (22.5)

122 (57.3)
117 (54.9)

55
59
53
8

111
112
104
42

(25.8)
(27.7)
(24.9)
(3.8)

Almost
Never
never experienced
72
96
43
18
41

(33.8)
(45.1)
(20.2)
(8.5)
(19.2)

24 (11.3)
42 (19.7)

(52.1) 37
(52.6) 34
(48.8) 48
(19.7) 101

1
9
6
3
6

M±SD

(0.5)
(4.2)
(2.8)
(1.4)
(2.8)

1.78±.66
1.54±.69
1.91±.68
2.22±.65
2.05±.77

7 (3.3)
6 (2.8)

2.10±.71
1.97±.73

(17.4) 10 (4.7)
(16.0) 8 (3.8)
(22.5) 8 (3.8)
(47.4) 62 (29.1)

1.99±.78
2.04±.76
1.95±.79
0.98±.80

22 (10.3)

89 (41.8)

76 (35.7) 26 (12.2)

1.50±.83

34 (16.0)

72 (33.8)

78 (36.6) 29 (13.6)

1.52±.91
1.81±.50

Table 8. Conflict management styles (N=213).

호사와의 갈등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임상경력

Variables

이 많을수록 역할갈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실무 갈

Conflict Management Styles

Category
Mix
Compromise
Concession
Problem solving
Extorsion
Evation

Frequency (%)
74
45
40
39
10
5

등에서는 30∼39세 간호사가 가장 높았고, 환자/보호자 갈등

(34.7)
(21.1)
(18.8)
(18.3)
(4.7)
(2.3)

에서도 30∼39세 간호사가 가장 높았으며, 임상경력이 4∼9
년인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 타부서와의 갈등 또한 30∼39
세 간호사가 가장 높았고 임상경력이 4∼9년인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 의사와의 갈등에서도 30∼39세 간호사가 가
장 높았으며, 임상경력이 4∼9년인 간호사가 가장 높았다.

역할갈등 정도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병동간호사 관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역할갈등은 모두 연령별로 유의

계에서의 갈등은 본 연구대상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30∼39세 간호사의 역할갈등이

다. Kang SY(2013)의 연구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친절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선주(2012)의 연구에서도

너무 강요하거나 무조건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30대 간호사의 역할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간호사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환자/보호자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Lee EH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관계에서 역할갈등이 가장 심한 것은 간호사들이 간호현장

간호사와의 관계, 간호업무 관련, 환자/보호자 관계, 의사

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

관계 모두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25∼29

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특히 의사와 비교하여 받는 부당한

세 간호사의 역할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대우가 간호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

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Lee EH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들의 숙련된 업무 지식

et al.(2013)의 대상자는 전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최

및 기술을 함양하여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

근 신규간호사의 이동이 많은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신

며,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직을 막아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함

규간호사의 이동이 많을 경우 경력간호사의 역할갈등이

으로써 신뢰받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해진다. 특히 직접간호를 많이 수행해야 하는 20∼29세
간호사의 역할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할갈등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병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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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본 연구와 강지연(2012)의 연구대상자는 대학병원의

와 육아에 지쳐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많은 업무로 인한

간호사들로대학 병원의 특성 상 장기 근속자는 많지만 신

육체적 피로와 부담감 등이 중복되어 역할갈등이 더욱 커

규간호사의 이동이 많고, 이로 인한 30∼39세 경력간호사

지는 것으로 보인다.

들의 역할갈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병동간호사와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 역할갈등을 느끼는 것은 의

의 갈등에서 기혼간호사의 역할갈등이 심했는데 이는 기

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력간호사들의 자존감은 높으나, 독

혼간호사의 가사 일로 인한 부담감 및 시간부족으로 인한

자적 역할수행 면에서 의사와의 더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

갈등의 요인이 겹쳐 30∼39세 경력간호사들의 역할갈등이

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이

더욱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가 필요하며 같은 의료인으로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

결국 신규간호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경력간호사들의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사가 간호사를 존중해주는 병원문

역할갈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 및 경력간

화 형성 또한 중요하다.

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우수한 간호인력의 확보 노력

본 연구에서 다섯 가지 역할갈등 상황 중 첫째 병동간호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와의 관계에서의 역할갈등은 ‘후배간호사에게 가르쳐주

임상경력에 따른 역할갈등을 살펴보면 간호사와의 관계,

어도 잘 따라 하지 못할 때’ 항목을 경험하는 빈도가 가장

환자/보호자와의 관계, 타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에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병동간호사들이 선배간호사나 동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간호사와의 갈등에서만 경

기간호사와의 관계보다는 후배간호사들과의 관계에서 역

력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커졌고 환자/보호자관계, 타부서

할갈등이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Lee EH et al.(2013)의

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에서는 4∼9년 경력간호사의 역할

연구결과 또한 간호사와의 관계에 있어 후배간호사들과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이 가장 큰 것을 보여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선행연구(Lee EH et al., 2013)에서의 총 임상경력에 따른

다. 본 연구에서 병동간호사들은 자신의 간호업무 외에 후

역할갈등을 살펴보면 병동간호사와의 관계, 간호업무 관

배간호사들을 가르치거나 챙겨주는 등 후배간호사들을 도

련, 환자/보호자 관계, 타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모

와주는 일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이에 대해 역할갈등을 많이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병동간호사와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관계와 간호업무 관련해서는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역

Pareek의 분류에 의한 역할갈등 유형 중에 ‘역할과다갈

할갈등이 컸으며, 환자/보호자 관계에서는 3년∼5년이 가

등’이란 개인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자원의 부족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약간 다른 결과를

으로 인하여 역할상대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

보여주었다. 박민향(2001)의 연구에서는 1∼5년 경력간호

우를 말한다(Son EJ, 2011, 재인용). 본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사의 환경에 의한 역할갈등이 가장 컸으며, 경력이 많을수

자신의 간호업무범위를 벗어나 후배간호사를 도와주는 일

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것이 후배간호사와의 역할갈등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경력간호사는 경력이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쌓임으로 인해 업무방법의 이해 및 정보 수집의 기회가 증

간호업무와 관련된 역할갈등은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가되고, 간호전달방식의 특성 상 육체적 피로를 덜 느끼기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환자 관련 처치를 정해진 시간 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처럼

에 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을 때’, ‘근무형태가 3교대로

2010년대 중반의 경우는 간호전달방식의 변화와, 건강관련

인해 힘들 때’ 순으로 나타났다. Lee EH et al.(2013)의 연구

욕구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 요구도의 증가로 인해 간호사에

결과 또한 간호업무와 관련된 역할갈등 시 정해진 시간 내

게 요구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4∼9년 경력간호

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가장 역할갈등을 겪는 것으

사의 역할이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과

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업무환경과 관련

프리셉터로서의 역할, 업무외적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

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간호업무가 신속

며, 선배와 후배 간의 조정자 역할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역할이 많이 요구

나타났다(Lee EH et al., 2012). 또한 30∼39세 경력간호사들

되어 근무 시간 내 업무처리를 긴박하게 해야 하므로 역할갈

의 병동간호사와의 갈등이 심한 이유와 맥락을 함께 한다

등이 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ung(2006)의

고 여겨진다. 30∼39세 기혼간호사의 경우 많은 가사업무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중환자실간호사의 역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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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높은 이유는 중환자실이라는 부서가 위기 상황 및 환

연구에서도 병원마다 타부서와의 역할갈등의 상황은 다른

자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역할이 많이 요구

것으로 나타나 타 부서와의 긴밀성이나 병원 내 특성으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교대라는 특수한 근무

인해 역할갈등의 요인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Kim et

형태로 인해 여전히 많은 간호사들이 역할갈등을 겪는 것

al.(2012)의 연구에서도 열린 의사소통체계를 통한 보건의

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악한 간호업무환경이 이직을 유발

료팀간의 파트너쉽 구축, 보건의료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Kang KN, 2012), 밤 근무 횟수가

을 반영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타 부서

많을수록 이직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

와의 역할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부서의 편의보다는

(Yoo SJ et al., 2009). 따라서 간호업무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상대 부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

다양한 간호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며 간호 인력의 확보(간

로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등급 상향 조정), 야간근무 전담간호사 및 다양한 근무형

의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갈등은 ‘의사끼리 서

태를 통해 간호업무의 환경개선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

로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여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될 때’,

이다. Buchan et al.(2011)은 임금이 간호사의 취업시장에 어

‘의사마다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할

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관된 연구결과는 없지만 분명한 것

때’, ‘전공의들이 잦은 병동 이동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과

은 임금이 간호사를 모집하고, 직장에 오래 동안 남아있게

해결이 반복될 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하고, 더 만족스럽게 일하게 하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명확

Lee EH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사이에 각 국가별 평균

처치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간호사가 이견을 제시했을

임금의 상승보다 간호사 임금의 상승이 더 높아지고 있다

때 의사와 간호사는 갈등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의사

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는 처치 지시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과제

된다고 할 수 있다.

갈등으로 보거나 간호사가 권한 밖의 일을 하려는 것으로

환자/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역할갈등이 가장 많은 것

여겨 과정갈등으로 보고, 간호사는 의사가 자신의 의견을

으로 ‘의사에게 공손하면서 간호사에게는 무례하게 대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관계갈등으로 보는

때’, ‘의사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에게 화를 낼 때’, ‘검사 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은

연 등의 불만을 간호사의 책임으로 돌릴 때’로 나타나 간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며 결국은 의사나 간호사 모두 서

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불만이나

로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태도로 여겨진다. 의사와 간호사

검사 지연 등의 문제를 간호사 탓으로 돌려 환자나 보호자

의 관계는 환자 진료에서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

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역할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

계이며 업무갈등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났다. Lee EH et al.(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원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역할인식의 차이, 고정관념 및

같이‘의사에게 공손하면서 간호사에게는 무례하게 대할 때’

모호한 업무한계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JW et al., 2014).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간호사의 전문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 및 간호

직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병원 조직 내에서 갖는 법적

를 위해 서로 간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파트너쉽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환자의 병원 치료에 있어 간호

을 강화하고 새로운 병원문화를 가꾸어야 하겠으며(Hendel

사보다는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

et al., 2007; Nelson et al., 2008; Lee BJ et al., 2012) 서로의 직

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종에 대한 고유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

다른 부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할갈등은 ‘환자의

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른 관련 부서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예: 검사

병원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유형은

등)’, ‘병동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검사실 직원이 환자이송

혼합유형 34.7%, 타협유형 21.1%, 양보유형 18.8%, 문제해결

등을 요구할 때’, ‘다른 부서의 실수로 인해 간호업무가 지

유형은 18.3%, 강요유형은 4.7%, 회피유형 2.3%로 혼합유형

연될 때’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Lee

을 제외하고 타협유형이 가장 높았고 회피유형이 가장 낮은

EH et al., 2013)에서 다른 부서의 실수로 인해 간호업무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Kim SE, 2010; Sim SJ,

지연될 때를 가장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2015)에서와 같은 결과로 혼합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과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Lee EH et al.(2012)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Hende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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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J et al., 2012)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간의 갈등관리를

Giladi S, Guglielmetti C (2014) Interprofessional team dynamics and
information flow management in emergency departments. J Adv
Nurs. 70: 1299-1309.
Ha NS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Nurse's Decision
Making Style Perceived by Nurses and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and the Organizational Health in Nurses. Korean J Str
Res. 21: 61-71.
Hendel T, Fish M, Berger O (2007) Nurse/physician conflict management mode choices: Implications for improved collaborative
practice. Nurs Adm Q. 31: 244-253.
Kaddourah BT, Khalidi A, Abu-Shaheen AK et al. (2013) Factors
impacting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from a tertiary care
centre. J Korean Clin Nurs Res. 22: 3153-3159.
Kang JY (2012) Spous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of married
nurses' influence on their role conflict. 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ang KN (2012) Nurses' Practice environment,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smallmedium sized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ang SY (2013)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Professional Burnout
of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19: 427-436.
Kilmann, RH, Thomas, KW (1975) Interpersonal Conflict-Handing
Behavior as Reflections of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l Rep. 18: 741-752.
Kim CB, Kim PS (2012) Current status and new policy direction of
healthcare personnel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 940-949.
Kim JK, Kim MJ (2011) A Review of Research on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 J Korean Acad Nurs Adm. 17: 538-550.
Kim SE (2010)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won JW (2006) Influence of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on
MNCs Employees' Organizational-Commitment: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7: 81-104.
Lee BJ, Kim MU (2012)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conflicts
between physicians and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5: 1-25.
Lee EH, Cho KS, Son HM et al. (2012) A Study of the Nurses' Role
Perception and Conflict in the Hospital Nurses. Hospital Nurses
Association. 1-84.
Lee EH, Cho KS, Son HM et al. (2013)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Nurses' Role Conflict in the Hospital Nurses. J Korean Clin
Nurs Res. 19: 81-95.
Lee HL, Yoon KW (2004) Influences on the Duty Performance of
industrial Counselor's Role Conflicts and Duty Stresses. Kor. J.
Counsel. psychoth. 16: 309-325.

위해 타협의 갈등관리 유형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간호사
들은 역할갈등 발생 시 혼합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역할갈등 상황에서 역할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
느 한 가지 유형에 국한되기보다는 역할 갈등의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만큼 간호사는 다양한 대상자나 다
양한 상황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타협이나 양보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역할갈등의 해결 방식으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서 이런 소극적인 방식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근본적인 갈등의 해결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갈
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근무하면서 자주 발생
하는 병동간호사와의 역할갈등, 간호업무 관련 역할갈등,
환자/보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타부서와의 관계에서의
역할갈등, 의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며 상호존중의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소극적인 갈등
관리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갈등관리방법을 통해 보다 근
본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병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추 후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과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역할갈등을 시행
하였으나 병원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갈등을 경험하는 타
직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역할갈등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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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의 정도를 밝히고 이러한
역할갈등 상황 시 갈등을 어떤 유형으로 관리하는지 조사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역할갈등 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에 소재한 일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경력 이상의 간호사 213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ANON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간호사 역할갈등의 총 평균은 1.91점(0∼3점)으로
병원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정도에서 환자/보호자 관계에서의 역할갈등(2.15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간호업무 관련 역할갈등(2.11점), 타부서와의 관계에서의 역할갈등(1.90점), 의사 관계에서의 역할갈등(1.81점)이었고
병동간호사 관계와의 역할갈등(1.5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갈등관리유형을 보면 문제해결유형은 혼합유형
34.7%, 타협유형 21.1%, 양보유형 18.8%, 문제해결유형은 18.3%, 강요유형은 4.7%, 회피유형 2.3%로 혼합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혼합유형과 타협유형의 비교적 긍정적인 갈등관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갈등관리방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병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역할, 갈등, 관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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