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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for clinic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included 224 nurses
from four hospitals located in D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3 to 21 August 2020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was assessed by Baron and Kenny's three-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method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r=.45, p<.001),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r=.18, p=.005), and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r=.34, p<.001). Also,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β=.32, p<.001) showed a tot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Conclusion: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and establish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upports it will help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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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화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WLB이 유지될 때 개인은 적절한 기
능 상태를 유지하며 역할 갈등을 최소한으로 경험한다(Clark,
2000). 따라서 WLB이 높을 때 다양한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만큼 간호서비스 질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의 일을 중시하던 사회적 분위기
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 삶의 질을 향상

문에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
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삶에 관심이

간호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은 환자와의 교

많고, 일과 함께 개인 삶의 행복을 중요시 여겨 균형적인 삶을 사

류를 통해 환자의 요구와 만족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수준으로 간호의 우수성을 의미한다(Lee, 2003). 간호서비스

WLB)이란 직장과 직장 외 가정이나 사회적 활동이 삶의 우선순

질은 간호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위에 부합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로(Twenge, Campbell,

(Cronin & Tayler, 1992), 간호조직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Hoffman, & Lance, 2010), 일과 일 외의 영역 즉, 가족, 여가,

대응하며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간호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의 지각된 균형감을 의미한다(Kim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내 간호서비스 질을 높

& Park, 2008). 우리나라의 일과 삶의 균형 지수는 경제협력개발

이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 회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and Develop-

복탄력성, 간호조직문화, 간호근무환경과 조직 내 의사소통 등

ment, OECD)의 40개 회원국 중 37위로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

이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Shin et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 이는 OECD 회원국

al., 2017; Do et al., 2014; Park & Jun, 2020). 특히 간호조직문

의 연간 근로시간보다 길고 레저 및 여가시간은 짧은 것을 의

화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

미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여가를 즐기지 못했기

데, 실제로 간호사들에 의해 공유되는 간호조직문화가 긍정적

때문에 WLB이 조화롭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WLB

이고 발전적이면 간호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저하될 뿐

(Shin et al., 2017).

만 아니라 직무 만족 저하, 조직 몰입 감소와 이직 증가 등 부정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WLB은 직무동기 및

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Lee & Jang, 2013; Lingard, Brown,

직무만족과 관계를 보이고(Tanaka, Maruyama, Ooshima, &

Bradley, Bailey, & Townsend, 2007).

Ito, 2011),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Choi, 2015) 것으로 보고되

우리나라는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

고 있다. 관련요인은 개인적 차원, 근로 관련 차원 및 조직 차원

회적 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가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근무유연성, 탄력적 교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

근무 형태, 동료지지, 의료기관 내 지원 등(Jung, Kim, & Lee,

야 한다(Kim, 2012).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남성에 비해 취업

2017; Shin et al., 2018; Jeong & Lee, 2020)의 조직적 차원 요

여성은 역할 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간호사는 대부분 여

인과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어 WLB에 있어 조직문화의 중요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의 특성상 교대근무, 야간근무,

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

는 행동, 인지, 태도 및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동

양육과 가사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실제 기혼인 여성간호사의

과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Im, Sung, & Jung,

역할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과 가정에서 역할 갈등으

2016). WLB 조직문화는 WLB과 조직문화가 합쳐진 복합단어

로 인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였다(Camerino et al.,

로써 WLB을 유지하기 위한 직장문화를 의미하며, 기업이 조

2010). 이러한 간호사의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갈등은 그들로

직원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지원하는 것이다(Nitzsche, Pfaff,

하여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간호

Jung, & Driller, 2013). 국내에서 WLB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사의 이직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

위하여 개발된 도구는 기업의지, 상사배려, 동료 의사소통, 동

Jang, 2013; Choi, 2015). 미혼여성 간호사 역시도 자신의 삶과

료지원, 제도사용의 용이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을 중요시하고,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 현재 직장보다

(Park & Sohn, 2016). WLB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는 조직구성

나은 조건의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고 하여

원의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Lee & Choi, 2019; Kim

(Choi, 2015) 이러한 현상은 기혼여성 간호사에게만 국한된 것

& Choi, 2018), 조직의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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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과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WLB은 WLB 조직문화(Lee & Choi, 2019;
Kim & Choi, 2018)에, 간호조직문화는 간호서비스 질(Shin et

2. 연구대상

al., 2017; Park & Jun, 202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인 임상간호사의 WLB의 인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4곳의 병원을 편의 표출하여 간호

식이 높아지면 WLB을 지원하는 조직문화도 발전하여 간호사

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현재 병원 근

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간호부 소속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

다. 선행연구를 통해 WLB과 WLB 조직문화의 관계를 탐색한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연구는 있으나 실제로 간호사의 WLB과 WLB 조직문화가 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서면으로 동의서

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를 작성한 다음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

그러나 간호사 개인의 삶의 질과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간호

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독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간호사의 WLB은 매우

립변수 18개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WLB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

는 총 183명이었으나 탈락률 20%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였

치는 영향과 간호사의 WLB과 간호서비스 질 사이에서 WLB

으며,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하고 총 224부를 대상

조직문화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WLB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WLB 조
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

3. 연구도구

호사의 WLB 향상과 WLB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5문항, 일과 삶의 균형 29문항, 일

마련하고자 한다.

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22문항, 간호서비스 질 20문항으로 구
성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였고, 모든 도구는 저자의 허

2. 연구목적

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간호서비스
질과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의 정도와 관계를 살펴보고, 일과

1) 일과 삶의 균형

삶의 균형과 간호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Kim과 Park (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수준 측정도구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 영역의 총 29문항으로 일-가족

 대상자의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화의 정도

균형 8문항, 일-여가 균형 8문항, 일-성장 균형 9문항, 일-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역문항

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화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WLB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WLB 조
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reverse scale)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
형 수준이 낮음을 의미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문항을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총점 범위는 29~145점이다. 본 연구
에서는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kim과 Park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는 .74-.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2)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Park과 Sohn (2016)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 측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과 간호서비스의 질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영역의 총 22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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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B 기업의지 5문항, WLB 상사배려 5문항, 동료의사소통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문항, 동료지원 4문항, WLB 제도사용 용이성 4문항으로 구성

조직문화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 Scheffé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총점 범위는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과

 대상자의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화 간의 상관

관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Park과 Sohn (2016)의 연구에서 도

 WLB과 간호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WLB 조직문화의

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3단

⍺는 .92였다.

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와 Rockwood (2017)의 PROCESS macro

3) 간호서비스 질

V3.4, Model 14를 활용하였다.

Cronin와 Tayler (1992)에 의해 개발된 SERVPERF 모델의

연구결과

내용에 근거하여 Lee (2003)가 수정 ․ 보완한 간호서비스 질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형성 4문항, 신뢰성 4문항, 반응
성 4문항, 확신성 4문항, 공감성 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20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서비스 질을 측
정하기 위한 도구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총점

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서비스 질이 높음

연령은 33.50세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96.4%로 대부분이었으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

며, 종교는 없는 사람이 64.3%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53.1%였

수를 사용하였다. Lee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

으며, 교육정도는 학사 66.5%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병원에서

bach’s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의 근무경력은 37~120개월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
무경력은 94.99개월이었다.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은 대학병원

4. 자료수집

에 다니는 사람이 69.2%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내외과 병
동 57.1%였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8.6%였다. 한 달 야간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434220200514-HR-019-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

근무일 수는 6~8일이 42.4%였고, 휴일 수는 9~10일 53.1%였
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59.8%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였다. D시에 위치
한 병원 4곳을 선정하여 간호부의 허락을 받아 밀봉된 봉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

2. 대상자의 WLB, 간호서비스 질, WLB 조직문화의
정도

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참여에 거부할 수 있음과 연구에 참여 도중 언제든 연구참여에

대상자의 WLB은 5점 만점에 평균 2.81점이었으며, 하위영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가 기입식 설

역별로는 일-가족 균형이 3.14점, 일-성장 균형 2.75점, 일-여가

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가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균형 2.64점, 일-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2.59점이었다. 간호

선물을 제공하였다.

서비스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다. WLB 조직문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16점이었으며, 동료의사소통이 3.63점, 동

5. 자료분석

료지원 3.54점, WLB 상사배려 3.18점, WLB 제도사용 용이성
3.12점, WLB 기업의지는 2.47점이었다(Table 2).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WLB, 간호서비스 질,
WLB 조직문화의 차이

직문화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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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Work-Life Balance, Quality of Nursing Service,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4)
n (%) or
M±SD

Quality of nursing
service

WLB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
26~29
30~39
≥40

30 (13.4)
55 (24.6)
93 (41.5)
46 (20.5)
33.50±7.49

2.82±0.59
2.80±0.61
2.77±0.65
2.88±0.65

0.28
(.839)

3.67±0.34
b
3.74±0.35
3.80±0.69c
d
4.01±0.37

5.73
(.001)
a, b＜d

3.17±0.52
3.14±0.46
3.29±0.66
3.01±0.59

1.48
(.218)

Gender

Female
Male

216 (96.4)
8 (3.6)

2.80±0.63
2.88±0.72

-0.32
(.743)

3.76±0.43
3.80±0.54

-0.24
(.805)

3.15±0.54
3.21±0.63

-0.29
(.772)

Religion

Yes
No

80 (35.7)
144 (64.3)

2.83±0.60
2.79±0.65

0.38
(.702)

3.85±0.53
3.71±0.35

2.36
(.019)

3.29±0.51
3.08±0.55

2.79
(.006)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05 (46.9)
119 (53.1)

2.85±0.61
2.77±0.64

0.95
(.340)

3.88±0.36
3.65±0.46

4.11
(＜.001)

3.23±0.49
3.09±0.58

1.90
(.058)

Education level

College
University
≥Masters

37 (16.5)
149 (66.5)
38 (17.0)

2.80±0.68
2.78±0.61
2.92±0.65

0.74
(.476)

3.67±0.37a
b
3.73±0.43
c
3.96±0.44

5.70
(.004)
a, b＜c

3.08±0.55a
b
3.12±0.55
c
3.36±0.48

3.37
(.036)
a, b＜c

Total career
(month)

6~12
13~36
37~120
≥121

9 (4.0)
25 (11.2)
92 (41.1)
98 (43.7)
120.79±87.91

2.63±0.58
2.78±0.53
2.83±0.67
2.81±0.62

0.28
(.838)

3.69±0.36
3.68±0.33
3.70±0.49
3.84±0.39

2.00
(.115)

2.98±0.89
3.20±0.36
3.18±0.59
3.14±0.51

0.41
(.744)

Current hospital
work experience
(month)

6~12
13~36
37~120
≥121

22 (9.8)
50 (22.3)
81 (36.2)
71 (31.7)
94.99±83.34

2.84±0.60
2.85±0.60
2.84±0.64
2.73±0.65

0.57
(.634)

3.70±0.29
3.70±0.36b
c
3.70±0.49
d
3.88±0.42

2.92
(.035)
b, c＜d

3.12±0.67
3.23±0.47
3.17±0.54
3.10±0.56

0.52
(.664)

Hospital type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155 (69.2)
22 (9.8)
47 (21.0)

2.77±0.65
2.74±0.63
2.95±0.56

1.63
(.198)

3.77±0.46
3.82±0.35
3.68±0.34

1.15
(.316)

3.11±0.56
3.20±0.51
3.28±0.49

1.69
(.187)

Work unit

Medical/Surgical wards
†
Special departments
Outpatient

128 (57.1)
63 (28.1)
33 (14.7)

2.79±0.60
2.81±0.71
2.86±0.59

0.15
(.861)

3.72±0.44
3.76±0.43
3.92±0.35

2.82
(.061)

3.17±0.56
3.10±0.54
3.21±0.47

0.50
(.605)

Job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igher than head nurse

176 (78.6)
26 (11.6)
22 (9.8)

2.81±0.63
2.74±0.55
2.85±0.74

0.21
(.810)

3.74±0.42
b
3.67±0.35
3.99±0.50c

3.82
(.023)
a, b＜c

3.17±0.55
2.96±0.54
3.29±0.47

2.42
(.091)

Shift work

Yes
No

148 (66.1)
76 (33.9)

2.75±0.63
2.91±0.61

-1.71
(.089)

3.72±0.42
3.84±0.45

-1.95
(.052)

3.11±0.56
3.25±0.51

-1.92
(.056)

Number of
night duty
(days/month)

0
1~5
6~8
≥9

89 (39.7)
27 (12.1)
95 (42.4)
13 (5.8)

2.90±0.61
2.79±0.66
2.73±0.64
2.80±0.59

1.05
(.367)

3.80±0.42
3.80±0.35
3.69±0.45
3.85±0.45

1.36
(.254)

3.26±0.52a
b
3.08±0.58
c
3.04±0.54
3.39±0.50d

3.61
(.014)
a, d＞c

Number of
off days
(days/month)

≤8
9~10
≥11

70 (31.3)
119 (53.1)
35 (15.6)
9.30±1.88

2.70±0.64
3.97
b
(.020)
2.79±0.63
3.06±0.54c a, b＜c

a

3.68±0.38
3.77±0.48
3.89±0.31

2.74
(.067)

3.11±0.58
3.13±0.55
3.34±0.41

2.36
(.096)

Perceived
health status

Bad
Usual
Good

41 (18.3)
134 (59.8)
49 (21.9)

2.32±0.46
42.86
2.75±0.56b (＜.001)
c
3.36±0.51 a, b＜c

a

3.69±0.57
3.73±0.38
3.89±0.41

2.98
(.052)

2.85±0.63
3.15±0.49b
c
3.42±0.50

13.12
(＜.001)
a, b＜c

Annual income
(10,000 won)

＜4,000
4,000~5,000
5,000~6,000
＞6,000

105 (46.8)
51 (22.8)
34 (15.2)
34 (15.2)

2.80±0.58
2.72±0.62
2.89±0.69
2.88±0.74

5.73
(.001)
a, b＜d

3.17±0.52
3.14±0.46
3.29±0.66
3.01±0.59

1.48
(.218)

0.65
(.579)

a

a

a

a

3.67±0.34
3.74±0.35b
c
3.80±0.69
d
4.01±0.37

a

WLB=work-life balance; †Special departments;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anesthesia room, emergency room.

Vol. 30 No. 3, 2021

83

조 정 화

라 차이가 있었다. 한 달의 휴일 수에서는 11일 군이 9-10일 군

(p =.036). 한 달의 야간근무 일수가 9일 이상 군과 0일 군이 6-8

과 8일 이하 군보다 높았으며(p =.020),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일 군보다 높았고(p=.014),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군은 보통 군

은 군은 보통 군과 나쁜 군보다 WLB 정도가 높았다(p <.001).

과 나쁜 군보다 WLB 조직문화 정도가 높았다(p<.001)(Table 1).

대상자의 간호서비스 질은 연령, 종교, 결혼상태, 학력, 현 병
원에서의 근무경력, 직위와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0세 이
상 군이 26~29세 군과 25세 이하 군보다 높았다(p=.001), 종교

4. 대상자의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화
간의 관계

가 있는 군은 없는 군보다 간호서비스 질이 높았다(p =.019). 기
혼 군이 미혼 군에 비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았으며(p <.001),

대상자의 WLB은 간호서비스 질(r=.18, p=005)과 WLB 조

석사 이상 군이 학사 군과 전문학사 군보다 높았다(p =.004). 현

직문화(r=.45, p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재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이 121개월 이상 군이 37-120개월 군과

한 WLB 조직문화와 간호서비스 질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13-36개월 군보다 높았으며(p =.035), 수간호사 이상 군이 일반

가 있었다(r=.34, p <.001)(Table 3).

간호사 군과 책임간호사 군보다 높았다(p =.023). 또한 연봉
6,000만 원 이상 군의 간호서비스 질은 4,000-5,000만 원 군과
4,000만 원 이하 군보다 높았다(p <.001).

5. 대상자의 WLB과 간호서비스 질에서 WLB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WLB 조직문화는 종교, 학력, 한 달의 야간근무 일
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은 없는 군보다 WLB 조직문화 정도가 높았으며(p=.006), 학

는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ston 지수는 1.76로 2에 가까

력수준은 석사 이상 군이 학사 군과 전문학사 군보다 높았다

워 독립성을 만족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Table 2. Degree of Work-Life Balance, Quality of Nursing Service, and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N=224)
Variables (Range)

M±SD

Min~Max

WLB (1~5)
Harmony of work-family
Harmony of work-leisure
Harmony of work-growth
General evaluation of life

2.81±0.63
3.14±0.63
2.64±0.75
2.75±0.76
2.59±0.90

1.38~5.00
1.50~5.00
1.00~5.00
1.00~5.00
1.00~5.00

Quality of nursing service (1~5)

3.76±0.43

1.00~5.00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1~5)
WLB organizational management
WLB supportive supervisors
Empathetic communication with coworkers
Coworkers' material support to WLB
Accessibility to WLB programs

3.16±0.54
2.47±0.78
3.18±0.79
3.63±0.65
3.54±0.69
3.12±0.79

1.27~5.00
1.00~5.00
1.00~5.00
1.00~5.00
1.00~5.00
1.00~5.00

WLB=work-life balanc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f Work-Life Balance, Quality of Nursing Service, and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N=224)
Variables
WLB

WLB

Quality of nursing
service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r (p)

r (p)

r (p)

1

Quality of nursing service

.18 (.005)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45 (＜.001)

WLB=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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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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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공차의 한계값은 0.7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12.0%로 나타났으며, 이 때 3단계 회귀

(Variance Inflaton Factor, VIF)는 1.25로 10 미만이므로 다중

계수(β=.03)가 2단계 회귀계수(β=.18)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났다(Table 4). 따라서 3단계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본 연구에서 WLB이 WLB 조직문화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에

관계를 가지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영향을 미친다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못하여 WLB과 간호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WLB 조직문화는

(1986)의 3단계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매개변수를 독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nett, 2000). 즉, Figure 1

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고, 2단계에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에서 나타난 것처럼 WLB을 높게 지각할수록 WLB 조직문화

대해 회귀분석한 다음, 3단계에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

는 증가하였고, 증가된 WLB 조직문화는 간호서비스 질을 증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다. 1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가시켰다.

WLB이 매개변수인 WLB 조직문화(β=.45, p<.001)에 유의한

그리고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20.0%였다. 2단계의 분석결과, 독립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WLB 조직문화의 매

변수인 WLB이 종속변수인 간호서비스 질(β=.18, p=.005)에

개효과 계수값은 .19였으며, 95% 신뢰구간 하한값 .06과 상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3단계의 분

값 .34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Hayes, Rockwood,

석결과, WLB과 매개변수인 WLB 조직문화를 함께 독립변수

2017)으로 확인되었다.

로, 간호서비스 질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WLB 조직문화

논

(β=.32, p<.001)가 간호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의

으로 나타났고, WLB과 간호서비스 질(β=.03, p=.601)과의 관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간호서비스

본 연구는 간호사의 WLB이 간호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ork-Life Bal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N=224)
Variables

B

SE

β

Step 1. WLB →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0.39

.05

.45

Step 2. WLB → Quality of nursing service

0.12

.04

.18

Step 3. WLB,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
Quality of nursing service
1) WLB -＞Nursing service quality
2) Organizational culture supporting WLB →
Quality of nursing service

0.02
0.26

.04
.05

.03
.32

R2 (Adj. R2)

F (p)

7.56 ＜.001

.20 (.20)

57.23 (＜.001)

2.81

.03 (.03)

7.92 (.005)

.12 (.11)

15.09 (＜.001)

t

p

.005

0.52
.601
4.63 ＜.001

WLB=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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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있어서 WLB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간호서

서비스 질은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있거나, 기혼이거나, 학

비스의 질에 대한 WLB과 WLB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확

력 및 연봉이 높을수록, 현재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이 121개월

인하여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

이상일수록, 수간호사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

되었다.

구(Shin et al., 2017)와 유사한 결과이었으며, 최종학력과 연봉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WLB은 평균점수가 2.81점으로 측정

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과 직위가 상승하여 전문성이

도구의 ‘보통이다’ 의 3점보다 낮음으로 나타나 간호사들의

향상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게

WLB은 불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눈여겨 볼 점

로 측정한 2교대 근무 간호사와 3교대 근무 간호사(Shin et al.,

으로 간호사 총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현재 근무

2018), 서비스직 여성근로자(Cho & Lee, 2017)보다 낮았으나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간호서비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Jeong & Lee, 2020)보다 높은 것으

스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경력이 많은

로 나타났다. 하위범주 별로 살펴보면, 일과 가족의 균형이 평

간호사도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균점수보다 높았으며,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일-삶의 전

는 의미로, 이직한 간호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간호서

반적인 평가 순으로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이는 간호사와 서비

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스직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에 대한 선행연구

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장기근속

(Shin et al., 2018; Cho & Lee, 2017; Jeong & Lee, 2020)의 결

을 격려하여 간호의 지속성을 증진시키고, 경력에 상응하는 연

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일과 가족의 균형보다 자기개발 및 여가

봉과 승진 제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활동, 건강관리 등이 더 불균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WLB 조직문화는 평균 3.16점이었으

영역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며, 종교, 학력, 야간 근무일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

일과 가족의 균형을 넘어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역시 중요

가 있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의료기관 종사자(Lee,

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9)와 수도권 직장인(Lee & Choi, 2019), 기혼 맞벌이 직장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은 휴일 수가 많을수

인(Kim & Choi, 2018)의 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상자

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 일반적 특성이나 직업적 특성에 따라 WLB 조직문화에 차

한 선행연구(Jung et al., 2017)에서 주당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이가 있다고 한 Lee (20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의료기

간호사가 WLB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WLB 조직문화를 연구한 Lee (2019)의

간호사의 휴일 수가 많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으며,

타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비스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중 남성이 47.7%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여성 간호사인

한 연구(Cho & Lee, 2017)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WLB

본 연구와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의 점수에 차이가 있었을 것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휴일이나 근무시간과

으로 생각된다.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동료의사소통, 동료지

WLB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원, WLB 상사배려 순으로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WLB

WLB 제도사용 용이성, WLB 기업의지 순으로 평균점수보다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Jung et al., 2017; Cho & Lee,

낮았다. 하위범주의 점수는 선행연구의 대상자에 따라 순위가

2017)이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이 불균형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종의 특성이 WLB 조직

할 경우 건강위험요인 증가와 건강수준 저하가 초래된다고 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였으나(Lunau, Bambra, Eikemo, Van der Wel, & Dragano,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간호사는 WLB에 대해 동료와의 의사소

2014) 반대로 건강상태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

통이나 지원이 잘 되며, 상사 또한 간호사로서 어려움에 대해

에 대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간호사의 휴식이나 건강

공감하기 때문에 WLB에 대한 문화 형성이 잘 공유되는 것으

과 관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다각도에서 접근한 후속연구가

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나 병원의 제도상에서는 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따라서 간호사의 WLB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의 간호서비스 질은 평균 3.76점

을 유지하기 위한 배려가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Shin et al., 2017)의 결

다. 따라서 간호사의 WLB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

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간호

호조직과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간호사의 WLB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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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심을 두고 제도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WLB을 지원하

과 WLB 조직문화를 동시에 개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데

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WLB, 간호서비스 질과 WLB 조직문

결론 및 제언

화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LB이
높을수록 간호서비스 질이 높으며, WLB 조직문화 또한 높다
는 것이다. 또한 WLB 조직문화는 WLB과 간호서비스 질의 관

본 연구는 일 지역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WLB과 간호서

계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WLB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WLB이 간호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매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WLB은 WLB 조직문화와 간호

개변수인 WLB 조직문화을 통제한 후에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서비스 질에, WLB 조직문화는 간호서비스 질과 유의한 상관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간호사의 WLB 조직문

관계가 있었다. 간호사의 WLB과 간호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화의 효과가 통제된 후에는 WLB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WLB 조직문화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간호사의 WLB은 WLB 조직문

호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재를 마련할 때 WLB과 WLB

화을 거쳐서 간호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

조직문화를 함께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면, WLB만을 중재하는

이 성립되었다. 즉, 간호사의 WLB이 높을수록 WLB 조직문화

것보다 간호사의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를 높여 궁극적으로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다. Choi와 Tak (2020)은 직장인의 WLB이 삶의 만족에 미치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경우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

는 영향 사이에서 WLB 조직문화가 조절효과의 역할을 한다고

으므로 추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WLB과

하였다. 이는 개인의 WLB이 낮더라도 WLB 조직문화가 완충

WLB 조직문화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역할을 하여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WLB 조직문화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사의 WLB과 WLB

의 역할이 삶의 만족에 중요함을 시사하여 본 연구에서 WLB

조직문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은 WLB 조직문화를 통해서만 간호서비스 질이 높아져 개인

REFERENCES

의 WLB보다 WLB 조직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Lee (2019)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에서 WLB 조직문화는 WLB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

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WLB은 WLB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실현되
며, WLB 조직문화가 개인의 WLB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해석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할 수 있으나 이를 밑받침할 선행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따라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서 임상간호사의 WLB과 WLB 조직문화 간의 관계를 양방향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earch in

으로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개인의 WLB과 개인이 WLB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문
화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의 결과에 편향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

Nursing &Health, 23, 415-420.
https://doi.org/10.1002/1098-240X(200010)23:5<415::AID-N
UR8>3.0.CO;2-H
Camerino, D., Sandri, M., Sartori, S., Conway, P. M., Campanini,
P., & Costa, G. (2010). Shift work, work-family conflict among
Italian nurses, and prevention efficacy. Chronobiology International, 27(5), 1105-1123.
https://doi.org/10.3109/07420528.2010.490072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

Cho, M. K., & Lee, H. K. (2017). Factors Influencing Work-life

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

Balance in Femal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

가 미비한 WLB과 WLB 조직문화가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tional Health Nursing, 26(4), 261-272.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WLB과 간호서
비스 질의 관계에서 WLB 조직문화의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WLB

https://doi.org/10.5807/kjohn.2017.26.4.261
Choi, H. J. (2015). Moderating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between job organizational career characteristic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Vol. 30 No. 3, 2021

87

조 정 화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3), 297307.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3.297

Gimhae. UCI/I804:48012-200000226408
Lee, J. M., & Choi, H. G. (2019).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Choi, K. H., & Tak, J. K. (2020). The Effect of Goal-focused Self

supporting work-life balance on well-being and depression

Regulation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Work-

mediated by work-life balance: An application of multi-group

life Balance and a Moderating Effect of WLB Organizational

analysis across gender and ag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2(1), 1-27.

Psychology, 33(1), 1-33.
UCI(KEPA)/I410-ECN-0101-2020-180-000464012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https://doi.org/10.1177/0018726700536001

https://doi.org/10.24230/kjiop.v32i1.1-27
Lee, M. A. (2003). A study of the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consumers and providers, and the tool that measures nurs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72-783.
https://doi.org/10.4040/jkan.2003.33.6.772

Cronin Jr, J. J., & Taylor, S. A. (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Lee, Y. S., & Jang, S. J. (2013). The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3), 55-68.

organizational culture, and supervisor support, on the mental

https://doi.org/10.1177/002224299205600304
Do, S. Y., Nam, Y. H., Bae, J. Y., Kim, C. R., Jeong, S. Y., Jeong, Y. S.,
et al. (2014). The influence of ego resiliency & job stress on service quality in nurse.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8(1), 1-11.
Hayes, A. F., & Rockwood, N. J. (2017). Regression-based statisti-

and physical health of married nurses. Health Social Welfare
Review, 33(4), 397-418.
https://doi.org/10.15709/hswr.2013.33.4.394
Lingard, H., Brown, K., Bradley, L., Bailey, C., & Townsend, K.
(2007). Improving employees' work-life bala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ject alliance case study. Journal of Construc-

cal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3(7), 807-815.

Observations, recommendations, and implementation. Beha-

https://doi.org/ 10.1061/ASCE0733-93642007133:10807

viour Research and Therapy, 98, 39-57.
https://doi.org/10.1016/j.brat.2016.11.001
Im, M. K,. Sung, Y. H,. & Jung, J. H. (2016). Relationship among
type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burnout as perceived by perioperativ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3(2), 170-180.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2.170
Jeong, Y. R., & Lee, T. H. (2020).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coworker support on work-life balance in nurses reinstated after
parental leav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6(4), 331-339.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4.331
Jung, M. S., Kim, H. R., & Lee, Y. J. (2017). Factors influencing
work-life balance in Korean registered nurses. Korean Journal

Lunau, T., Bambra, C., Eikemo, T. A., Van der Wel, K. A., & Dragano, N. (2014). A balancing act? Work-life balance, health and
well-being in European welfare state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4(3), 422-427.
https://doi.org/10.1093/eurpub/cku010
Nitzsche, A., Pfaff, H., Jung, J., & Driller, E. (2013). Work-life
balance culture, work-home interaction, and emotional exhaus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5(1), 67-73.
https://doi.org/ 10.1097/JOM.0b013e31826eefb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OECD Better Life Index. Retrieved March 1, 2019,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Park, C. Y., & Sohn, Y. M. (201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6(2), 114-123.

study of the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Scale.

https://doi.org/10.5807/kjohn.2017.26.2.114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6(8), 693-705.

Kim, C. W., & Park, C. Y.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ork-life Balance Scale. Journal of Leisure Studies, 5(3), 53-69.
UCI/G704-002221.2008.5.3.005
Kim, M. Y. (2012). Nurses' work-family balance: The gender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1),
87-95. https://doi.org/10.11111/jkana.2012.18.1.87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693
Park, M. H., & Jun, M. K. (2020). Effects of job-esteem, nursing
practic environment, communication within organization on
quality of nursing service of hospital nurses.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188-188.
UCI(KEPA)/I410-ECN-0101-2020-512-001288909

Kim, S. H., & Choi, H. G. (2018). The effect of WLB organizational

Shin, E. S., An, M. J,. Choi, M. L., Lee, A. K., Jeon, E. A., Jeoung, Y.

culture on work-life balance.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 et al. (2017).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nursing service

Management Association, 129-158.

among clinical nurses: Focused on resilience and nursing or-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1046

ganizational cultur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Lee, J. K. (2019). The effect of work life balance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work life balance among
hospital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88

Korean J Occup Health Nurs

23(3), 302-311.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3.302
Shin, Y. H., Choi, E. Y., Kim, E. H., Kim, Y. K., Im, Y. S., Seo, S. S., et

임상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과 간호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가 미치는 매개효과
al. (2018). Comparison of work-life balance, fatigue and work
errors between 8-hour shift nurses and 12-hour shift nurses in
hospital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

Clinical Nursing, 20(12), 12-22.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0.03354.x
Twenge, J. M., Campbell, S. M., Hoffman, B. J., & Lance, C. E. (2010).

search, 24(2), 170-177.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Leisure and extrinsic

https://doi.org/10.22650/JKCNR.2018.24.2.170

values increasing, social and intrinsic values decreasing. Journal

Tanaka, S., Maruyama, Y., Ooshima, S., & Ito, H. (2011). Working
condition of nurses in Japan: awareness of work-life balance

of Management, 36(5), 1117-1142.
https://doi.org/10.1177/0149206309352246

among nursing personnel at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Vol. 30 No. 3, 2021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