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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job competency 

in nursing service workers. Furthermore, we explored the interactive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terms of component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ism on job 

performance. Our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and originality of the job in the professional view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Second, 

we discovered that systematicity and objectivity i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ignificantly affect job 

performance. Third, we foun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each component of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onents of professionalism and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 improve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of professionalism and essential 

dispositions of thinking to enhance nursing service workers' job performance. 

▸Key words: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b competency, nursing service, 

interaction effect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구성요인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문직업관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성요인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몇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문직업관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업무 독자성이 직무수행 능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 내 체계성과 객관성이 직무수행 능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내 구성요인 간 상호작

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

고성향의 구성요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서비스 종사자

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관리에 기여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문직업관, 비판적 사고 성향, 직무수행 능력, 간호 서비스,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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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팬데믹으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인력의 부족과 함께 간호 서비스 종사자

들의 업무수행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환자 수 증

가는 다양한 의료상황을 동반하는데, 특히 위중증 환자와 

수술을 요하는 특별한 의료상황에서는 더욱 환자의 안전

을 관찰하고 관리[1]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전문

적인 업무능력이 요구된다.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자

들은 업무수행 능력의 선행요인을 찾고 척도를 개발하며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을 해 왔다. 

업무능력 향상의 선행요인으로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

고 성향을 들 수 있는데, 백희정[2]은 Hall[3]의 전문직업

관 척도를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간호사 전문직업

관 척도를 제안하였으며, 윤진[4]과 권인수 외[5]는 

Facione[6]의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간호 환경에 적합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도구를 제안하였다. 한편, 인과관

계 연구와 관련해서는 개발된 연구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

직업관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7-8].

기존 연구는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는 상

위차원에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의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의 요인들이 직무수

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호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문직업관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의 상호작용적 효

과를 하위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II. Related Works

1. Professionalism

전문직업관(Professionalism)은 특정 직종에 속한 전문

가 집단이 가지는 직업적 견해를 의미하며, 직업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언론인의 경우 전문직업관은 

언론 분야 전문직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직업적 태도가 전문직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정도로 보

고 있다[9].

간호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업관은 조직몰입과 상관관

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간호업무의 수행 즉, 간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전

문직업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직업 만족도와 조직몰입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10-11]. 바람직한 전문직업관은 

교육과 연구, 건강 환경 구현, 정의와 신뢰 증진, 취약자 

보호 등 윤리강령에 기초한다[12].

특히 회복마취 간호사는 수술한 환자의 마취 전환자를 

관리하고, 마취 중인 환자 대상 모니터를 통한 간호, 수술 

후 회복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마약과 향정

신성 약품 관리와 마취 장비 및 수술환자의 통증관리에 이

르기까지 총체적 마취환자 간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13-14]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문

직업관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의 전문직업관에 대한 연구는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3, 15-16], 전문직업관은 전문

조직의 준거성,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적 업무수

행성,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2-3]. 한편, 국가 간 사회 

문화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직업관의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Yoon 

et al.[17]은 간호사의 전문직업관의 구성요인을 전문직 자

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독자성 등으로 제안하였다.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 사고는 개인 또는 전문적 업무의 문제해결과 의

사결정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18], 

인지적 측면에서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태도적인 측면에

서의 비판적인 사고 성향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비판적 사

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인 비판적 사고능력뿐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적용하

고자 하는 비판적 사고 성향의 증진이 필요하다[8]. 특히 

간호업무 환경은 간호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예

측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다[14].

비판적 사고성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적 정의와 측정이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Facione[6]의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해 왔다. 이후 국내 환

경에 적합한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개발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윤진[4]은 간호학 중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을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지적 열정, 신중성, 자

신감, 체계성,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권인수 외[5]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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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연구에서 지적통합,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 등의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3. Job Competency

직무수행 능력이란 특정 직종과 직위에 따라 독특하게 

요구되는 전문능력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며 이는 직무성과로 표출

된다[19]. 조직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 측면에서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의 차이에 따라 직무성과가 달라진다[20]. 조직 구성

원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통해 자신

의 직무에 대한 보람과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난다.

간호 분야에서 직무수행 능력은 간호업무에 대한 지식

과 판단, 기술, 태도 등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21]. 유제복 외[8]는 간호

사의 임상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셀프

리더십과 간호 전문직관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을 제시하면

서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III. Methodology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간호 서비스에 있어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

고의 구성요인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고, 나아가 이들 영향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성요인 차원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연구 문제

와 연구모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ig. 1 참조).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ism
Job 

Competency

•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 Social recognition
• Professionalism of job
• Originality of job

• Intellectual eagerness
• Systemicity
• Objectivity
• Intellectual fairness
• Prudence

Fig.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인이 

직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전문직업관 구성요인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 구성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다.

2. Measurement

전문직업관(Professionalism)은 특정 직종에 속한 전문

가 집단이 가지는 직업적 견해를 의미하므로[22],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업적 견해로 정의

하고 기존 연구[17, 23]에서 개발된 도구를 기본으로 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전문성, 

간호계 역할, 간호 독자성 등 총 18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3, 매우 그렇다=5)로 구성

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은 개

인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18]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의 문

제해결을 위한 개인적 판단 성향으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

[4]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측정을 위한 하위 

구성항목은 지적 열정, 체계성, 객관성, 지적 공정성, 신중

성 등 27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3, 매우 그렇다=5)로 구성하였다.

직무수행 능력은 간호사가 현장에서 능숙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으로 정의하고, 10년 이

상의 관련 임상경험 관리자와 간호학 교수 및 전문의의 자

문을 받아 특정 간호 서비스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요 

간호 업무수행 능력을 8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3, 매우 그렇다=5).

3. Research Data

본 연구에서는 간호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직업관과 비

판적 사고성향 및 직무수행능력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회복마취 분야 실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7년 수집된 193부의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응답

자들의 연령대는 20대(45.1%)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

로는 30대(34.7%), 40대(17.6%), 50대(2.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5.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간호 서비

스 종사자의 업종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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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ommunality 

(Cum.%)
Cronbah’s α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c1 0.805 0.125 0.151 -0.071
15.3

(15.3)
.720c2 0.708 -0.064 0.062 0.270

c3 0.820 0.181 0.158 -0.004

Social recognition

c4 0.009 0.706 0.364 -0.109

23.8

(39.2)
.844

c5 0.107 0.759 0.151 -0.233

c6 0.011 0.824 -0.012 -0.151

c7 0.115 0.860 0.070 0.008

c8 0.109 0.671 0.170 0.249

Professionalism of 

job

c9 0.069 0.147 0.779 0.246
14.8

(54.0)
.685c10 0.308 0.126 0.615 -0.214

c11 0.114 0.172 0.830 0.138

Originality of job
c12 -0.023 -0.186 0.056 0.797 12.8

(66.8)
.663

c13 0.148 0.028 0.101 0.824

Table 2. Factor Analysis of Professionalism 

Variable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Communality 

(Cum.%)
Cronbah’s α

Intellectual 

eagerness

d1 0.871 -0.054 0.071 0.153 -0.083
18.9

(18.9)
.784d2 0.837 0.171 0.179 0.063 0.001

d3 0.681 0.380 0.058 0.138 -0.073

Systemicity
d4 0.117 0.834 0.196 0.118 -0.081 15.5

(34.4)
.740

d5 0.153 0.868 0.074 0.089 -0.019

Objectivity
d6 0.095 0.116 0.778 0.223 -0.008 12.8

(47.2)
.550

d7 0.136 0.128 0.827 -0.038 -0.019

Intellectual 

fairness

d8 0.296 0.075 0.009 0.784 0.033 13.4

(60.6)
.615

d9 0.016 0.138 0.165 0.849 -0.094

Prudence
d10 -0.038 -0.142 0.050 -0.126 0.865 14.1

(74.7)
.700

d11 -0.071 0.038 -0.075 0.060 0.881

Table 3. Factor Analysi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ge Female Male Total

20s 83 4 87

(%) (43.0) (2.1) (45.1)

30s 62 5 67

(%) (32.1) (2.6) (34.7)

40s 34 - 34

(%) (17.6) - (17.6)

50s 5 - 5

(%) (2.6) - (2.6)

Total 184 9 193

(%) (95.3) (4.7) (100)

Table 1. Samples

IV. Results

1. Reliability Test

전문직업관 측정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사전적으

로 정의된 측정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

과, 해당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문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 분석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즉,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 전문성, 간호 독자성 등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문직업관의 

구성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 변수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수행

한 결과, 개별 문항들은 지적 열정, 체계성, 객관성, 지적 

공정성, 신중성 등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비판적 사고 성향의 구성요인으로 사용하였다

(Table 3 참조).

한편, 직무수행 능력 측정 변수의 경우는 설문으로 구성

된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무수행 능력으로 사용하였다(Table 4).

Variables Factor 1
Communality 

(Cum.%)
Cronbah’s α

Job 

competency 

f1 0.810

68.1 .933

f2 0.830

f3 0.880

f4 0.796

f5 0.833

f6 0.857

f7 0.837

f8 0.753

Table 4. Factor Analysis of Job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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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b 

competencySC SR PJ OJ IE SY OB IF PR 

SC 1

SR 0.215
b

1

PJ 0.366
c

0.375
c

1

OJ 0.122 -0.135 0.152
a

1

IE 0.210
b

0.035 0.051 0.165
a

1

SY 0.153
a

0.193
b

0.204
b

0.054 0.356
c

1

OB 0.310
c

-0.028 0.151
a

0.272
c

0.293
c

0.317
c

1

IF 0.134 0.151a 0.084 0.050 0.343c 0.280c 0.238c 1

PR -0.010 -0.075 -0.190b -0.347c -0.136 -0.130 -0.054 -0.094 1

JC 0.299c 0.158a 0.201b 0.204b 0.238c 0.404c 0.375c 0.252c -0.127 1

a<.05, b<.01, c<.001, JC: Job competency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2. Statistics

측정 변수들의 기초 통계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즉, 

전문직업관 구성요소 중에서 직무 독자성(OJ)이 상대적으

로 높았으나(m=4.080, std=.741), 사회적 인식(SR)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m=2.847, std=.662). 비판적 사고 성

향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객관성(OB)이 가장 높았고

(m=3.930, std=.494), 신중성(PR)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m=2.705, std=.728). 한편 직무수행 능력은 평균 3.967

로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ean STD Min Max

Profession

alism

SC 3.755 0.573 2.333 5.000

SR 2.847 0.662 1.000 4.200

PJ 3.653 0.594 2.000 5.000

OJ 4.080 0.741 2.000 5.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E 3.629 0.551 1.667 5.000

SY 3.155 0.626 1.500 5.000

OB 3.930 0.494 2.500 5.000

IF 3.565 0.559 2.000 5.000

PR 2.705 0.728 1.000 5.000

Job competency 3.967 0.670 1.125 5.000

SC: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R: Social 

recognition, PJ: Professionalism of job, Oj: Originality 

of job, IE: Intellectual eagerness, SY: Systemicity, OB: 

Objectivity, IF: Intellectual fairness, PR: Prudence

Table 5. Statistics of Variables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문직업관을 구성하

는 모든 요인들은 직무수행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도 신중성(PR)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인들이 직무수행 능력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직업관 내에

서는 직무 전문성(PJ)이 전문직 자아개념(SC) 및 사회적 

인식(SR)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내에서는 지적 열정(IE)이 체계성(SY) 및 지적 

공정성(IF)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3. Effect of Professionalism on Job Competency

전문직업관을 구성하는 요인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직무수행 능력, 통제변

수를 성별과 나이로 투입하여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즉, 전문직업관을 구성하는 전문직 자아

개념(β=.225, p<.01)과 업무 독자성(β=.171, p<.05)이 직

무수행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인식과 업무 전문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직업

관의 구성요인 중 전문직 자아개념과 업무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특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

변수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직무수행 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Variable B β t p

SC 0.263 0.225 3.1** 0.002

SR 0.107 0.106 1.4 0.158

PJ 0.047 0.042 0.5 0.594

OJ 0.154 0.171 2.4* 0.016

Gender 0.169 0.053 0.8 0.435

Age 0.016 0.184 2.7** 0.007

*p<.05, **p<.01

SC: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R: Social recognition, 

PJ: Professionalism of job, ON: Originality of job

Table 7. Effect of Professionalism on Job Competency

4.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Job Competency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 사고 성향 측면

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 중

에서 체계성(β=.265, p<.001)과 객관성 요인(β=.268, 

p<.001)이 직무수행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적 열정과 지적 공정성 및 신중성은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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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β t p

IE 0.035 0.029 0.4 0.683

SY 0.286 0.265 3.8*** 0.000

OB 0.364 0.268 3.9*** 0.000

IF 0.100 0.083 1.2 0.226

PR -0.015 -0.016 -0.3 0.804

Gender -0.163 -0.051 -0.8 0.425

Age 0.017 0.189 2.9** 0.004

**p<.01, ***p<.001

IE: Intellectual eagerness, SY: Systemicity, OB: Objectivity, 

IF: Intellectual fairness, PR: Prudence, JC: Job competency

Table 8.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on Job Competency

5. Interaction Effect of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Job Competency

전문직업관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해당 구성요인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총합적 접근을 시도

한 결과 주 효과(main effect)는 존재하였으나 상호작용효

과(interaction effect)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able 9에서 보듯이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상

호작용 항이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Variable B β t p

Professionalism 

Ⓐ
0.252 0.252 3.81*** 0.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0.342 0.342 5.26*** 0.000

Ⓐ×Ⓑ 0.014 0.015 0.23 0.818

Gender 0.009 0.002 0.03 0.976

Age 0.026 0.199 3.12** 0.002

**p<.01, ***p<.001

Table 9. Interaction Effect of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하지만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세부 구성요인 

차원에서의 분석에서 부분적인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문직업관의 업무 전문성(PJ) 요인과 비판적 사

고성향의 체계성(SY) 요인의 상호작용 항(β=.153, p<.05), 

업무 전문성(PJ)과 지적 공정성(IF)의 상호작용 항(β

=-.165, p<.05), 업무 전문성(PJ)과 신중성(PR)의 상호작용 

항(β=-.198, p<.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업관의 업무전

문성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체계성과 지적 공정성 및 신중

성과의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을 시사한다.

Variable B β t p

Model 

1

PJ Ⓐ 0.133 0.133 1.97* 0.050

SY Ⓑ 0.362 0.362 5.48*** 0.000

Ⓐ×Ⓑ 0.131 0.153 2.33* 0.021

Gender 0.034 0.007 0.11 0.913

Age 0.028 0.211 3.22** 0.002

Model 

2

PJ Ⓐ 0.175 0.175 2.55* 0.012

IF Ⓑ 0.237 0.237 3.45** 0.001

Ⓐ×Ⓑ -0.139 -0.165 -2.41* 0.017

Gender 0.178 0.038 0.55 0.582

Age 0.026 0.201 2.95** 0.004

Model 

3

PJ Ⓐ 0.128 0.128 1.77 0.079

PR Ⓑ -0.058 -0.058 -0.81 0.421

Ⓐ×Ⓑ 0.191 0.198 2.78** 0.006

Gender 0.283 0.060 0.86 0.391

Age 0.031 0.233 3.28** 0.001

*p<.05,**p<.01, ***p<.001

Table 10. Interaction Effect of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t the component level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 성

향의 하위 구성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구성요인 간

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업관을 구성하고 있는 하

위 요인 중 전문직 자아개념과 업무 독자성이 직무수행 능

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 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직업관을 전문직 자아개

념과 업무 독자성 측면에서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 중 

체계성과 객관성이 직무수행 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

는 상황이 잦은 간호업무환경을 고려할 때 간호 서비스 종

사자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 대처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직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전문직업관이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에서 하위 구성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부분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직업관의 하

위 요인 중 업무전문성은 직무수행 능력에 독자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의 구성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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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직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전문직업관의 업무 전문성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 체계성, 지적 공정성, 신중성과 각각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문직업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상위차원이 

아닌 하위차원에서 직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접근을 하였으며, 나아가 하위차

원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탐색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전문직업관의 선행요인[24]과 매

개효과[25] 연구, 비판적 사고성향의 선행요인[26] 연구,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요인[27] 연구 등과 함께 개인 및 조

직 성과향상을 위한 이론 확장에 기여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

을 가진다. 첫째, 설문 대상자의 업무 분야 측면에서의 한

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마취 분야 간호 서비스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해당 분야에 제

한적으로 해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다양한 분

야로 확장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대상자의 지역 측면에서의 한계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하여 수집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확장을 통한 일반화의 노력이 요

구된다. 셋째, 간호 업종 특성상 여성 비중이 높은 성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통제변수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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