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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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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adership Style of Head Nurse, Nursing Performance,
an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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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as descriptive study to research how the culture of nursing organizations effect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leadership styles of head nurses and the nursing performance.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310 nurses working at the general hospitals in S city. Leadership styles of head nurses, nursing performanc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were used as measuring devices. Results: The analysis result of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leadership styles of head nurses and nursing performance indicat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leadership of
head nurses an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s meaningful and, eventually, there is difference of effects of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and emotional 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depending o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Conclusio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as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gets improved, the effect of the 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will increase. Therefore, plans to emphasize and manage the characteristic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and along with the speculation of leadership styles of head nurses, alternatives to apply them to current nursing
organizations and put them into practice should be made.
Key Words: Head nurse, Leadership, Work performance, Organizational culture

서 론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인적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2].

1. 연구의 필요성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이

최근 의료기관들은 대상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하면

끌어 주는 특별한 영향력이며[3] 간호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서 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

간호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4] 간

해 마케팅, 조직관리, 경영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들을 직접적으로 지

있다[1]. 특히 의료기관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양

휘ㆍ감독하는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5].

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접적

수간호사는 간호단위의 책임자이며 간호업무의 성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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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자이다. 간호업무성과는 간호

다[10].

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간호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대상자

간호사의 리더십유형과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간

인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제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업

호사의 리더십유형과 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간호조직 문화

무를 말한다[6]. 특히 간호조직 내에서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간호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의

전문 간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라 할 수 있

연구 방법

다[7]. Kim과 Han [8]은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간호업무수행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수간호사의 리더십
은 일반간호사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쳤다[9].
또한 간호조직은 간호사의 활동 지침이 되고 행동 규범을
창출하는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체계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응
집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양ㆍ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동부지역인 S시에 소재한 4개의 종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준다[10]. 이같은 조직문화를 창조하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 산

고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

출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15, 변수의

을 간호관리자가 담당해오고 있다[11]. 따라서 의료기관이

수는 16개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대상자 수는 204명이었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 수를 250

조직을 잘 리드하여 조직의 문화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

명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다[10].

제외하고 총 24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간호사들에 의해 공유되는 간호조직문화는 질적 의료서비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방법

스의 제공과 병원조직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12], 조

은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여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

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다[13]. 또한 간호조

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가 자기

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결합시키며 그들의 행

기입식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조직성과로 연결되고[14] 병원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조직 성공에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된다[15].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연령, 결혼여부, 직위, 최

따라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더십과 조직

종학력, 근무형태, 근무부서, 평균보수, 현재 수간호사와 함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6]. 리더십은 조직문화를

께 한 근무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수간호사의 리더십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

유형 51문항, 간호업무성과 17문항, 간호조직문화 20문항으

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

로 총 96문항이다.

기관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응집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양ㆍ질적인 발전을 도모

1) 수간호사의 리더십

하며 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Bass [17]가 개발하고 Park [18]이 수

준다[12]. 그러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가

정보완한 리더십 도구와 감성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Wong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리더십과 바람직한 조

과 Law [19]가 개발하고 Kim과 Jung [20]이 수정보완한 도구

직문화 형성을 통해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변혁적 리더십 20문항, 거래적 리

104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5, No. 2, 2020
더십 16문항, 감성적 리더십 15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

간호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변수를 투입하여 나타난 1단계 회귀식의 R2과 여기에 독립변

많은 리더십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

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으로써 증가한 2단계

도 계수는 변혁적 리더십 .95, 거래적 리더십 .79, 감정적 리

의 증가된 R2 (R2)을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

더십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94, 거래적

과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특히,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

리더십 .83, 감성적 리더십 .94로 나타났다.

호작용을 실시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화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에

2) 간호업무성과

서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빼고 조절변수에서 조절변수의 평

간호업무성과는 Ko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균값을 빼어서 새로운 편차점수로 변화된 독립변수와 조절

업무수행능력 7문항, 업무수행태도 4문항, 업무수준향상 3
문항, 간호과정 적용 3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를 만들어 서로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치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

연구 결과

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는
.92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간호조직문화

연령은 23∼30세가 60.8%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

간호조직문화는 Han [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지향적 문화 5문항, 혁신지향적 문화 6문항, 위
계지향적 문화 5문항, 업무지향적 문화 4문항으로 총 20문항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N=245)
n (%)

Age (yr)

23∼30
31∼40
41∼50

149 (60.8)
88 (35.9)
8 (3.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57 (64.1)
88 (35.9)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Position

Nurse
≥Charge nurse

217 (88.6)
28 (11.4)

4. 분석방법

Education

3-Year graduation
4-Year graduation
Graduate school

171 (69.8)
68 (27.8)
6 (2.4)

Shift work

Yes
No

213 (86.9)
40 (13.1)

Working department

Medicine ward
Surgical ward
Operation room
ICU or ER

103 (42.0)
82 (33.5)
15 (6.1)
45 (18.4)

Average salary (10,000)

＞200
200∼250
250∼300
≥300

36 (14.7)
147 (60.0)
58 (23.7)
4 (1.6)

Working period with
a head nurse (yr)

＞1
1∼5
≥5

35 (14.3)
167 (68.2)
43 (17.6)

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간호조직문화 유형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73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사가 지각하는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간호업
무성과, 간호조직 문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셋째,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
화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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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64.1% (157명)는 미혼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문화 3.53점, 혁신지향적 문화 3.3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

88.6%인 217명이었으며 책임간호사 이상은 11.4%인 28명

무지향문화가 3.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었으며 최종학력은 3년제 간호과 졸업 69.8% (171명), 4년
제 간호학과 졸업 27.8% (68명), 대학원 졸업이 2.4% (6.0명)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교대근무가 86.9% (213명)로 대다수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리더십, 간호

를 차지했으며 근무부서는 내과계(소아과 포함) 42.0% (103

조직문화, 간호업무성과간의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

명), 외과계 33.5% (82명), 중환자실 및 응급실 18.4% (45명),

시하였다. 그 결과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 간호

수술실 6.1% (15명) 순이었다. 평균 보수는 200∼250만원 미

업무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간호

만이 147명으로 60.0%를 차지하였으며 수간호사와 함께 근

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r=.41, p＜.001), 감성

무한 기간은 1년∼5년 미만이 68.2% (167명)로 가장 많았고,

적 리더십(r=.62, p＜.001), 간호조직문화(r=.65, p＜.001),

5년 이상이 17.6% (43명), 1년 미만이 17.6% (43명) 순이었

간호업무성과(r=.36,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다.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거래적 리더십은 감성적 리더
십(r=.41, p＜.001), 간호조직문화(r=.54, p＜.001), 간호업

2.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 형태
의 수준

무성과(r=.39,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성적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r=.56, p＜.001), 간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 형

호업무성과(r=.47,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태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 중 변혁

계를 보였다. 간호조직문화와 간호업무성과(r=.53, p＜.001)

적 리더십 수준은 5점 만점에 3.68점이였으며 거래적 리더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수준은 3.14점, 감성적 리더십 수준은 3.71점이었다. 간호업
무성과의 수준은 5점 만점에 3.84점이였으며 간호조직문화
수준은 관계지향문화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위계지향

4.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감정적 리더십
을 독립변수로 하고, 간호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Variabl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Relationship oriented
Innovation oriented
Hierarchical oriented
Work oriented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업무성
Mean±SD

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F값이 38.39 (p＜

3.68±0.50
3.14±0.39
3.71±0.53
3.84±0.56
3.46±0.48
3.67±0.60
3.39±0.58
3.53±0.51
3.23±0.63

.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27으로 나타나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거래적 리더십과 감성적 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 p＜
.001). 즉 수간호사의 거래적 리더십과 감성적 리더십이 높을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2. Transactional leadership
3. Emotional leadership
4.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5. Nursing performance
***p＜.001.

1

2

3

4

5

1
.41***
.62***
.65***
.36***

1
.41***
.54***
.40***

1
.56***
.47***

1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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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2=.51으로 나타나

다(Table 4).

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간호조직문화

5.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 p＜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001)(Table 5).

확인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감정적 리더십
6.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간

을 독립변수로 하고, 간호조직문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호조직문화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조직문
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F값이 106.27 (p＜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간

.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

호조직문화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단계

Table 4. The Effect of Nursing Leadership Types on Nursing Performance
Dependent variable
Nursing performance

Independent variable

B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S.E

−.14
.37
.49

.10
.09
.09

t

−.12
.26
.46

−1.42
4.78***
5.43***

Adj R2=.27, F=38.40 (p＜.0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Nursing Leadership Types on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47
.39
.02

.07
.05
.06

.50
.32
.02

−1.42***
7.29***
0.28

Dependent variable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dj R2=.51, F=106.27 (p＜.001)
***p＜.001.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hip Types and Nursing Performance
Step 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Emotional leadership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t

.34
.12
.45
.47

3.89
2.19*
5.68**
6.5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Transactional leadership*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Emotional leadership*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F
R2
R2

p
*p＜.05; **p＜.01; ***p＜.001.

Step 2

43.32***
.36
.36
＜.001



t

1.43
0.84
1.07
0.73

5.46***
2.21**
2.92**
1.66

2.21
1.31
1.34

4.38***
1.97*
2.01*

29.01***
.40
.0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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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1단계에서

조절변수인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을 독립변수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로 포함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의 상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이

호작용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

높아질수록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효

호조직문화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지향

과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조직문화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

논 의

인할 수 있었다(＞0, p＜.05).
또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의 평균값을 기준

본 연구는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와의

으로 평균 이하는 낮다, 평균 이상은 높다로 2분화한 후 각 집

관계에서 간호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조직을

단별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간호업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간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

한 회귀분석 결과를 도식화하면 변혁적 리더십 Fig. 1, 거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적 리더십 Fig. 2, 감성적 리더십 Fig.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가 지각하는 수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평균 3.68점, 거래적 리더십은 3.14점, 감성리더십
은 3.71점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감성리더십이 거래적 리더
십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보고된
Kang [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며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
구되는 간호현장에서 간호 관리자인 수간호사들이 비전 제
시와 동기부여, 지적인 측면에서 자극을 주면서 개별적 관심
을 가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조직의 목표달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감성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특성상 돌
봄, 봉사, 따뜻함 등 감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조
직보다는 간호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가 감성지능을 더

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relationship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relationships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Figure 3. The moderating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in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eadership and nursing
performance.

해 거래적 리더십은 다른 두 리더십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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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ang과 Kim [23]의 연구에서도 3.43점으로 다른 리더십

으로 생각된다.

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거래적 리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관

더십은 상황적 보상간의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간

계지향 간호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간호사의

호사가 구성원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 수간

리더십과 간호조직문화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교환관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간호조직문화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감성적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

간호업무성과의 수준은 5점 만점에 3.84점이었으며 이러

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한 연구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높은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24]의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업무성과 3.62점, Ryu [25] 연구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이 높아질

에서의 3.69점, Lee와 Yoo [26] 연구에서의 3.67점과 유사하

수록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도

였으나 Jeong [27] 연구에서의 3.2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Ryu [25]의 연구에서는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간호사를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병원조직의 핵심인력은 간호

대상으로 하였고, Lee와 Yoo [26]의 연구에서는 상처장루돌

사이며 질 높은 간호는 병원조직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

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간호사의 주 업무가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관리자인 수간호사의 리더십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인 조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은 3.46점이였으며 하위영역 중 관계

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간호사의 리더십 함양이

지향적 문화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위계지향적 문화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53점, 혁신지향적 문화 3.3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지
향적 문화가 3.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가 인지

결론 및 제언

하는 간호조직문화는 관계지향적 문화, 위계지향적 문화, 혁
신지향적 문화, 업무지향적 문화 순으로 조직문화 유형을 형

간호조직 문화는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일반간호사의 간호

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병원조직문화 유형에 대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보고한 Han [13]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최

었는데 간호조직문화의 수준이 긍정적일수록 수간호사의 리

근의 병원 문화가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보다는

더십에 의해 간호업무성과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

위계나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중심 문화의 형태로

호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간호조직문화를 관리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특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

이 연구에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간호조직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를 검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과 감성적 리더십은 간호업무

발휘를 위하여 병원특성에 따른 적절한 리더십을 조합하여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혁

사용함으로써 수간호사들이 리더로서 보다 효과적인 영향력

적 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으로 나타났다. 즉 수간호사의 거래적 리더십과 감성적 리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십이 높을수록 간호사들의 간호업무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병원조직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판단되었다. 이는 상호 의존성이 높은 간호조직에서 일반 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

호사는 간호관리자의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래적 리더십

라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병원

과 감성리더십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업무수

조직 내 간호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행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관리자인 수

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조직문화 중 관계지향적 간호조직문

간호사는 간호사를 이끌어 가는데 자신의 감성을 적극 활용

화 변수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후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

했을 때 간호사와의 좋은 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어 보다 나은

형과 간호업무성과에서의 간호조직문화 유형 별 조절효과에

질적 간호와 간호업무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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