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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on the self-leadership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Methods :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6 nurses working in geriatric hospitals in Busan, Ulsan and Yangs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5.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data collect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program. Results :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leadership were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Conclusions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were linked to self-leader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help develop self-leadershi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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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즘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작업환경은 기업에

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간호조직에서도 엄청난 

도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관리하

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

가 되어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특정관리자 

한사람의 리더십만으로는 양질의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창의

성과 혁신행동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이때 셀프리더십은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1].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은 업무 수

행 시 스스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도록 자신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업무에서 저절로 동기가 부여

되지는 않을 때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2]. 즉,

셀프리더십의 하위전략 중 행동지향적 전략에 능

통한 사람들은 어렵고 매력적이 아닌 과업도 스스

로 잘 해갈 수 있고, 자연적 보상 전략은 일 속에

서 내적보상을 얻어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어 즐겁

게 일하고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건설적 사

고전략은 긍정적 사고패턴을 확립함으로써 전반적

인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3] 그 관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간호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입원환자의 

질병위중정도나 의료의 전산화 시스템, 고난이도 

의료기구사용의 급증 등은 간호사들에게 자율적인 

능력발휘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타

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환

자의 위험한 순간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적인 행

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더 필

요하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특성상 간호사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와 같이 일하며 이들의 지도와 교육은 물론 감독

의 역할을 하며[4]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

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는 주변의 낮은 인식과 

자존감저하, 과중한 업무, 미비한 자원과 교육의 

부재 등 부실한 관리체계와 더불어 제대로 인정받

지 못하여 간호직에 대한 회의와 자포자기[5], 일

에 대한 매너리즘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

어 소진되고 직무불만족으로 이직을 생각하게 된

다[6]. 이때 셀프리더십은 어렵고 원치 않는 상황

에서도 건설적 사고로 자신을 리드하고 자신의 업

무에서 가치를 찾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

을 이끄는 행동으로 리드할 수 있다.

간호업무수행은 환자간호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간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은 병원조직과 간호조직의 

업무효율성과 관계되어 간호의 질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며 간호업무수행 시 간호사는 환자의 돌봄

과 환경관리의 총체적 역할을 하게 된다[7]. 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요양병원 내 다른 전문

직보다 많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필요로 한다. 환자

와 가장 가까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는 지식, 기술 태도를 바탕으로 직접, 간접, 상호작

용에서 무엇보다 효과적인 간호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8]. 따라서 병동에서 관리자의 리더

십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자신이 간호단위에서 업

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해 되짚어 확인하고 자기보상과 교정으로 스

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업무에서의 자기주도성

이 필요하다.

창의력(creativity)은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

의 발생이라고 한다면 혁신행동은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이다[9]. 조직이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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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사고

와 행동이 중요하며 조직에서의 혁신행동은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혁신을 받아들이고 인지하

는 사람은 개인이므로 개인의 혁신행동은 조직혁

신에 절대적이다[10]. 혁신행동은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업무환경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나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구성원들에

게 알리고 이를 적용하여 조직전체나 일부에게 이

익에 될 수 있도록 하므로 긍정적인 업무결과와 

연관성이 있다[9]. 간호조직은 업무에서 새로운 아

이디어나 의견의 제시보다는 익숙해진 관행이나 

관습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과학

적 근거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와 분석은 물론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이루는 간호사의 능력을 중

요시 한다. 이는 결국 병원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혁신행동이 병원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변화를 

주도하는 간호사의 혁신행동을 이해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최근 들어 간호학에서도 셀프리더십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수행

능력, 셀프리더십 및 조직몰입의 관련성을 파악하

는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1], 임상

수행능력과 셀프리더십, 직무몰입의 관련성과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핵

심자기평가는 셀프리더십의 선행변수이면서 셀프

리더십은 핵심자기평가와 혁신행동 간에 부분매개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간호서

비스, 간호사의 인간관계, 창의적 행동과 학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프리더십이 증진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율적이며 주도적인 역

할과 긍정적인 대처로 간호업무수행정도와 혁신행

동 정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급성기병원의 간호사들을 대

상[11][12][13]으로 하였으며, 셀프리더십과 관련하

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더구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을 훈련하기 

위해 관련요소를 밝힌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근거를 마련하는 하였

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연구에서 간호사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는 리더십에 관심을 주목했다는데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

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과의 관련성 정

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

십과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 셀프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

십,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을 파악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간호업무

수행, 혁신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업

무수행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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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간

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B, U광역시, Y시에 소재한 15

개 요양병원을 임의로 선정한 후 각 간호부의 협

조를 얻어 2015년 10월 20일-2015년 11월 10일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허락한 대상

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언제든 참

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작성시간은 약 20분정

도가 소요되었다. 설문지 본 연구의 표본크기의 적

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G*power 3.1.9.2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제 1

종 오류 α=.05, 효과크기(effect size) 0.15, 검정력

(1-β) 95%, 독립변수 15개 정도로 고려하면 최소 

199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총 230부의 설문지가 배

부되었고, 228부가 모두 회수 되었으나 응답내용 

중 극단적인 값을 일률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완성

도가 떨어지는 22부를 제외한 206부를 분석 자료

로 이용하였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대학연

구윤리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ch-201510-09).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집된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

의를 구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1)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와 동기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

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2][3], 본 

연구에서는 Houghton & Neck[14]이 개발한 SLQ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Kim[15]이 수정·

보완 후 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행위중심적 전략 6개 

문항, 자연적 보상전략 6개 문항,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이다. 측정 

기준은 5점 척도로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Kim[15]의 연구에서는 행위 중심적 전략 

Cronbach’ α=.87, 자연적 보상전략 Cronbach’ α

=.86, 건설적 사고전략 Cronbach’ α=.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hnbach's α=.92이었고, 셀프리더십

의 요인별 신뢰도는 행위중심적 전략 Crohnbach's

α=.86, 자연적 보상전략 Crohnbach's α=.84, 건설

적 사고전략 Crohnbach's α=.88이었다.

2)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수행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인 환자에

게 간호를 제공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

로 역할을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

로 수행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16], 본 연구에

서는 Park[8]가 개발한 간호업무 수행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업무수행은 독자적 간호업무 9문

항, 비독자적 간호업무 9문항, 대인관계업무 5문항

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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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Park[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본 연구의 Crohnbach's α=.94이었고,

간호업무수행의 요인별 신뢰도는 독자적간호업무 

Crohnbach's α=.85, 비독자적간호업무 Crohnbach's

α=.92, 대인관계업무 Crohnbach's α=.89이었다.

3) 혁신행동

조직의 어는 분야에든 유익이 되는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고, 소개하며 적용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

동으로[17], 본 연구에서 Kleysen & Stress[17]가 

개발한 개인의 혁신행동 척도(Individual

Innovative Behavior)의 14문항을 Kim[10]이 번역

하여 수정·보완 후 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이며 

Likert식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행동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개발당시 신뢰

도는 Crohnbach's α=.95이었고, Kim[10]의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h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의 

Crohnbach's α=.94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 혁신

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간호업무

수행, 혁신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 혁신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40.70(±10.57)세이었고, 전문학사 128명(62.1%)로 가

장 많았고, 기혼이 116명(56.3%)으로 과반수이상이

었고, 종교를 가진 경우 117명(56.8%)으로 나타났

다. 일반간호사가 153명(74.3%)으로 대부분이었고,

교대근무자가 133명(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

무병동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173명

(84.0%)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평균 

11.29(±8.23)년이었고, 현병원의 근무경력은 

3.02(±3.21)년이었다. 이직경험은 평균 2.05(±1.72)회

이었으며, 1-3회의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144명

(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전직장은 종합병원이 

71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는 201-250만

원이 148명(70.8%)으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2.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평균평점 

3.45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건설적 사고전략 3.56

점, 행동중심전략 3.54점, 자연적 보상전략 3.22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의 평균평점은 3.70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대인관계업무 3.85점, 비독

자적 간호업무 3.81점, 독자적 간호업무 3.49점 순

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의 평균평점은 3.88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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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30 37(18.0) 40.70±10.57
31-40 68(33.0)
41-50 57(27.7)
≥51 44(21.4)

 Education
Diploma 128(62.1)
Bachelor 71(34.5)
Master 7(3.4)

 Marital status Single 90(43.7)
Married 116(56.3)

 Religion Have 117(56.8)
None 89(43.2)

 Position
Staff nurse 162(78.6)
Charge nurse 14(6.8)
Head nurse 30(14.6)

 Duty type Shift 133(64.6)
fixed 73(35.4)

 Work area General 173(84.0)
Others(OPD+Special) 33(16.0))

 Career length(yr)
<5 48(23.3) 11.29±8.23
<5-10 55(26.7)
<10-15 49(23.8)
≥15 54(26.2)

 Present Career length(yr)
<1 44(21.4) 3.02±3.21
<1-5 109(52.9)
≥5 53(25.7)

 Turnover 
experience(number)

NO 28(13.6) 2.05±1.72
1-3 144(69.9)
≥4 34(16.5)

previous work(N=178)
university hospital 29(14.1)
general hospital 71(34.5)
private hospital 28(13.6)
Geriatric hospital 50(24.1)

 Salary(10,000Won)
150-200 36(17.5)
201-250 144(69.9)
251-300 26(12.6)

<Table 2>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Variable name Dimensions Mean±SD Range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3.54±0.44

1∼5natural rewards strategies 3.22±0.54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56±0.44
Total 3.45±0.38

Nursing Performance
Independent nursing 3.49±0.44

1∼5Non-Independent nursing 3.81±0.45
Personal relationship 3.85±0.43
Total 3.70±0.39

Innovative Behavior 3.88±0.6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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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간호업무수
행, 혁신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연

령(F=17.96 p<.001), 결혼상태(t=4.17, p<.001), 직위

(F=4.72, p=.001), 근무형태(t=3.38, p=.001), 임상경

력(F=11.79, p<.001), 이직경험(F=6.17, p=.003), 급

여(F=12.3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Scheffe's 사후분석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하와 31-40세보다 41-50세와 51세 이상에서 

셀프리더십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미

혼보다 기혼에서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의 셀프리더

십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경력은 5년 미만

보다 10-15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고 

5-10년 미만보다 15년 이상에서 셀프리더십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1-3회, 4회 이상 있는 경우가 셀프리더십이 

높았으며 급여는 150-200만원이나 201-250만원보다 

251-300만원인 경우 유의하게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정도는 연령

(F=22.16, p<.001), 결혼상태(t=5.63, p<.001), 직위

(F=6.81, p<.001), 근무형태(t=3.89, p<.001), 임상경

력(F=12.48, p<.001), 이직경험(F=3.91, p=.021), 급

여(F=4.87, p=.00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Scheffe's 사후분석결과 연령에서는 30

세 이하와 31-40세보다 41-50세미만, 51세 이상에

서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경력은 5년 미만, 10-15

년 미만보다 10-15년 미만, 15년 이상인 경우의 간

호업무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급여는 

201-250만원보다 251-300만원인 경우가 유의하게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정도는 연령

(F=10.79, p<.001), 결혼상태(t=3.79, p<.001), 직위

(F=6.84, p=.001), 근무형태(t=2.90, p=.004), 임상경

력(F=8.37, p<.001), 급여(F=4.85, p=.009)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s 사후분

석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하와 31-40세보다 41-50

세와 51세 이상의 혁신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의 혁신행동 정도

가 높았으며,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의 혁신행동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임상경력은 5-10미만보다 

15년 이상인 경우가 혁신행동 정도가 높았으며, 급

여는 150-200만원과 201-250만원보다 251-300만원

인 경우의 혁신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4.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수행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70, p<.001)가 있었고,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은 정적상관관계(r=.61,

p<.001)가 있었다. 또한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55,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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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between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6)

Variables Categories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Innovative Behavior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30a 3.21±0.33 17.96 3.46±0.40 22.16 3.69±0.61 10.79
31-40b 3.33±0.39 (<.001) 3.55±0.36 (<.001) 3.61±0.64 (<.001)
41-50c 3.60±0.31 a,b<c,d 3.82±0.26 a,b<c,d 4.17±0.71 a,b<c,d
≥51d 3.67±0.31 3.98±0.36 4.15±0.62

Education
Diploma 3.42±0.41 1.61 3.68±0.43 .80 3.89±0.71 1.10
Bachelor 3.50±0.31 (.202) 3.71±0.32 (.449) 3.86±0.70 (.333)
Master 3.64±0.50 3.88±0.45 4.28±0.32

Marital 
status

Single 3.33±0.38 4.17 3.53±0.38 5.63 3.69±0.65 3.79
Married 3.55±0.36 (<.001) 3.83±0.35 (<.001) 4.05±0.69 (<.001)

Religion Have 3.48±0.39 1.01 3.74±0.37 1.48 3.96±0.70 1.58
None 3.42±0.38 (.313) 3.65±0.42 (.141) 3.81±0.69 (.115)

Position
Staff nursea 3.41±0.38 4.72 3.65±0.38 6.81 3.81±0.69 6.84
Charge nurseb 3.54±0.33 (0.01) 3.71±0.35 (.001) 3.98±0.65 (.001)
Head nursec 3.64±0.39 a<c 3.94±0.43 a<c 4.31±0.61 a<c

Duty type Shift 3.39±0.36 3.38 3.62±0.39 3.89 3.79±0.65 2.90
fixed 3.57±0.39 (.001) 3.84±0.37 (<.001) 4.08±0.74 (.004)

Work area General 3.63±0.29 1.17 3.98±0.08 1.69 4.10±0.59 0.75
Others 3.43±0.38 (.242) 3.68±0.40 (0.92) 3.85±0.70 .439

Career 
length(yr)

<5a 3.28±0.35 11.79 3.55±0.41 12.48 3.88±0.64 8.37
<5-10b 3.35±0.33 (<.001) 3.55±0.32 (<.001) 3.57±0.64 (<.001)
<10-15c 3.52±0.41 a<cd, b<d 3.79±0.40 a,b<c,d 3.93±0.77 b<d
≥15d 3.66±0.32 3.91±0.33 4.21±0.59

Present 
Career 
length(yr)

<1 3.47±0.35 0.72 3.68±0.28 0.05 3.83±0.61 021
<1-5 3.44±0.35 (.842) 3.70±0.42 (.951) 3.91±0.67 (.807)
≥5 3.47±0.47 3.71±0.43 3.85±0.81

Turnover 
experience
(number)

NOa 3.24±0.30 6.17 3.52±0.37 3.91 3.76±0.65 0.61
1-3b 3.47±0.38 (.003) 3.71±0.40 (.021) 3.91±0.66 (.541)
≥4c 3.56±0.41 a<b,c 3.79±0.38 a<c 3.96±0.86

previous 
work
(N=178)

university hospital 3.42±0.45 1.73 3.65±0.41 2.03 3.75±0.64 0.68
general hospital 3.48±0.37 (.145) 3.69±0.41 (.111) 3.95±0.64 (.562)
private hospital 3.43±0.42 3.71±0.38 3.91±0.80
Geriatric hospital 3.54±0.35 3.84±0.35 3.97±0.76

Salary
(10,000Won)

150-200a 3.48±0.32 12.33 3.72±0.28 4.87 3.82±0.73 4.85
201-250b 3.39±0.37 (<.001) 3.66±0.43 (.009) 3.85±0.67 (.009)
251-300c 3.78±0.37 a,b<c 3.91±0.21 b<c 4.29±0.68 a,b<c

<Table 4> Correlation according to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and Innovative Behavior (N=206)

Variable Self-leadership Nursing Performance  Innovative Behavior
r(p) r(p) r(p)

Self-leadership 1
Nursing Performance .70 (<.001) 1
Innovative Behavior .61 (<.001) .55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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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일련의 독립변수의 투입순서를 통

제하는 분석방법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42∼.85로 0.1 이

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17∼2.36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

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

Watson 값은 2.19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

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모형의 선형성, 정

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시 간호업무수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일반적 특성변수를 1차로 투입하였을 때(Model

1)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1에 추가적으로 

셀프리더십 변수를 2차로 투입하였을 때(Model 2),

설명력이 56%로 모델 1에 비해 27%로 증가하였

다. 모델 2에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준 요인은 셀

프리더십(β=.61, p<.001), 연령(β=.01, p<.036) 이었

다.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44∼.8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21∼2.23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81으로 2와 가까워 자기 상

관의 문제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모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분석 시 혁신행동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일반적 특성변수를 1차로 투입하였을 때

(Model 1)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1에 추가

적으로 셀프리더십 변수를 2차로 투입하였을 때

(Model 2), 설명력이 44%로 모델 1에 비해 28%로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준 요

인은 셀프리더십(β=.87, p<.001), 결혼(β=.20,

p<.038), 직위(β=.23, p<.039)로 나타났다.

<Table 5> Predictors of Self-leadership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N=206)

Variable Model 1 Model 2 
β(p) β(p)

Nursing Performance Age .01(<.001) .01(.036)
Marital status .09(.160) .08(.126)
Position .06(.381) .03(.548)
Duty type .01(.899) .01(.908)
Career length(yr) .08(.236) .04(.459)
Turnover experience .02(.687) .01(.791)
Salary .03(.540) .01(.811)
Self-leadership .61(<.001)
F(p) 11.43(<.001) 32.13(<.001)
R² .29 .57
Adjusted R² .27 .55

Innovative Behavior Age .01(.049) .01(.745)
Marital status .21(.087) .20(.038)
Position .26(.050) .23(.039)
Duty type .02(.889) .02(.799)
Career length(yr) .03(.805) .05(.624)
Salary .13(.160) .06(.460)
Self-leadership .86(<.001)
F(p) 6.41(<.001) 22.17(<.001)
R² .16 .44
Adjusted R² .1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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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자율과 책임을 가

지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이끌

어 업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되

고자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 3.45점으로 대형병원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Park et al.[18]의 연구에서 3.51점보다 낮

았고, Im et al.[19]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38점,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22] 3.27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고객서비스 담당자보다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

원, 고객서비스 업무 등은 연령이나 경력, 업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가 쉽지 않다. 동일한 도

구는 아니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의 연구결과 3.38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Han[21]의 연구에서 3.80(±0.44)점보다 낮게 나타나

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

프리더십에 대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건설적사고 전략이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동중심적 전략 

3.54점, 자연적보상 전략 3.22점 순으로 나타나서 

간호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적적으로 생각하

려 애쓰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22] 행동중심적 전략 3.40점, 건설적 사고전략 

3.14점, 자연적 보상전략 3.08점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직업군 모

두 자연적 보상전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이것은 환자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

하는 일 자체를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자신이 하

고 있는 일을 즐기며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자연적 보상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강화된 느낌과 업무자체

에 만족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적 보상부분에 의도적으로 사고의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정도는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평균 3.70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하여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6]의 

3.78점과 유사한 결과였으나 Han[21]의 연구결과 

3.99(±0.48)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요양병원 간호사의 경우 종합병원의 조

기퇴직 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과 근

무경력이 높고, 업무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상급종합병원

의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 Park[23]의 

연구결과 4.45점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점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간호업무수행을 측

정한 도구가 요양병원 간호사의 업무정도를 측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후 요양병원간호사의 간

호업무수행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혁신행동 정도는 6점 척도를 

사용하여 3.88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0]의 연구결과 3.91점보다는 다소 낮은 결

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혁신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통해 업무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혁신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훈

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혁신

행동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급성기병원

에서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혁신행동에 대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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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일반적 특성 중 연

령,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 임상경력, 이직경험,

급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41이

상인 경우가 40세 이하인 경우 보다 유의하게 셀

프리더십이 높은 결과를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Im et al.[19]의 연구

에서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직위, 근무부서, 근무경력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21]의 연구에서는 연령,

임상경력, 현 병원 경력, 직위, 근무부서, 근무형태,

자기계발 활동 참여횟수에서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항목에서 유사하였고,

Kim[2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유일하게 

연령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이 자기주도적 

리더십으로 개인의 성장과 성숙함을 의미하므로[1]

연령의 증가는 곧 경력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경력이 높아지면 업무 처리의 익숙함과 능숙함으

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들이 많

아지게 되므로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연령과 경력이 낮고, 교대

근무 대상자들에게 셀프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대상자의 규

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업무수행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 임상경력,

이직경험, 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Im et al.[19]의 연구결과 결혼상태, 종교, 학

력, 월수입에 따라 간호업무수행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요양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6]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상태, 종교, 직위, 근무형태, 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Han[21]의 연구에서는 임상실무경력, 현병원경력,

직위가 간호업무수행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

구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상경력이나 직위가 

높아지고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져 간호업무

수행도가 높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는 경력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만족을 찾고 동기를 부여하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잔류의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

다. 이는 곧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조직의 유효성 측면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혁신행동은 연령, 결혼상

태, 직위, 근무형태, 임상경력, 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0]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유무, 학령, 근무

형태, 현직위, 소득, 총 재직기간, 병원의 설립구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Cameli et al.[9]의 연구에서 재직기간이 길고, 수

입이 높을수록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일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일수록 그 분야와 연관되

어 구체적인 기술들을 더 개발하는 경향이 있고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집중적이고 연관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력이 많을수록 그 업무

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더 애착과 열의를 갖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창의성과 혁신행동에 대

한 격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간

호업무수행과의 관계는 강한 정적상관(r=.70,

p<.001)을 보였다. 즉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수행정도는 높았다. 이는 요양병원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Han[21]의 연구결과(r=.62,

p<.001)보다 다소 강한 관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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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였고,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7]의 연구결과 (r=.80, p<.001)보다는 약한 관계

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성기 병원과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우나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수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간호업무수행을 

높이기 위해 간호조직이나 병원조직차원에서 셀프

리더십의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십과 혁신

행동은 중정도의 정적상관관계(r=.61, p<.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정도가 높을수

록 혁신행동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

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0]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이 중간정도의 정적상관관

계(r=.56, p<.001)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또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Cameli et

al.[9]의 연구결과에서도 셀프리더십 하위영역과 혁

신행동이 정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셀프리더십의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은 정적상관관계(r=.5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혁신행동이 높을

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지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Lee[24]의 

연구에서는 병원근로자의 지식공유 의도가 혁신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간

호조직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경력의 

축척으로 풍부한 지식과 방법을 바탕으로 업무 수

행 시 혁신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다. 따라서 간호업무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

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행동을 유도하고 지원

하는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은 간호업무수행에 대해 29%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으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수행을 27%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업무수행이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 정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1]와 일치

하였고, 셀프리더십이 간호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7]와 유사

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혁신행동에 대해 1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일

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셀프리더십은 혁신

행동을 28%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사의 셀프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m[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업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긍정적으로 

직무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혁신행동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25] 간호사의 혁신행동은 셀

프리더십을 통해 발휘되어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여 혁신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간호업무수행이나 혁

신행동에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셀프리더십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간호사 개인의 

역량을 증가시켜 업무에서의 자연적 보상과 긍정

적 사고의 함량으로 자기주도적 업무수행과 혁신

행동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조직의 경영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조직 및 병원조직의 관심과 요양병원의 규모

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1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전체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며, 다양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

였고, 급성기병원의 간호업무수행 도구를 사용하였

으므로 요양병원의 간호업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신중한 해석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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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

십이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과 조직의 유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

과 간호업무수행과 혁신행동에 셀프리더십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개인은 물론 병원이나 간호조직 차

원에서도 유용한 개념으로 요양병원간호사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간호업무수행과 혁신

행동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간호업무수행, 혁신행동을 주요 변수

로 측정하고 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개인차가 있으며 학습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개념이

고 그 중에서도 직무수행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자연적 보상전략을 익히

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향

후 셀프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업무수행도구는 

급성기병원의 간호업무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후 우리나라 요양병원 실정에 맞는 간호

업무수행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이직의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임파워먼트, 자

기효능감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규모의 요양기관과 

다른 지역에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한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을 육성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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