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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탐탐탐색색색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개인성과를 향상시키는 정책적 접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
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특성과 간호단위인 집단수준의 특성을 모두 고려
하여 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적용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본 연구 자료는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전국 7개 도의 총 28개 병원의
182개의 간호단위에 속한 1966명의 간호사를 집락표집(clustersampling)하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8.2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방법, Cronbach's α 계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분석,다수준 분석
(multilevel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개인수준 변

수는 직위,총근무경력,고용형태,자기효능감,긍정적 감정성향,부정적 감정성향,상
사의 지지,동료의 지지이며,집단수준 변수로는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개인수준 변수는 직위,총근무경력,자기

효능감,긍정적 감정성향,부정적 감정성향,상사의 지지이며,집단수준 변수로는 집단
응집력,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또한 조직시민행
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집단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간호사가 지각하는 집
단응집력의 회귀계수가 집단별로 무선적으로 변화하였고,집단응집력이 간호업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
행동의 간호사 개인수준 분산에 대한 개인수준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41.5%,
31.7%로 나타났다.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집단수준 분산에 대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89.7%,80.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오차변량만을 제시하였지만,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의 오차변량을 제시하여 개인과 집단수준의 변수를 통하여 분산의 변화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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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즉,집단수준의 변수가 오차변량을 줄여줌을 보여 주었으며,집단수준의 변수가
개인수준의 분산과 집단수준의 분산에 모두 영향을 주어,집단수준의 변수가 개인성
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집단의 요인이 우리나라 병원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시행된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사의 개인성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여기에
는 간호사 개인적 요인 이외에 집단의 요인인 집단응집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개인에 대한 교육이
나 훈련뿐만 아니라,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과 같은 상위수준의 조직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핵심어:간호업무성과,조직시민행동,자기효능감,감정성향,사회적 지지,
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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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건강소비자의 요구가 급증하고,병원간 경쟁도 심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병원조직 내에서도 많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간호업무의 성과관리는 병원의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과 직결되므로,간호업무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간호사는 병원조직에서 환자와 일차접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들의 효
율적인 직무수행을 통한 생산적 행동의 향상은 조직의 가치창출과 성과향상으로 이루
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Muchinsky(1983)는 조직의 성과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산출한
양으로 정의하여 개인성과와 집단성과로 나누었는데,그 중에서 조직의 성과를 반영하
는 개인성과를 측정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간호학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양길모,

1999;최순자,2003;Tzeng,2004),조직몰입(이혜경,2000;윤숙희,2000;심미영,2005),
이직의도(윤숙희,2000;박월륜,2004;Takase,2005),직무만족도(이혜경,2000;윤숙희,
2000;최순자,2003;박월륜,2004;심미영,2005)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간호학에서 다룬 개인성과라고 하면 대개 간호업무성과로 정의되어져 왔다.

또한 개인성과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룬 조직몰입,직무만족,이직의도 등으로 설
명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새로운 개념으로 개인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직무상 행동인 역할행동만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Organ,1988),조직구성원의 업무역할 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보건의료 기관에서도 환자만족을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이처럼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서비스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보여 주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
(Service-oriented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s:OCBs)은 조직차원의 기업이미
지와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병원조직의 성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강
대석 & 차동옥,2004).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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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간호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
이며,지금까지의 간호학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성과차원에서 간과되어져 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대부분 개인적 특성의 변수인 조직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자기효능감,긍
정적 심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구조적 변수로 업무의 특성,공정성지각,리더십유형
등과 조직특성,조직문화유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개인성과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는 자기효능감은 간호의 가치가 환자에게 보다 긍정적으
로 이해되고,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안은경,
1999),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
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성과와 관련되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정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 개인성과가 달라질 것이다.감정성향과 조직 내 의사결정,조직효과성,조직시민
행동,창조성,이직의향 등과의 관련성을 밝힌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Duffy,Ganster,
& Shaw,1998;Iverson & Deery,2001;Judge,Erez,& Thoresen,2000;Chiu &
Francesco,2003;한광현,2003).또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서 조직 내적인 지지 요
소인 상사나 동료의 지지는 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teffen,1992;서철현,1999).그러나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감정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과 간호업무성과,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국내
간호단위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개인성과의 영향요인 중 개인 특성의 변수들이 간과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것을 지적했는데,이러한 개인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순히 개인특성의 총합이 아니
다.따라서,병원조직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의 요인으로만 추정해서
는 안 될 것이다.이에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수준의 요인으로 개인의 자기효
능감이 상호유기적으로 작용된 결과인 집단효능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해당 조직은
그 효율성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병원조직에서 간호인력은 대부분 간호조직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병원조직들이 팀제와 같은 집단적 활동을 통해 성과의 극대
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집단효능감은 간호조직의 개인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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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조직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을 보면 그 집단의 응집력 정도에 따라 단순합 이

상 또는 그 이하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그래서 간호조직단위의 집단응집력이 높고
낮음이 간호사의 개인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집단수준의 특성을 반영하
는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높은 경우에는 조직구성원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협력적 분위기와 동기수준이 높아진다.이러한 분위기가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결
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집단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응집력은 개인성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
다.
개인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이제까지 효과적인 개인성과 향상을 위하여

간호조직단위인 집단이라는 맥락적(contextual)요인이 개인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성과와 관련하여 개인수준에 대한 단층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를 들어,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개
인이 소속된 학급특성과 학급이 소속된 학교특성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개인성과는 개인수준의 요인과 집단효능
감,집단응집력과 같은 집단수준의 요인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달라짐을 유추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과 집단의 두 수준 모두 고려하여 실증한 연구는 간호학 관
련 분야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병원조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개인성과인 간호

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개인수준 변수와 집단효능감,집단
응집력 등의 집단수준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계적 오류가 적은 다
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성과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수준 자료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집단수준의 중재의 영향을 평가하

는데도 추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이는 간호사가 업무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시민행동을 조장하는 개인성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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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특성과 간호단위
의 집단수준의 특성으로 하여 다수준 분석 모형을 통해 규명하기 위함이며,이는 정책
적인 접근 전략에서 개인성과를 높이는 합리적 전략을 모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
여하려는 것이다.

1)간호사가 지각하는 개인성과(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2)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성과,조직시민행동,자기효능감,감정성향,사회적지지,
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3)간호사가 지각하는 개인성과(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와 관련된 개인수준변수
와 집단수준변수를 파악한다.

4)간호사의 개인성과(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개인수준의 변수과 집단수준의
예측변수가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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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333...111...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

성과는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해 수행한 업무,정책 및
활동 등의 현황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박중훈,1999).본 연구에서는 병원조직의 간호
사 개인이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와 업무외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로 간호업무성
과와 조직시민행동을 의미한다.

333...111...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어지
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을 의미한다(조경희,2003). 본 연구에서
는 본 연구자가 문헌을 바탕으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333...111...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구성원의 업무역할 외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Organ,1988),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MacKenzie(1989)가 개발한 조직시민행동
도구를 전혜숙(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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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성성성과과과관관관련련련 개개개인인인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333...222...111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
다(Bandura,1977).본 연구에서는 Riggs& Knight(1994)가 개발한 개인 효능감 신념
척도(PersonalEfficacyBeliefsScale)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222...222감감감정정정성성성향향향

특정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반응이 마치 개인의 성격처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부정적 감정성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Judge,Locke& Durham,1997).본 연구에서는 한광현(2003)의 감정성향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333...222...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고 긍
지를 갖도록 하여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망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정보이다(Cobb,1976).본 연구에서는 최원숙(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
수를 의미하며,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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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성성성과과과관관관련련련 집집집단단단특특특성성성 요요요인인인

333...111...111집집집 단단단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어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통의 규범,서로
의 역할과 신분을 인정하면서 상호작용하며,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김인숙 외,2003).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병원조직에 속해 있는 한 명
의 간호단위 관리자인 수간호사의 관리 책임 아래 일정 수와 기타 직원의 참여로 환자
에게 최적의 간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개 간호조직단위를 의미한다.

333...333...222집집집단단단효효효능능능감감감

집단효능감은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결합된 능력들에 대
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다(Bandura,1997).본 연구에서는 Riggs& Knight(1994)에 의
해 개발된 집단효능감 신념 척도(CollectiveEfficacyBeliefs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3...333...333집집집단단단응응응집집집력력력

집단응집력이란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좋아하고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artwright& Zander,1968).본 연구에서는 윤숙희(2000)가 개발한
집단역동 측정도구 중 집단응집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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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

성과(performance)란 ‘완전히’,‘끝까지’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per와 ‘행태’,‘상황’등
을 나타내는 form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실행하다’,‘수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perform에서 파생되었다.이런 의미에서 성과의 개념은 조직이 특정한 것을 실행
하여 이루어 내거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문,
2000).이러한 성과는 조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
념으로 때때로 조직성과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산출한 양에 의해 정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성과측정은 직무 또는 작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Muchinsky,
1983).조직차원에서의 개인성과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로서,
Pincus(1986)는 성과란 목표달성의 정도,생산성,신축성,적응력,효율성,상사의 평가
등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조직차원에서의 주로 언급되어지는 업무성과(jobperformance)는 조직구성원의 직무

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산업심리학자들
이 말하는 생산성(productivity)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를 병원조직에 속한 간호사 개인이 행한 업무수행과정 및 결

과를 의미하는 간호업무성과와,업무외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로서의 조직시민
행동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11...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111...111...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의의의 개개개념념념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
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서(윤언자,1995),간호사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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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
제적인 집행을 말한다(조경희,2003).Schwirian(1978)은 업무성과를 직접 환자간호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병원조직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료기사,간호사,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

한 직종의 종사자들 간의 협동작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을 지녔으며,병원종사자들 중에서도 환자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
에 간호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
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방법,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방법

과 자기 평가 방법이 있는데,현실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 따른다.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매우 어렵다
는 점과,개인적인 성과의 변동은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Arvey와

Hoyle(1974)은 작업의 질,계획된 정비 스케줄의 완수,업무의 준비,효율성,타부서와
의 협조,리더십,안전의 7가지로 언급하였고,Schuster,Clark와 Rogers(1971)는 작업결
과의 질,생산성,투입하는 노력을 들고 있는데,간호조직의 업무성과측정에 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직무만족도(이혜경,2000)와 효능감 등의 심리적 측면과 조직몰입과 이
직의도(윤숙희,2000),간호업무성과(양길모,1999;주미경,2002;양정숙,2004)등의 행
동적 측면을 개인성과로 측정하였고,팀성과,팀효과성,조직유효성 등을 집단성과 측
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Schwirian(1978)은 간호업무성과의 하부영역으로 리더십,교육과 협동,계획과 평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전문직 개발,중환자 간호 등의 영역으로 측정한 반면,국내 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의 측정이 직무만족도,조직몰입,직무몰입,간호
업무성과,환자만족도에 치우쳐 있었고,특히 간호업무성과의 측정을 독자적인 활동,
비독자적 활동,대인관계 수행을 위한 활동의 3영역으로 측정하고 있었는데(박성애,
1988;양길모,1999;주미경,2002;조경희,2003;양정숙,2004),성과는 능력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백기복,2002),간호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태도,업무의 양과 질을 포함하는 업무의 실적 등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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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과의 측정을 집단에 초점을 두어 각 직무나 작업장에 따라 다양한 변수로 측

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대부분 이러한 성과를 개인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집단
의 수준에서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111...111...222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관관관련련련연연연구구구

Elite(1999)는 산업 및 조직 분야의 많은 연구 결과를 볼 때,상황적 제약과 개인차
변수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관
련된 요인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먼저 개인수준에서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등이 지적되었고,경력관련 특성으로는 총
임상경력,직위,근무부서 등을 포함되었으며(양길모,1999;윤숙희,2000;김경희,2003;
최순자,2003;전혜숙,2003;김숙현 2004;심미영,2005),심리적 특성의 선행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감정성향,임파워먼트,동기부여(양길모,1999;이혜경,2000;최원숙,200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의 유발요인으로 집단수준의 요인으로는 리더의 특성,즉 리더의 행동유형

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윤숙희,2003;최순자,2003;심미영,2005)으로 나타났으며 조
직의 특성으로는 공식화,집권화,의사소통,의사결정(홍은혜,2003),학습조직 운영현황
(남종해,2003),조직문화 유형(홍은혜,2003;임성현,2003;김숙현,2004)등이 제시되었
다.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집단효능감을 선행요인과 조절요인이나 매개변인으로 제시
하기도 하였다(Mulvey& Klein,1998;Mark,1999;Brown,2003).
개인수준의 요인과 집단수준의 요인 이외에 성과요인으로는 직무특성(임성현,2003;

Tzeng,2004)과 구조적 특성,공정성(최원숙,2003;박월륜,2004;강대석 & 차동옥,
2004;이종찬,2005),보상구조 등과 같은 환경수준의 요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김경옥(2001)은 병원내 간호조직 문화가 업무수행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조직 문화는 합리문화에서 업무수행 효율성이 가장 높게 조
사되었으며,양정숙(2004)은 간호업무성과와 자율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으며,또한 프리셉터 경험(류언나 외,2001)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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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의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및 환경수
준의 요인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개인수준에서의 성과요인으로는 성별,연령,
학력,결혼상태,근무경력,직위,근무부서 등이며,개인수준의 심리적 측면으로 자기
효능감,임파워먼트,동기부여,감정성향 등 이었다.또한 집단 수준의 측면으로는 리
더의 특성,조직의 특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이 밖에 직무특성,구조적 특성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상의 연구를 연구대상,간호업무성과 변인,관련요인,조절요
인으로 구분하여 <표 1>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변인

연연연구구구자자자///대대대상상상 수수수준준준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변변변인인인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조조조절절절요요요인인인

양길모(1999)/
간호사 개인 간호업무성과

자기효능감,소진,
동기부여,조직몰입

개인적 특성요인(근무부서,
간호사수,병상수,직위,경력)
구조요인(병원,병동병상수,

근무병원간호사수)
지지요인

이혜경(2000)/
간호사 개인 직무만족,조직몰입 임파워먼트(정보,지지,

자원,기회)

윤숙희(2000)/
간호단위 개인

개인성과(조직몰입,,,
이직의도,직무만족도,
간호업무수행)
,환자만족도

개인특성(근무경력),
성격통제위,직무충실화

집단역동
(집단응집력
,수간호사의
지도성),
조직행태적
특성

류언나 외(2001)/ 간호업무수행,
직무만족도 프리셉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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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자자자///대대대상상상 수수수준준준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변변변인인인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조조조절절절요요요인인인

최원숙(2003)/
병원직원 개인 직장애착도

구조적변수(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명확성,업무의 양,
업무의 일관성,자원공급의
적절성,업무의 자율성,업무의
중요도,직업의 안정성,절차의
공정성,승진기회,분배의
공정성,내적인적자원)

환경적 변수(외부취업기회),
심리적변수(자아효능감,긍정적

심성,부정적 심성)

직무만족도

홍은혜(2003)/
중환자실간호사 개인

팀효과성(동료만족,
팀성과지각,팀만족,

팀몰입)

조직특성(공식화,집권화,
의사소통,의사결정)

조직문화유형(관계,혁신,위계,
업무지향적 문화)

조직문화
프로파일

김경희(2003)/
병원간호사 개인 간호업무효율성(독자

적,비독자적 업무)

일반적특성(연령,결혼상태,
근무년수,최종학력,직위,

근무부서)
간호조직성격측정(MBTI,

외향적-내향적,감각적-직관적,
사고적-감정적,판단적-인식적)

최순자(2003)/
일반간호사 개인

직무만족도,
간호업무성과

(독자적,비독자적,
대인관계업무)

일반적 특성(연령,간호사경력)
리더십유형

(권위지향성,화지향성)

권순창(2004)/
대학병원직원 개인

업무성과
(인사고과성적,
+승진소요기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학력,직종,연령,

근속연수,
적극적 심성)

입사시 채용평가요소
(채용시험총점,영어시험,
전공시험,면접시험 성적)
입사 후 개발요소

(교육훈련,경력개발,조직지원,
상사지원,동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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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___:밑줄이 있는 변수는 간호업무성과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의미함

연연연구구구자자자///대대대상상상 수수수준준준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변변변인인인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조조조절절절요요요인인인

박월륜(2004)/
간호사 개인

간호조직의 유효성
(직무만족,조직몰입,

이직의도)

일반적 특성(연령,결혼여부,
직위,총임상경력,
현병원근무경력)
공정성(분배,절차,
상호작용공정성)

조직
시민행동

김숙현(2004)/
간호사,환자 개인

팀효과성(동료만족,
팀만족,팀몰입,
팀성과지각),
환자만족도

간호조직의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상태,학력,직위,

총임상경력)
간호조직문화유형(관계지향적
문화,혁신지향적 문화,
업무지향적 문화)

양정숙(2004)/
간호사 개인

업무성과
(독자적,비독자적,
대인관계 업무)

전문직 자율성

심미영(2005)
/간호사 개인

조직몰입,직무만족,
간호업무성과

(독자적,비독자적,
대인관계업무)

일반적 특성(연령,최종학력,
근무부서,임상경력)

수간호사의
리더십유형(변혁적-거래적

리더십)
Tzeng,H.

M.(2004)/간호사 개인 업무성과, 간호역량,직무부담

Takase,
M(2005)/간호사 개인 업무성과,이직의도 자율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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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ccciiitttiiizzzeeennnssshhhiiipppbbbeeehhhaaavvviiiooorrr)))

111...222...111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은 1938년 Barnard로부터 1966년 Katz와 Kahn이 조직 내의 공
식적 역할에 따른 행동과 자발적 행동을 구분지어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
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1980년대 중반부터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
었다.
Beteman과 Organ(1983)은 조직시민행동을 공식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보상을 보장할 수도 없는 조직에 유익한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Organ(1988)은 조직
시민행동을 임의적이며,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 또는 명확히 인식되지 않으
면서 조직의 효과적 기능수행을 전체적으로 촉진하는 자발성을 가진 개인적 행위로 정
의하였다.Van Dyne과 Cummings(1990)는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으로,
George와 Brief(1992)는 조직자발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노용호(1999)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내에서 맡은 바 업무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같은 영역내 업무역할이 아닌 것이라도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구성원의 상호작용결과에 따른 상승효과제고를 위한 구성원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권순식과 김상진(2005)은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에서 요구되어지는
업무내 활동(inrolebehavior)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장기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extrarolebehavior)으로 보았다.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조직구성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조직 전체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따라서 조직시
민행동은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나아가 조직전체의 성과를 높
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김남현,박봉규,& 송경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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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인으로서 Organ(1988)은 이타성,양심성,예의성,시민정신,스
포츠맨십을 제안하였고,Moorman,Blakely와 Niehoff(1998)는 돕기 행동,주도 행동,
근면 행동,충성 행동 등으로 분류하였고,Vandyne,Graham과 Diensch(1994)는 충성
(loyalty),복종(obedience),참여(participation)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많은 연구들이
5개의 구성요소로 이타성,양심성,예의성,스포츠맨쉽,시민정신으로 다루고 있었다
(Niehoff& Moorman,1993;Konovsky& Pugh,1994).

대표적으로 Organ(1988)이 주장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로 첫째, 이타성
(altrusim)은 동료의 조직 내 관련업무나 문제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포함되며
예를 들어,일이 많은 동료를 도와주거나 결근한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한
다.조직내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 조직의 능률을 증대시키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외부인에게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조직에 대한 정서에 영향을 미쳐 고객 충
성도를 높이며,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둘째,양심성(conscientiousness)은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최

소한의 역할행동을 뛰어 넘어서 수행되는 행동을 의미한다.예를 들어,근무시간에 잡
담을 하지 않는 것이나,누가 보지 않더라도 전화에 잘 응답하고,집안문제 등으로 출
근이 곤란한 경우에라도 출근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양심적 행동’이라고도
불리우며 규칙을 지키는 것과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예의성(courtesy)은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절차를 거치는 행동을 의미한다.예를 들어,자신이 행동하기 이전에 자신
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행동으로 다른 조직구
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전 언급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넷째,시민정신(civilvirtue)으로 조직의 정치적 활동에 부응하는 행동이다.조직의

발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한다든가,조직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활동에 참여
하는 행위,조직 내에서 전달되는 사항이나 문서를 숙지하는 행위,회의 참석,사보 읽
기,개인시간을 이용하여 제반 문제를 토론하는 것 등으로,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몰입하는 행동이다.
다섯째,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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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고충 등을 인
내하고 승복하는 행동으로,불평으로 인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보다 건
설적인 목적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즉,스포츠맨십의 특성은 기능적 행동의
자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역기능적인 행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이외에도 고려

(consideration),자기수요(self-acceptance),남녀평등주의(anti-sexism)(Motowidlo,1984),
규칙복종,충성심(Graham,1986;VanDyne,Graham,& Dienesch,1994),우월성의 추
구,타인원조(Graham,1986),객관적 성과(Mackenzie,Podsakoff,& Fetter,1993)등으
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을 도입하여 왔다.VanDyneetal.(1994)은 앞서 언급한 조
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직무성과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정의에
서나 측정 상 간과되어왔던 부분임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11...222...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관관관련련련연연연구구구

국내에서 진행된 조직시민행동 관련 연구 대상자는 주로 비서,기업인,은행직원,병
원직원,호텔직원,관광업계 등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이들 조직의 공통적
인 특징은 고객만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고객만족을 좌우하는 인적서비스의 질은
종사원들이 원래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의 활동(extra-role)을 어떻게 얼마나 수행하
느냐에 영향을 받는다(Grazon,1987).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과 개인차원의 직무만족(Bateman & Organ,1983;

MacKenzie, Podsakoff, & Ahearne, 1998), 조직몰입(MacKenzie, Podsakoff, &
Ahearne,1998;Williams& Anderson,1991)집단차원의 리더십지원,리더의 행위와
신뢰(Konovsky& Pugh,1994),조직차원의 조직공정성(Organ& Moorman,1993)등
의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병원구성원을 대상으로 리더-구성원 관계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는 순상관관계

를 보여주었고(Setton,Benett,& Liden,1996),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Wayne과
Green(1993)의 연구에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이타주의 행동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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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간호단위를 대상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

의 관계를 보거나 개인특성과 직무특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전혜숙,
2003;박월륜,2004)등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특성과 조직시민행
동간의 관계를 밝힌 것이고,집단의 특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전혜숙(2003)은 35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
단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조직몰입,리더-구성원 교환관계,재직년수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박월륜(2004)은 간호사가 간호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공정성 지각이 조직 유효
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유효성 중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강대석과 차동욱(2004)의 연구에서는 230
여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공정성,리더-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조직구성원들의 서비스 지향적 조직시민행동(service-orientedOCBs)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상호작용 공정성이 서비스 지향적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리더-구성원간의 관계의 질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병원조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주어진 직무이외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을 높여야 하고,조직문제 분석과 같은 생산적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이에,간호단위에서도 간호
사가 지각하는 역할 외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집단
요인들을 탐색하여 개인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를 직접적으로 간호현장에서 수행하는 간호업무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로서 업무외의 역할로 규정지을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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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조직행동론의 연구수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인행동수준,집단행동수준,조
직전체의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이때 집단은 개인과 조직전체 사이에서의 교량
역할을 한다(신유근,1993). 개인성과와 관련된 변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이러한 조직행동론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차원인 개인적 특성의
요인과 집단적 특성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와 관
련된 관련된 변수를 두 가지 수준인 개인 요인과 집단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222...111...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222...111...111...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선행연구를 통해 업무성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개인적 특성은 자기
효능감이다.자기효능감은 개인수준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Bandura,1986),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
공경험,대리경험,사회적 설득,심리적 상태 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개인의 동기수준을 결정해 준다.
Bandura(1982)는 개인효능감(personalefficacy)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집단효

능감(collective-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있다.또한 집단효능감은 과
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다.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 기술을 포
함하는 개념이며,이러한 신념과 기술을 갖고 수행을 하였을 때,높은 수행결과가 유발
된다.
행위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직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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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박동수,2001;
남경동 & 김광점,2003;한광현,2003),지금까지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많은 연
구들이 개인의 자기효능감 지각이 그 개인의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Bandura& Wood,1989;Gist,1987;Earley& Lituchy,1991;이상호
& 이원우,1995;이상호,1998;신제구 & 백기복,2000).즉,자기효능감은 목표나 성과
기준의 설정수준,노력의 투입정도,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정도 및 의지 등과 순상
관관계가 있어 결국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andura,1982,1986;Snyder,
1994).
한광현(2003)이 자기효능감이 과업의 중요성이나 자율성,피드백 등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실증했고,이경선과 임은란(2001)은 자기효능감과 임파
워먼트 사이의 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이목화(2003)는 자기효능감이 조직
몰입의 하위차원 중 감정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간호학에서 수행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국내의 경우 이명희(1997)연구에

서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양길
모(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 간에 정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정의정과 도복늠(2002)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행위 사
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안생(200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총 직무만족도,자율성 만족도,직업적 긍지 만족도,업무요구 만족도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국외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이직
의도는 낮추고,자기효능감이 있는 간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자와 직면하는데
더 자신감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Parker,1993),Obrien(1996)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anojlovich(2005)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전문
직 실무 행동 사이를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성과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할

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높은 성과달
성이 가능해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의 예측변수로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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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감감감정정정성성성향향향

감정의 성향적 특성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반응이 마치 개인의 성격처
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감정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감
정성향으로 설명되고 있다(Judge,Locke,& Durham,1997).긍정적 감정성향을 보유한
개인은 자신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각과 정서상태를 보여주고,부정적 감정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주변세상을 부정적 자아개념과 정서를 통해 조망한다는 것
이다.
긍정적 감정성향의 보유자들에게서 용감,도전,모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은,주어지는 과업이 비록 어렵고 생소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Judge etal.,1997).Cropanzano,James와
Konovsky(1993)은 긍정적 정서상태를 보유한 사람들은 적극적,열정적,낙천적,활동적
그리고 유쾌하거나 명랑하다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고 있다고 하였다.
George(1989,1992)는 긍정적 감정성향을 보유한 자는 성취도가 높으며,긍정적 감정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비교적 행복감이 낮고 자신감이 낮으며,주어진 여가시간을 즐
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hiu와 Francesco(2003)은 근로자들의
통제의 위치 및 자기효능감 변수 등이 성향적 특성과 이직의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고,한광현(2003)도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감정성향과 이직의향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제시하였다.긍정적 감정성향은 이러한 과업완수에 대한 자신감
과 적극성이 곧 자기 효능감으로 발현되며,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조직에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개인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 감정성향은 한 개인이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지니는 다

양한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말한다(Watson,Pennebaker,& Folger,1987).부정적 감정
성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정서상태와 자아개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자신에 대
하여 자기불만족과 같은 혐오적 정서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부정적 감정성향을 높게
지닌 개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며 나아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갖게 만든다.또한 부정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을 보이며,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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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변환경을 언제나 비관적으로 지각하고,주어진 대부분의 일들에 부정적 견해와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Watson& Clark,1984).
부정적 감정성향이 낮은 개인은 자신이 설정하는 성과수준 혹은 목표수준과 과업달

성을 위한 노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비교적 높고,계속해서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개인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국내 간호업무성과
측정에서 그동안 감정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개인성과의 예측변수로 긍정적 감정성향과 부정적 감정성향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222...111...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Caplan(1974),Cassel(1974),Cobb(1976)에 의해 소개되었다.
Cobb(1976)는 자기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받고 존중되며,가치 있다고 여겨지거나 의
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의무의 일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정보의 구성요소라 하였
고,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신뢰,애정,감정이입,친밀감),평가적
지지(수용,긍정적 자기평가),정보적 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사회적 서
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도구적 지지(실제적 도움의 교환,욕구 충족 시 효과를
가지는 실제적 도움)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 거래라고 정의하였다.
Bhagot(1983)는 사회적 지지를 조직 내적 지지와 조직 외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House(1981)은 사회적 지지의 두 차원인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로 구분하기도 하
였다.조직 내적 지지 요소에는 직장의 상사,동료,부하 등이 포함되며 조직 외적 지
지요소는 가족이 대표적이다.사회적 지지는 본질적으로 성격상 직무스트레스에 조직
외적 지지요소보다는 조직 내적 지지요소가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조직 내적 지지
요소 중에서도 부하보다는 상사 및 동료의 지지효과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Bhagot,
1983).상사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종업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Steffen(1992)은 상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그리고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는 자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Barry와 James(1996)는 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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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대한 종업원의 지각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Becker,
Billings,Eveleth와 Gilbert(1996)도 상사에 대한 몰입이 조직몰입보다도 성과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상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국내에서도 서철현
(1999)의 연구에 의하면,상사의 지지에 대하여 여행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사의 지지가 종업원의 태도형성과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 동료의 지지는 도구적 지지와 정보,정서적 배려를 특성으

로한 대인관계 거래로서 정의되어져 왔다(Etzion,1984).동료의 지지는 예를 들어,불
안,공포 또는 의심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제공받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또한 동료의 지지란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의 동
료 및 선배사원이 도와주고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자
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긍
정적인 직업환경을 형성하며(Carlson& Perrewe,1999),동료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주
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조직사회화의 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수
직적으로도 상사에 비하여 동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총체적인 영향은 커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Schein,1961).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도입하여,사회

적 지지를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즉,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로부터 얻는다고
지각되는 다양한 원조를 뜻하는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를 의미로 보고 분석하였는
데,사회적 지지를 집단수준의 간호단위 수준의 요인으로 보지 않고,개인수준의 간호
사요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상사와 동료의 지지에 대한 정도를 간호사 지각에 의한 간
호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1수준인 개인적 특성의 요
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감정성향,
상사와 동료의 지지의 변수들이 개인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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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집집집단단단적적적 특특특성성성

222...222...111...집집집단단단효효효능능능감감감

효능감(efficacy)은 조직행동 및 산업심리학 연구에서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이 가능한 변수이다(이상호,1998). 자기효능감
과 유사한 집단효능감은 과제,노력의 수준,인내심,사고,스트레스 수준,집단의 성취
와 관련이 있다(Bandura,1993,1997). 80년대 초반 이후,대부분의 우수기업들은 독특
한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조직문화를 조직의 경영성과의 전략
적 실천수단으로 강조하게 되었다.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의 주요결정인자라는 것을
밝혀내었으며,이와 관련하여 조직화된 업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집단효능감이 업
무 조직 효율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제안하며,집단효능감이 조직내에서 어
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Lindsley,Thomas,& Brass,
1995).
개인의 자기효능감 지각과 집단효능감의 지각은 모두 개인의 지각에 기초하고 있지

만 그 지각 대상에 있어 서로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 대상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인 반면,집단효능감에 대한 지각 대상은 집단의
직무수행능력이다.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합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차원의 속성인 것이다.그러나 집단효능감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연구주제인 관계로
아직까지 학자들간에 조금씩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와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학자
들에 따라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용어 면에 있어서는 ‘collectiveefficacy'와 ’groupefficacy'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집단효능감을 집단 구성원 개인의 믿음으로 볼 것인가,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
하는 믿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Gibson,Randel과
Earley(1996)에 따르면 collectiveefficacy란 집단효능감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적
인식의 통합이며,groupefficacy란 집단 구성원 개개인들의 효능감에 대한 집단의 일
치된 의견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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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집단효능감의 주체에 따라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한데 집단효능감 주체를 구성
원으로 본 학자와 집단으로 본 학자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효능감의 주체를 구성원
으로 본 학자로는 Shamir(1990),Jex와 Gudanowski(1992),Riggs와 Knight(1994),
Gibson,Randel과 Earley(1996),Prussia와 Kinicki(1996)등으로,Guzzoetal.(1993),Jex
와 Gudanowski(1992)에 따르면 집단효능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
의 능력에 대한 집단 구성원 개인들의 믿음으로 정의된다.Earley(1993)는 집단의 능력
에 대한 개인들의 추정으로 집단효능감을 정의하고 있다. Riggs와 Knight(1994)는 개
인들이 자신의 집단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집단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집단효능감을 정의하고 있다.이들의 정의는 집단효능감을 집단 능력에 대한 개인들의
신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집단효능감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았다.Lindsley,Brass와

Thomas(1995)는 집단이 성공적으로 특정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집단의
신념으로,Whitney(1994)는 집단이 특정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합의된 신념으로
집단효능감을 정의하고 있으며,이는 집단의 특정 과업에 대한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
였다.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집단효능감은 과제,노력의 수준,인내심,
사고,스트레스 수준,집단의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집단효능감은 주어진 수준의 수행
에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결합된 능력들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라고 하였으며,Goddard,Hoy와 Hoy(2001)는 집단효능감은 집단
수준의 특성의 발현으로서,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적 힘의 결과이며 따라서,발현된
집단의 특성은 개인 특성의 합 이상이라 보았다.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chaubroeck,

Lam과 Xie(2000)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과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하였는데,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은 홍콩자료와 미국자료가 각각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집단효능감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Kelly etal.,2001;Gilad Chen & Paul,2002). Markus와
Kitayama(1991)은 서양인은 개인적인 내적인 속성,독특성,분리성을 강조하는 독립적
인 개인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아시아인들은 관계,연결성,사회적 맥락
을 강조하는 상호의존하는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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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ey(1989)는 미국과 중국의 군인 관리자를 비교하였는데,중국관리자들은 집단맥
락에서 더 잘 수행하였고,미국관리자들은 작업하는데 있어 혼자 할 때 더 잘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집단효능감은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조직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 산업장면에서 많은 직무들이 조직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희박하며,대부분 교육학에서 학교현장에서 수행한 연
구들로 제한되어 있다.
Gooddard(2000)은 교사의 집단효능감은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

해 필요한 행동들을 수행하는 교직원 전체의 지각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Goddard,
Hoy와 Hoy(2001)는 수학과 읽기 등의 개인 성취에서 학교간의 차이가 집단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Bandura(1993)는 학교의 학업 성취의 평균은 집단효능
감과 유의미한 순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Sliver와 Bufanio(1996)는 집단효능감이 후속 과업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

단목표의 상당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또한 과거성과와 집단효능감은 긍정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Lee(1992)에 의하면 집단효능감은 집단구성원의 성과지
각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며, Little와 Madigan(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효능
감의 차이에 따라 집단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우선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들

로서 집단효능감은 직무만족도나 직무부담감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맥락적
(contextual)변수로 밝혀져 왔다(Jex& Bliese,1999).
Riggs와 Knight(1994)는 개인과 집단수준의 직무와 관련된 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이

인지된 집단의 성공과 실패,그리고 직무만족도,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해서 갖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이를 실증분석 하였다.독립변수로
는 집단의 성공과 실패의 인식을 설정하고,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결과기대
감,집단효능감과 집단의 결과기대감을,종속변수로는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설정
하여 분석한 결과,집단성패인식과 성과간의 관계는 개인과 집단수준의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이 모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과거의 성공에 대한 경험은 집단효능감
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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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ssia와 Kinicki(1996)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집단효능감에 정적인 영향
을,부정적인 피드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Chen과 Bliese(2002)
는 리더십 성향이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호(1998)는 리더십효능감과 집단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는데 총 32개 직장인 집단에 대한 집단수준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집단효
능감이 리더십효능감과 집단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와 이
원우(1995)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세부차원인 카리스마,개인적 배려,지적자
극 등과 집단성과,리더에 대한 만족도,리더유효성간의 관계에 대한 집단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관 6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변혁적 리더십은 집
단효능감을 통해 집단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
유효성간에도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구(1999)는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을 개인차원(임파워먼트),집

단차원(집단규범,집단응집력,집단사고),리더십차원(변혁적 리더십),직무차원(직무상
호의존성)으로 구분하고 그들과 집단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에서의 분석결과,집단사고와 집단응집력은 집단효능감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변혁적 리더십은 집단효능감에 대해 직접효과 뿐
만 아니라 개인차원의 임파워먼트와 집단차원의 집단규범,집단응집력,집단사고와도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집단규범과 임파워먼트와 집단효능감에
대한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집단효능감의 개념적 모델에 대한 연구로는 Lindsley,Brass와 Thomas(1995)가 집단

효능감과 성과는 나선형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개인,집단,조직수준에서 이들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는데,그들은 효능감과 성과관의 관계는 긍정적이며 순환
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즉,성과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효능감은 다시 성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각 변수들은 순차적으로 원인이 되는 동시에 결과
가 된다는 것이다.
Chen과 Bliese(2002)는 집단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인을 리더십 분위기라고 하였으

며,집단이 심리적 긴장,역할 명확성,구성원 경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분위기가 집단효능감의 집단수준과 관련하여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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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이라고 지적하였다.이귀정(2001)도 집단효능감의 예측변인을 임파워먼트,과
업상호의존성,신뢰,집단프로세스로 나누어 설정하고 함정부서원들의 집단효능감과 관
계를 보았는데,임파워먼트는 집단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기결정감과
영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의미성과 역량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개념 중 정서적 신뢰는
집단효능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높은 인지적 신뢰는 집단효능
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의사소통,협동으로 구성된 집단프로세스
는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과업상호의존성은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은 본래 집단 활동의 협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Egan & Kadushin,

1995),국외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과 성과와의 관계를 집단의 수준이 아닌,개인수준에
서 분석한 것이 대다수였으며,국내 간호관련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 간
의 관계와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집단효능감은 집단의 성취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
인이 되고,집단효능감은 집단수준의 동기부여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집단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아,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을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구성원이 속
한 집단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집단능력에 대한 개인이 지각한 공유된
신념이라고 정의하기로 하고,개인이 지각하는 집단수준의 변인인 집단효능감이 개인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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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 집집집단단단응응응집집집력력력

집단응집력(groupcohesion)에 관하여 Evan과 Jarvis(1980)는 ‘집단원들이 집단에 갖
는 매력’,Carron(1982)은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에 구성원들을 함께 결
속시키려는 집단의 경향을 반영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집단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관리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
이 집단응집력을 관리하는데 있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재,1985).
시병영(2003)은 응집성이 강한 집단이란 소속된 성원이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집단

이며,집단내의 성원들이 그들의 성원자격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집단이며,
나아가서는 성원들이 서로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하는 집단이라고 하였으며,집단응
집성의 결정요인으로는 함께 보내는 시간,집단가입의 난이도,집단의 크기,외부의 위
협,과거의 경험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내희(2003)는 구성원들이 서로 매력을 느
끼어 집단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Cartwright(1968)는 집단응집력을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집단성원간에 있어서 대인 간의 매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소시오메트리라는

방법으로 집단 구성원간의 매력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즉,집단성원 개인간의 우정정
도나 매력 정도가 강할수록 집단의 응집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집단의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즐겁고,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면 응집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입정도나 집단에 존속하고 싶은 욕구를

측정함으로써 응집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마지막으로 작업집단 및 사회집단에서 소
속되어 있는 개인의 특성이 지니는 유사성이나 친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응집력을 조
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집단환경질문지(GEQ:Group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Brawley,Carron과

Widmeyer(1985)가 개발하였는데,이는 응집력을 개인과 집단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
적 구조로서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도인 집단통합차원(groupintegration)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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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성원의 개인적 참여도인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애착차원(individual
attractiontothegroup)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즉,사회적 응집력과 과제응집력으로
분류하고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제시하였다.사회적
응집력은 집단성원의 호감도와 상호관계 정도를 반영하며,과제응집력은 팀성원이 특
수하고 동일한 목표달성과 과제에 대한 협력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병원간호사의 집단응집력에 대한 고찰은 조직문화의 관점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Coeling& Simms,1993),구성원들이 작업하는 경험에 대한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많
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Hinshaw,Smeltzer와 Atwood(1987)는 집단응집력이 중환자실과 내

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직업 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라
고 규명하였다.McClosky(1990)는 그들의 동료와 함께 간호사의 관계를 측정한 연구에
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사
회적 통합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Adams과 Bond(1995)는 전문직 수행과 직업 만
족도에 간호사들 간의 응집력이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aboyer,Najman과 Dunn(2001)은 호주의 병원에 속한 간호사가 전문직 동료간 협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들 간에 집단응집력을 측정하였는데,일반간호사와 임상
관리자의 두 수준에서 간호사간의 응집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관리자의 스타일은 집단응집력과 간호사의 재직에 영향을 주는 단위문화의 중

요한 구성요소이며(Wells,Roberts,& Cagle,2002),집단응집력은 높은 간호사의 만족
도,낮은 이직의도,높은 재직의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Leveck & Jones,1996;
Tumulty,Jernigan,& Kohut,1994).
반면에 집단응집력이 높은 경우 전체 조직과의 조화에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집

단사고(groupthink)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집단응집력은 집단의 성과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van과 Dion(1991)은 집단응집력이 집단의 성과와 일
관성 있게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Keller(1986)도 집단의 성과에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또한 집단 구성원의 동기부여 측면과 집단의 사회적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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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으며,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구성원들의 참여수준이 높고,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된다.집단의 규범과 구
성원들의 기대감이 일치하게 되고 더욱 성공적인 집단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Cherrington(1994)은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내 요인으로 집단의 크기,개방적

인 의사소통과 공식모임 혹은 비공식 모임을 통한 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의 빈도,구성원들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종교,성별,연령 등의 유사성에 의한 대인
간의 매력,신규직원에게 치러지는 의식의 엄격함,집단 목표에 대한 동의,집단의 성
공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박민섭(2005)은 집단응집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고,이직의도가 낮으며,보다 많은 조직시
민행동과 혁신행동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집단수준의 집단응집력을 측정한 연구도 있었는데,Kidwell,Mossholder

와 Bennett(1997)은 다수준 모형을 사용하여,집단수준의 집단응집력을 측정하고,개인
수준의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을 사용하여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즉,집단응집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간적 유대감이 강하여 그렇지 않
은 집단보다 좀 더 바람직하고 빈번한 사회적 교환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조직시민
행동이 이러한 사회적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응집력이 강한 집단은 집단구성원간에 강한 사회적 동질감을 형성하
기 때문에 구성원간 상호협력성과 직무와 관련된 성과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개인수준이 아닌 집단수준에서 집단응집력이 개인의 성과인 간호업무성과와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문헌고찰 결과 집
단성과의 측정이 없음은 물론,개인성과에 대한 집단수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집단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로 집단응집력을 선정하고,집단환경설문지(GEQ)를 번역하여 윤숙희(2000)가 간호조직
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과제적 간호단위통합,사회적 간호단위통합,과제적 간호단위
애착,사회적 간호단위애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집단응집력 측정도구를 이용하
여 개인성과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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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으로 개인성과를 측정하고,성과와 관련
된 가장 설명력이 있는 영향변수를 Bandura(1982)자기효능감 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하
여 개인적 특성의 변수로 자기효능감,감정성향,사회적 지지의 하나인 상사와 동료의
지지로 선정하였다.또한 개인의 성과는 개인적 특성 외에도 집단수준으로 볼 수 있는
간호조직의 병동,즉 간호단위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개인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이에 개인적 특성 변인들을 포함하여 집단적 특성으로 집단효능감,집단응
집력 등과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두 수준을 고려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할 때,기존의 간호업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이를 고려하여 시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기존의 개인수준에서의 분석 이외에 보다 새로운 분석상의 시
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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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개인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모형으로 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사용하였다.분석수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방법이 지니고 있
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위계
적 선형모형(Multi-leveldataanalysis,HierarchicalLinearModel:HLM)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다수준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자료의 특성과 다수준 모
형의 관계 및 다수준 모형에 의한 개인성과 측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33...111...다다다수수수준준준 자자자료료료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사회과학 연구에서 다수준 자료는 조직구성원인 인간이 속한 조직의 사회구조와 관
련이 있다.조직을 구성하는 사회적 집단은 위계적 관계를 갖는데,병원조직도 마찬가
지이다.간호사 개인은 각 간호단위에 속하며,간호단위는 다시 일반간호단위나 특수간
호단위에 속하고,이러한 일반간호단위나 특수간호단위는 병원에 속한다.
이런 자료의 특징은 연구자의 자료 수집 절차에 편의를 제공하여,연구자의 자료 표

집단위는 개별 간호사가 아닌,병동 더 나아가서는 병원이 된다.이 경우 표본자료는
두 가지 특성을 갖게 되는데,첫째,간호사들은 각 병동에 속하는 위계적 구조이며,둘
째,같은 병원내의 간호사들의 행동은 상호 종속적인 반면에 다른 병원의 간호사들과
는 독립적이 된다.
이와 같은 자료의 특성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병원수준의 변수들과 더불어 병

동이나 간호사수준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면서,동시에 간호사가 속한 병원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적절한
통계적 방법은 층위별로 수집되는 변수를 타당하게 분석하는 다수준 분석이 적절하다.
즉,다수준 모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료가 위계적 구조일 때에는,각 집단에 따라 이
질적인 집단내 회귀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각 계층 내의 현상들을 회귀식으로 모
형화하는데 이 때 상위계층에서는 하위계층의 회귀계수를 종속변수로 모형화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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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서,다수준 모형은 각 집단 단위별로 회귀계수를 별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며,집단의 특정 요인들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다(Raudenbush&
Bryk,2002).
다수준 통계 모형은 교육학 분야에서 개발된 모형이지만,일반적으로 기업체 연구

에서 흔히 존재하는 형태의 자료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체의 구조를 예로 들면,
기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여러 지점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지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분석 자료는 집단과
개인 양쪽 층위의 변수를 포함하고,자료의 구조는 개인이 집단에 속하는 위계적 구조
를 갖게 된다(정혜향,2001).
국내 논문 중 정혜향(2001)은 중학교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학교요인과 교

사요인을 탐색한 다수준 분석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만족도의 경우,대부분 학
교별로 교사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적으로 교사 간 차이
에 의해 발생하고,학교 간 차이에 의해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내적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학교변수는 학교설립유형,교사요인으로는 직위,자
격증이며,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교사들의 내적 직무만족도가 높
게 측정되었다.간호학 분야에서 다수준 분석을 사용한 연구로 Cho(2003)는 간호인력
과 환자결과(patientoutcome)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를 폐렴으로 하고,수준 1의 변수에 환자의 특성을,수준 2의 특성으로는 병원
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환자특성으로 연령,입원의 유형,입원당시 진단의 수
(number)가 종속변수인 폐렴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고, 2수준의 병원특성의
요인으로 병원의 설립형태와 간호인력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즉,간호 인
력과 폐렴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보고하였다.
국내외 다수준 모형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별로 정리

하면 다음의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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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국내외 다수준모형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구분 저자
(년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 집단 조직

국내

김경성
(1991)

모의고사성적,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학생의 IQ점수

교사수준(교사의 성별,교사의 연령,
교사의 교직경력,학교에 대한 교사
의 태도,교사가 지각한 교장의 지도
방침)

학생의 학업성적

정혜향
(2001)

교사수준
(성별,교직경력,직위,교사자격증,
교사교육수준)
교사가 지각한 물리적 환경변수
(교무실환경,교직원 위생시설)

학교의 사회 환경변수
(교수-학습관련 자율성,교장의
민주적 지도성,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교사 효능감,직무에 관련된
교사협동성)

학교수준:학교크기(재학생수)
교장의 교직경력(근무년수)
교장경력,가정통신횟수,
보충수업실시여부,
학교설립유형(국립,사립)

교사의 직무만족도
(내부요인에 의한 직무만족도,
외부요인에 의한 직무만족도)

이상규
(2002)

일반적 특성
(연령,성,거주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정도,월 가구소득)
보건의식 및 형태
(흡연,음주,스트레스)

사회 환경요인
(거주지역의 물질결핍지수,
인자점수)

시군구별 표준화 사망비,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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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년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 집단 조직

강상진,
전민정,
& 장지현
(2005)

학생수준
(투입:성별,이성친구,월평균생활
비,가정생활만족도,남성보호자
와의 관계,부모와 관계 고민,
이성친구고민)(과정:수능성적,
물리적 환경,학교생활만족도,
학업흥미도,수업흥미도)

학교수준
(투입:설립형태, 남자학교,
여자학교,학생수)
(과정:수준별 이동수업,
담임지각학업지원풍토)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임언
(2005)

학생수준
(성별,부의학력,모의학력,대화시
간,가정의 책 수,가구소득,가정
진로지도 경험,학교의 물리적 환
경,학교의 심리적 환경,학생-교사
관계,진로교과교육 참여,강연참
여,정보교육 참여,심리검사 실시,
직업체험,진로상담체험)

설립형태, 학급수, 학교유형
(준거:일반고/중학교,실업고),
부의학력 학교평균,모의학력
학교평균,물리적환경/교사인
식,학생수준/교사인식,물리
적환경/학생인식,심리적환경
/학생인식,학교진로지도상황,
진로지도경험 학교평균,진로
상담실 존재여부

학업흥미 효능,
진로개발 효능

국외
Muley&
Klein
(1998)

인구학적변인
(성별,연령,교육수준,계층)
혼란변수

직업수준
(생산직,저임금 사무직,중간임금
사무직,고임금 사무직)

사업형태
(제조업,건강관리,기타)
조직수준

직무스트레스,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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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년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인 집단 조직

(임금 불평등,부정적 감성)
개인수준(직무부담,직무다양성,
jobcontrol,사회적 지지)

부서수준
(직무부담,직무다양성,jobcontrol,
사회적 지지

(직무부담,직무다양성,job
control,사회적 지지)

Jex&
Beliese
(1999)

스트레스원(작업량,작업시간,업무
중요성)
긴장(직무만족도,조직위임도,심리
적 긴장,신체적 증상)

집단효능감 직무스트레스

Han,T.
Y.
(2003)

개인수준
(연령,경력,학력,현근무처,
재직경력,마지막승진시기)

팀효능감,팀학습분위기 팀 적응 성과
개인 적응 성과

Cho,S.
H.
(2003)

개인수준
(연령,입원형태,입원시 진단수,
질병중증도)

병원형태(ownership),
간호인력(nursingstaffing), patientadverseoutcome

폐렴가능성

Marchand
etal.
(2003)

개인수준(성별,연령,근무스케줄/
정규직,근속연수,주당근무시간

직업 사회경제적 상태
(직업분류) 직무스트레스,음주



- 37 -

333...222...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의의의 장장장점점점

다수준 분석 모형은 위계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측정된 변수를 포함하는 분석적인
모형을 일컫는다(Kreft& DeLeeuw,1998).다른 위계적인 수준에서 변수 사이의 관
계가 다수준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정의하고 측정한 수준
에서 변수가 분석되어지는 개념적,통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어떤 연구결과를 개인
차원으로 분석했을 때와 집단차원으로 다르게 분석했을 경우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1970년대에 Wiley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통계치로는 산술평균(mean)만으로는 부적
절하다고 지적하였다.1980년대에 들어서 Bryk과 Raudenbush(1989)는 지역,학군 및
학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인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다른 집단
차원의 효과로 분리해 낼 수 있는 집단자료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Multilevelmodeling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고정부분(fixed part)과 임의부분

(random part)으로 구분된다.고정부분은 context전반을 거쳐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각
분포의 평균을 나타낸다.즉 기울기 평균과 절편(intercept)이다.반면에 임의부분
(random part)은 분산(variance)를 나타낸다.즉 평균치와의 차이정도를 나타낸다.다수
준 접근은 일반통계모형과 달리 한개 이상의 임의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즉 지역수준
의 임의효과의 분산과 개인수준 임의효과의 분산이다.이렇게 임의부분을 통하여 지역
환경의 영향력을 추정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준 모형을 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김주형,1998).
다수준 분석의 장점은 첫째,한 분석에서 개인과 집단 특성을 함께 파악함으로 생태

적 오류(ecologicalfallacy)와 원자적 오류(atomisticfallcy)를 피할 수 있다.생태학적
오류는 집합적 수준의 관계로부터 개인수준의 관계를 추론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
다(Macintyre& Ellaway,2003).즉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
가 존재한다고 해서,항상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수준에서도 동일한 관계
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데서 비롯된다. 원자론적 오류 혹은 개인주의적
(individualistic)오류는 개인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못 추론
하는 것을 말한다(Scheuch,1969).이러한 오류로 인해 개인수준의 자료를 과대평가하
고,반대로 집단수준이나 맥락수준의 자료(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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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론까지)를 과소평가해 왔다.맥락(context)이란 특별한 현상과 관련된 상황을
말하며,조사되어진 것 이상으로 분석의 단위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Cappelli&
Sherer,1991).다시 말해서 사회적 맥락은 개인적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적 현상에 의해 묘사되는 것이다.조직에서 일하는 개인구성원들은 사회적 맥락이 아
마도 가장 현저하게 그들이 일하는 근무지에서 일어난다(Hackman,1992).이런 집단
연구의 기초적인 가정 하에서 집단에 대한 맥락은 개인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이
런 영향은 조직구성원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단에 민감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둘째,한 단계 이상을 파악함으로서 개인구성(composition)과 지역맥락(contextual)차

이를 구분할 수 있다.한 지역에는 여러 유형의 개인들이 살며 이러한 개인들의 차이
때문에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고 구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맥락적 설명은 어떤 특
성(개인의 특성에 덧붙여지거나 혹은 상호작용하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에 관계없이,기후가 온화하고 훌륭한 서비스와 편의시설
이 존재하는 깨끗한 지역에서 살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개인과 지역요
인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이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사
용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다수준 모형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Jone,1991;Von
Korffetal.,1992)이는 여러 수준을 동시에 파악함으로 지역맥락간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CraigDuncanetal.,1996).
셋째,다층모형은 하위층위와 상위층위에서 준거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들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다층자료의 분석에서 특히 상위 층위변수가 하위층위의 준거
변수에 미치는 효과에 연구의 관심이 있는 경우,연구자는 양 층위에 존재하는 변산의
근거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단층위 모형에서는 하층위와 상층위의 공
상관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다층모형은 상위층 변수와 하위층 변수간의 상호작용,즉 층위간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준 모형의 특성은 개인수준의 결정요인과 환경적인 결정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때,이 두 가지 수준의 요인들을 기존의 통계모형으로서는 함께 취급할
수가 없었는데,이런 다수준 모형은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두수준의 요인들을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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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기존 회귀분석에 의한 자료 분석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두 수준의 예측변수를 다룰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라고 볼 수 있겠다.

333...333...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모모모형형형

Snijders와 Bosker(1999)가 제시한 다수준 모형의 이론적 틀은 <그림 1>과 같다.학
생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생수준에서 학생의 재능과 교사수준에서 교사의
효능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수준 모형을 <그림 1>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X
는 미시적 수준의 변수로 학생의 재능을,Y는 미시적 수준에서 학생의 동기를,Z는 거
시적 수준 변수로서 교사의 효능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다수준 분석 모형

주. 본자료는 Snijders & Bosker(1999), ‘The structure of a multilevel
proposition’,MultillevelAnalysis,An introduction to basicand advanced
multilevelmodelingp,10.

본 연구에서는 환경 혹은 사회적 맥락이 조직 내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본 가정 하에 집단수준에서의 중재 이를테면,‘개인수준보다는 집단수준에서의 중재

       ZZZZ

                        

            X X X X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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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조직의 성과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관심을 갖게 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본 연
구의 결과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즉,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성과와 관련된 요인
들을 계속 단일수준의 분석방법에 의해서 분석해 왔기 때문에,그로 인해 수준별로 간
과된 변수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성과와 관련된 주요변수와 기존의 사회 환경적인 맥락효

과를 고려하여 즉,집단수준의 요인을 고려하여 단일수준 분석이 아닌 2수준에서의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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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111...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를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개인이 행한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하는 간호업무성과와,업무외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의 결과로서의 조직시
민행동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간호업무성과는 간호조직 뿐만 아니라 병원조직
의 생존과 성과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조직구성원
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고(Organ,1988),조직
전체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은 구성원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나아가 조직전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
남현,박봉규,& 송경수,1999).이러한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수준,집
단수준,조직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신유근,1993),본 연구에서는 위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병원환경에서 개인수준의 요인과 더불어 집단수준의 요인을 고려하여 두 수
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개인성과의 예측요인으로 Bandura(1977, 1982, 199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많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높은 성과달성이 가능하게 된다.간호사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조
직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효능감 외에 개인적 요인인 심리적 특성으로 감정
성향을 들 수 있는데,감정성향은 자신이 설정하는 성과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기효능감이 비교적 높고,계속해서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개인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또한 조직 내적 지지 요소로 직장의 상사,동
료의 지지는 또한 개인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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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의 변수 외에 집단요인의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집단효능감은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집단구성
원사이를 돕고 더 큰 화합을 이루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조직문화에도 기
여하여 왔다.이런 긍정적인 대인관계 문화는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되고,직업만족도
를 증가시키고,이직의도를 감소시킬 것이다.이는 바로 환경적 요인,맥락적 요인으
로 볼 수 있고 병원조직에 속한 병동의 간호사 개인의 성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수준의 요인으로 집단 역동의 중요한 요소로 집단응

집력은 집단을 보존하고 집단구성원의 행동 평가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개인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 등의 집단프

로세스 과정의 매개변수 역할을 한 변인들이 다수준 모형 <그림 1>에서 ‘Z’로,본 연
구의 개념적 기틀에서는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개인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연령,
학력,직위)과 경력특성(근무형태,고용형태,총 근무경력,현 부서경력,주당근무시간),
자기효능감,감정 성향,사회적 지지의 하나인 상사와 동료의 지지 등의 변수들이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규명하고,집단수준의 요인으로는
집단응집력,집단효능감,그리고 집단특성(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간호단위 집담회
횟수,간호단위 간호사의 수,간호단위 유형)등의 변수들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함께 고려한 Snijders와 Bosker(1999)가 제시한 다수

준 모형의 이론적 틀<그림 1>과 Simard와 Marchand(1997)가 제시한 작업집단의 거시
적-미시적 조직요인 이론적 모형(Theoreticalmodelofmicro-macro organizational
factor)을 근간으로 해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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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프로세스

Level 2
집단 수준

(간호단위수준)

Level 1
개인 수준

(간호사수준)

집단응집력

집단효능감

감정성향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개인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1)

-경력 특성 2)

개인 성과

간호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집단의 요인
-간호단위 특성 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학력, 결혼상태 등
2) 경력 특성 : 직위, 고용 형태, 총 근무 경력, 현 부서 경력, 근무 형태, 주당 근무 시간 등
3) 간호단위 특성: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간호단위 간호사수, 간호단위 유형

      

  주. 실선이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주요 개념임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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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수준의 변수들
과 집단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적용한 횡단
적 상관관계 연구(cross-sectionalcorrelational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 간호조직단위의 간호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
방법은 먼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보유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전국 각 시도별로
임의 표집(conveniencesampling)하고 다시 간호단위를 임의 표집한 후 마지막으로 간
호사를 표집하는 집락표집(clustersampling)을 사용하였다.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
을 포함하는 특수간호단위와 일반간호단위가 표집되도록 간호부에 요청하여 진행하였
으며,대상자는 일반간호사,책임간호사,수간호사를 포함하여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외래와 간호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수준 분석에서 이수준(twolevel)에서 표본의 크기는 단일수준에서의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복잡하다.또한 많은 표본수는 모수추정치의 정확도를 증가시킨다(Snijders&
Bosker,1999).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Snijders& Bosker(1999)의 ‘Thetotaldesired
samplesizeintwostagesampling"에서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하였다.본 연구는 집단에서의 표본수 n을 10,ρI(집단내 상관계
수)을 .3,designeffect6.4로 하여 총 표본수(N)를 계산한 결과,1798명이었고 본 연구
에서 최종 분석시 사용된 표본수는 19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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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표 3>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별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16문항과 개인성과 관련변수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감정성향,상사의 지지,동료의 지지,그리고 조직시민
행동은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간호업무성과는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과정을 거쳤고,자기효능감,집단효능감 도구는 외국문
헌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한 후 신뢰도 검정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8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333...111...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333...111...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간호업무성과를 VandeVen과 Ferry(1980)의 조직평가 측정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성과 척도(yourown performance scale)와 박성애(1988),이영현(1995),임정옥
(2004)등이 제시한 간호업무평가와 인사고과평가를 근거로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
자가 개발한 도구로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관한 7문항,간호업무 수행태도에 관한 4문
항,간호업무 수준향상에 관한 3문항,간호과정적용에 관한 3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점수
의 범위는 17점~68점이다.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92
이었고,본 조사에서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92이었다.

333...111...222...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도도도구구구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 도구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신뢰도 검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19문항 도구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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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탐색적 인자분석에서 3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varimaxrotation)
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한 결과 인자별로 문항의 적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다
시 4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하여 인자부하량이 부적
절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나는 의료진,직원간,환자 및 보호자와 원활하고 협조적인
의사소통을 한다’의 1문항과 업무수행태도의 시간관념에 관한 ‘나는 간호업무를 데드라
인에 맞게 계획을 세워 처리한다’의 1문항 총 2문항을 삭제한 후 17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4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행하였다.그 결과는 <부
록 1>에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간호업무성과를 VandeVen과 Ferry(1980)의 조직평가 측정도구에 포함되어 있
는 개인성과 척도(yourownperformancescale)와 박성애(1988),이영현(1995),임정옥
(2004)등이 제시한 간호업무평가와 인사고과평가를 근거로 중복되는 내용을 선별하고,
19문항의 도구를 구성하였다.
2)19문항의 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호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간

호사 3명과 간호학과 교수 3인과 경영학과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3)내용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예비조사 34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문장을 확인하여 어휘를 수정하고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α=.92이었다.
4)신뢰도 검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19문항 도구의 차원 분석을 위해 탐색적 인자분

석에서 3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varimax)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한 결과 인
자별로 문항의 적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다시 4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
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하였다.이 과정에서 인자부하량이 작은 2문항을 삭제한 후
17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4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행하
였다.

각 항목에 제시된 문항의 동의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조금 그렇다’‘매우 그렇다’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
을 의미한다.간호업무수행능력의 Cronbach's α=.88,간호업무수행태도는 Cronbach's
α=.81,간호업무수준향상은 Cronbach'sα=.76,간호과정적용은 Cronbach'sα=.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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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11...333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5개 하부요인인 이타성(altruism), 양심성
(conscientiousness), 예의성(courtesy), 시민정신(civic vitrtue),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으로 구성된 Podsakoff와 MacKenzie(1989)가 개발한 도구를 전혜숙
(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 4점 척도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점수의 범위는
18점~72점이다.전혜숙(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α계수가 .83이었다.본 연구의 사
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87이었다.

333...222...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도도도구구구

333...222...111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본 연구의 직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강도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며,
Riggs와 Knight(1994)에 의해 개발된 개인 효능감 신념 척도(PersonalEfficacyBeliefs
Scale)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10개의 문항,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
는 5~50점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혹은 ‘나는 나의 직무수행 기술과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등이다.본 연구의 사
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3이었고,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79이었다.

333...222...222 감감감정정정성성성향향향

감정성향은 Watson& Clark(1984)가 개발한 22문항의 다차원 성격지표를 수정․보
완하여 한광현(2003)이 사용한 감정성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긍정적 감정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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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부정적 감정성향 4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각각의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한
광현(2003)의 연구에서 도구는 Cronbach's α계수가 긍정적 감정성향은 0.84,부정적
감정성향은 .83이었다.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긍정적 감정성향 Cronbach's α

=.83,부정적 감정성향 Cronbach'sα=.79이었다.

333...222...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상사의 지지,동료의 지지를 의미하며,상사의 지지와 동
료의 지지는 서영준 등(2001)이 사용한 도구를 최원숙(2003)수정․보완한 도구로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각각의 점수의 범위는 3
점~15점이다.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상사의 지지는 Cronbach's α

=.66이었고,동료의 지지는 Cronbach's α=.77이었으며,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상사의 지지는 Cronbach'sα=.66,동료의 지지는 Cronbach'sα=.65이었다.

333...333...집집집단단단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도도도구구구

333...333...111집집집단단단효효효능능능감감감

집단효능감은 Riggs와 Knight(1994)에 의해 개발된 집단효능감 신념 척도(Collective
EfficacyBeliefs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척도는 5개의 부정문항을 포함한 총 7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를 들어 ‘내가 함께 일하는 병동은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광현(2003)의 연구에서 도구는
Cronbach'sα계수가 0.82이었다.문항의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부정문항에 대
해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범
위는 7점~35점이다.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86이었고,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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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222집집집단단단응응응집집집력력력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구조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과제응집력으로 분류하여 개발
된 Widmeyer등(1985)의 집단환경설문지(GEQ)를 번역하여 윤숙희(2000)가 간호조직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한 과제적 간호단위통합,사회적 간호단위통합,과제적 간호단위애
착,사회적 간호단위애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1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
단응집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점수의 범위는 12점~60점이고,윤숙희(2000)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α계수가 0.81이었다.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80
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별로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
였다.

<표 3>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분분류류류 주주주요요요변변변수수수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종속변수
간호업무성과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2006)
조직시민행동 전혜숙(2003),조직시민행동 도구

독
립
변
수

개인
수준

자기효능감 Riggs&Knight(1994),PersonalEfficacyBeliefsScale
감정성향 한광현(2003),감정성향 도구

상사/동료의지지 최원숙(2003),상사,동료의 지지 도구

집단
수준

집단효능감 Riggs&Knight(1994),CollectiveEfficacyBeliefsScale

집단응집력 Widmeyer등(1985)GEQ
윤숙희(2000),집단응집력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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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444...111...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2006년 1월 간호학과 교수 3인과 경영학과 교수 1인으로부터 각 도구별 문항내용과
구성을 확인한 후,2006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3개 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 2
곳과 민간중소병원 1곳에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작성된 측정도구들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 34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해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문장을 확인하여 어휘를 수정하고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본 조사 도구로 채택 사용하였다.

444...222본본본 조조조사사사

서울과 6대 광역시와 전국 7개 도에 위치한 29개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본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간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간
호사를 선정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2차병원과 3차병원 29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속한 상위
집단을 우선적으로 표집하는 집락표집을 적용하여 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에 근무하
는 특수간호단위와 일반간호단위에서 표집하였다.29개 병원에 근무하는 2268명의 간
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2090명의 간호사가 설문한 자료가 회수되어 92.2%의 회
수율을 보였으나,집단수준으로 표집되지 않은 1개의 병원의 설문지와,극단적인 응답
이나 무응답한 문항이 있는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시킴으로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
는 총 28개 병원의 1966명으로 응답율은 94%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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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8.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전체 사례수,간호사수준,집단(간호단위)수준 예측변수
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개인성과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α 계수,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상관분
석(correlationanalysis)으로 산출하였다.

셋째,연구도구의 탐색적 인자분석을 위하여 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다.

넷째,다수준 모형에 의한 자료 분석은 SAS8.2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하였다.

1)각 측정수준에 예측변수가 없는 기초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개인수준(간호사수준)에서 예측변수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집단수준(간호단위수준)에서 예측변수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4)개인수준(간호사)과 집단수준(간호단위)의 양쪽 수준에서 예측변수를 활용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즉,개인성과와 관련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2수준에 해당되는 다
수준 모형에 의한 분석으로,다수준 모형을 위계적으로 명세화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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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병병병원원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다수준 분석 대상 병원은 모두 28개 기관으로 병상규모는 500병상 이상 병원이 22
개 기관(78.6%)으로 가장 많았으나,의료전달체계로 구분할 경우 2차병원 15개 기관
(53.6%)과 3차병원 13개(46.4%)기관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병원이 16개(57.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 4>.

지역별로 살펴보면,다수준 분석을 위한 집단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6대
광역시와 7개 도를 포함하여 총 182개의 간호단위로 경기도(15.1%)가 28개 간호단위로
가장 많았으며,일반간호단위가 53.8%로 특수간호단위보다 약간 높았다.일개 간호단
위의 응답자는 특수간호단위는 최소 4명,최대 25명,일반간호단위는 최소 4명,최대
15명이 응답하였으며,한 병동의 평균 응답자수는 특수간호단위가 평균 11.7명,일반간
호단위는 10.1명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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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 대상 병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병원수 (%) 병동수 (%) 간호사수 (%)

병상규모
300병상 이하 2(7.1) 13(7.1) 117(6.0)
301-500병상 4(14.3) 24(13.2) 297(15.1)
500병상 이상 22(78.6) 145(79.7) 1552(78.9)

병원구분 2차 병원 15(53.6) 93(51.1) 1038(52.8)
3차 병원 13(46.4) 89(48.9) 928(47.2)

설립구분별 국립대학병원 6(21.4) 38(20.9) 461(23.5)
사립대학병원 16(57.1) 112(61.5) 1108(56.4)

특수목적 공공병원 1(3.6) 6(3.3) 78(4.0)
민간중소병원 5(17.9) 26(14.3) 319(16.1)

지역별 서울 3(10.7) 15(8.2) 155(7.9)
경기도 4(14.3) 28(15.4) 334(16.9)
부산 3(10.7) 17(9.4) 203(10.3)
대구 1(3.6) 6(3.3) 81(4.1)
인천 1(3.6) 4(2.3) 51(2.6)
광주 2(7.2) 13(7.2) 145(7.4)
대전 1(3.6) 6(3.3) 81(4.1)
울산 1(3.6) 8(4.4) 77(3.9)
강원 1(3.6) 10(5.5) 98(5.0)
충북 3(10.7) 18(9.9) 239(12.1)
충남 1(3.6) 14(7.7) 73(3.7)
전북 2(7.2) 16(8.8) 144(7.3)
경북 3(10.7) 13(7.1) 125(6.4)
제주 2(7.2) 14(7.7) 160(8.1)

병동유형 특수간호단위 - 84(46.2) 979(49.8)
일반간호단위 - 98(53.8) 987(50.2)

전체 28(100.0) 182(100.0) 1966(100.0)



- 54 -

111...222...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원 간호사 1966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성별은 여자가 9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간호사의 평균연령은 29.4세
로,20세 이상~29세 이하의 연령분포가 62.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53.9%(1056명)가
3년제 전문대학을,36.6%가 4년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를 졸업하였다.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41.9%(7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종교를 가진 자 중에서는 기독교가
31.0%로 가장 많았으며,66.1%(1297명)가 미혼이었다.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5.9%(1683
명),주임간호사가 8.9%(174명),수간호사가 5.2%(102명)이었다.
근무부서는 특수간호단위와 일반간호단위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고용형태는

대다수인 92.4%(1807명)가 정규직이었다.근무형태로 3교대가 88.2%(1724)로 가장 많았
으며, 총 근무경력은 평균 6.9년으로 2년 이상~5년 미만이 28.5%(560명),그 다음은 5
년 이상~10년 미만의 경력으로 28.0%(551명)이었다.현 근무부서에서의 경력은 평균
3.5년으로 2년 이상~5년 미만이 39.2%(770명)이었다.월 급여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49.8%(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9.4%(767명)으로 응답하였다.

<표 5>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1966)

구구구분분분 실실실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범범범위위위
성별 여 1952(99.4)

남 11(0.6)

연령 20-29 1212(62.3) 29.4(6.1) 20-54
(년) 30-39 559(28.8)

40-49 160(8.2)
50-59 13(0.7)

학력 전문대졸 1056(53.9)
대졸 717(36.6)

대학원이상 1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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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측치로 인해 대상자수와 응답자수는 맞지 않음

구구구분분분 실실실수수수(((%%%)))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범범범위위위

종교 기독교 586(31.0)
천주교 217(11.5)
불교 294(15.6)
무교 791(41.9)

결혼상태 미혼 1297(66.1)
기혼 665(33.9)

직위 일반간호사 1683(85.9)
책임간호사 174(8.9)
수간호사 102(5.2)

근무부서 일반간호단위 987(50.2)
특수간호단위 979(49.8)

고용형태 정규직 1807(92.4)
비정규직 148(7.6)

근무형태 3교대 1724(88.2)
2교대 46(2.4)
비교대 184(9.4)

총근무경력 2년 미만 355(18.1) 6.9(5.9) 1-30
(년) 2년 이상-5년 미만 560(28.5)

5년 이상-10년 미만 551(28.0)
10년 이상 500(25.4)

현부서경력 2년 미만 755(38.4) 3.5(3.5) 1-26
(년) 2년 이상-5년 미만 770(39.2)

5년 이상-10년 미만 329(16.7)
10년 이상 112(5.7)

월 급여수준 100만원-199만원 970(49.8)
200만원-299만원 767(39.4)
300만원-399만원 180(9.2)
400만원-499만원 25(1.3)
500만원 이상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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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서서서술술술적적적 통통통계계계

222...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서서서술술술적적적 통통통계계계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표 6>과 같다.각각의 연구변수를 총
합,표준편차에 의해 서술통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간호업무성과는 53.40점,조
직시민행동은 54.60점으로 나타났다.개인요인으로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의 평균점수는 35.66점으로(최대 49점)나타났고,긍정적 감정성향이 13.45점,상사의
지지는 10.06점,동료의 지지가 10.55점으로 나타났다.집단요인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집단효능감은 평균 27.02점,집단응집력은 41.81점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수의 구성문항내용 및 기술통계량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명명명 문문문항항항수수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최최최소소소 최최최대대대 범범범위위위
간호업무성과 17 0.92 53.40 6.49 29.0 68.0 17-68

조직시민행동 18 0.87 54.60 5.87 38.0 72.0 18-72

개개개
인인인
요요요
인인인

자기효능감 10 0.79 35.66 4.54 17.0 49.0 5-50

긍정적 감정성향 4 0.83 13.45 2.56 4.0 20.0 4-20

부정적 감정성향 4 0.79 10.77 2.78 4.0 20.0 4-20

상사의 지지 3 0.66 10.06 1.88 3.0 15.0 3-15

동료의 지지 3 0.65 10.55 1.95 3.0 15.0 3-15
집집집
단단단
요요요
인인인

집단효능감 7 0.74 27.02 3.43 14.0 35.0 7-35

집단응집력 12 0.80 41.81 5.49 21.0 60.0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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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는 <표 7>과 같으며,개인이 지각한 집단효능감을
포함하여 개인수준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01),자기효능감과 간

호업무성과(r=0.5704,p=<.0001),개인이 지각한 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은 비교적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0.5753,p=<.0001).또한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행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4520,p=<.0001).상사의 지지와 집단응집력(r=0.4617,
p=<.0001), 집단응집력과 조직시민행동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r=0.4164,
p=<.0001).부정적 감정성향과 모든 변수와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상관관계 크기를 살펴볼 때,두 종속변수인 간호업무성과와 조

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r=0.7181,p=<.000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r=.60이하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0.8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진 경
우는 없어(Gunst,1983),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상호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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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개인수준에서의 변수의 상관관계
(N=1966)

주.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 p<.0001

자기
효능감

긍정적
감정
성향

부정적
감정
성향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집단
효능감

집단
응집력

간호
업무
성과

조직
시민
행동

자기
효능감 1 0.4293 -0.3653 0.1550 0.2207 0.2628 0.2385 0.5704 0.4520
긍정적
감정성향 1 -0.4572 0.2819 0.2407 0.2485 0.3020 0.3652 0.3879
부정적
감정성향 1 -0.2034-0.1755-0.2439-0.3164-0.2022-0.2770
상사의
지지 1 0.2223 0.3674 0.4617 0.2204 0.2561
동료의
지지 1 0.2166 0.3071 0.2037 0.1667
집단
효능감 1 0.5753 0.2396 0.3030
집단
응집력 1 0.3229 0.4164
간호

업무성과 1 0.7181
조직

시민행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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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일반적으로 다수준 모형의 분석과정은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되
는데,기초모형은 자료의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단계로 개인(1차)수준과 집단(2차)수준
의 분산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개인수준 자료의 분산 중 집단
수준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비율을 도출하게 된다.기초모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집
단수준에 따라 종속변수의 분산값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 검증한 후,설명변수를 투
입하여 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종속변수를 예측하는데 독립변수의 중요성이 최종모형에서 평가되어지는데,이것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β 상관계수에서와 비슷한 방법이다. 다수준 분석은 이러
한 추정치의 통계적 의미로,모델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t
값(추정치/표준오차)을 모든 독립변수에 따라 제시하였다.

444...111...모모모형형형 111(((기기기초초초모모모형형형)))

다수준 분석은 기초모형(emptymodel)에서 시작된다.즉,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
는 무조건부(Unconditional)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설정하였다.기초모형은 일체의
독립변인을 추가하지 않고,단순히 종속변인과 집단구분만이 반영된 모델이며,이를 통하
여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다음 단계 분석의 바탕이 된다.이는 복잡
한 분석모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모형으로 일원분산분석 무선효과모
형(OnewayANOVA withRandom effectsModel)과 일치한다.
기초모형이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는 첫째,각 수준별로 분할된 분산성분,둘째,집

단내 상관계수(ICC)등을 제시한다. 각 모형의 수식은 <부록 2>에 연구모형별로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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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의 분석 결과로,<표 8>에 나타난 임의효과인 개인(간호사)수준 분산은 간
호사들의 개인차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으로,간호업무성과는 37.3450,조직시민행동은
31.1791이고 집단수준 분산은 집단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으로 각각 4.9565,
3.459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그리고 종속변수의 간호업무성과의 전체 분
산 중 집단(간호단위)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correlation)는 4.9565/(4.9565+37.3450)=0.1171로 간호업무성과의 전체분산의
11.7%가 집단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고,11.7%가 집단간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라
고 할 수 있다.나머지 88.3%는 간호사수준,즉 집단내 차이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τ 00

ρ =
τ 00+ σ 2 수식 (1)

조직시민행동의 경우,3.4593/(3.4593+31.1791)=0.1000로 조직시민행동의 전체분산의
10.0%가 집단수준 분산이고,조직시민행동의 총 변량 중에서 10.0%를 집단(간호단위)
의 특성에 따라 설명할 수 있으며,나머지 변량인 90.0%는 간호사수준,즉 집단내 차
이로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사들 간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므로
개인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수준의 개인변수와 간호단위의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수준 변수를 모두 사용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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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모형 1(기초모형)분석결과

444...222...모모모형형형 222(((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수준의 모형에 예측변수를 포함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중간 모형은 기초 모형에 개인 수준의 변인을 반영한 것으
로 임의효과 회귀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model)이라고도 불린다.
모형 2는 다른 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개인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을 제시하

는 모형을 구축하였다.즉,개인수준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력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성
과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성별은 간호사의 대다수가 여성(99.4%)이기 때문에 성별을
개인수준의 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연령은 경력특성
인 총 근무경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r=.9497),연령을 개인수준의 변수에서 제외하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추정치 표준
오차 t p 추정치 표준

오차 t p

절편(γ 00) 53.4732 0.2187 244.47<.000154.6461 0.1898 237.90<.0001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분산 표준
편차 Zratio p 분산 표준

편차 Zratio p

집단 수준 분산(τ 00) 4.9565 0.9207 5.38<.0001 3.4593 0.6917 5.00<.0001

개인 수준 분산(σ 2) 37.3450 1.2606 29.62<.000131.1791 1.0494 29.71<.0001

분분분산산산비비비율율율 % %
집단(간호단위)간 분산비율 11.7 10.0
개인(간호사)분산비율 88.3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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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력,종교,결혼상태,직위,고용형태,근무형태,총 근무경력,현 부서경력,주당근
무시간,자기효능감,긍정적 감정성향,부정적 감정성향,상사의 지지,동료의 지지의
14개의 예측변수를 사용하였다.모형 2에 해당되는 수식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간호사가 지각한 개인성과인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수

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표의 상단에는 고정효과(fixedeffects)라
불리우는 회귀모형의 계수를 제시하였고,표의 하단에는 임의효과(random effects)인
절편과 기울기가 집단수준에서 가지는 분산과 개인수준의 잔여분산을 제시하였다.즉,
위의 표에서 각 변수의 효과인 γ는 다중회귀분석에서의 β변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수의 고유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으로는 직

위,고용형태,총 근무경력,자기효능감,긍정적 감정성향,부정적 감정성향,상사의 지
지,동료의 지지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요인으로는 종교,직위,총근무경력,자기효

능감,긍정적 감정성향,상사의 지지,동료의 지지로 나타났다.
임의효과에 해당하는 집단수준 분산은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 각각 1.3326와

1.3250로 임의효과 모수인 τ00의 추정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종속변수의 집단평균은
간호단위에 따라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이것의 의미는 간호사의 개인성과의 집단차
이를 설명할 다른 변수가 있음을 말한다. 모형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다중상관계수(R12,R22)가 수식(2)와 같이 사용된다.

R12 =(σ12-σ2
2)/σ1

2

수식 (2)

간호사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각각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수식(2)에 의하여,
간호사수준 (37.3450-21.7229)/37.3450=0.4183로서 41.8%,조직시민행동은 간호사수준
(31.1791-21.3167)/31.1791=0.3163로서 31.6%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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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모형 2:개인수준에서 다수준 분석 결과

주:기준:기준변수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모수추정치 표준오차 t p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t p
절편 (γ 00) 16.7566 1.9394 8.64 <.0001 31.1634 1.9190 16.24 <.0001
학력
대학원과정이상 0.3602 0.4666 0.77 0.4408 -0.2737 0.4583 -0.60 0.5509
대졸 0.3308 0.2515 1.32 0.1896 0.1390 0.2477 0.56 0.5752
전문대졸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종교
기독교 0.1848 0.2825 0.65 0.5135 0.2835 0.2793 1.02 0.3107
천주교 0.1665 0.3839 0.43 0.6647 0.9205 0.3796 2.42 0.0158
불교 0.0649 0.3439 0.19 0.8504 0.1088 0.3388 0.32 0.7483
무교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결혼여부
미혼 -0.3254 0.3073 -1.06 0.2910 -0.4411 0.3019 -1.46 0.1458
기혼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직위
수간호사 1.0184 0.8056 1.26 0.2078 3.6298 0.7904 4.59 <.0001
책임간호사 1.2818 0.4657 2.75 0.0065 1.2605 0.4598 2.74 0.0067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고용형태
정규직 1.3027 0.4829 2.70 0.0099 -0.4914 0.4756 -1.03 0.3071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근무형태
비교대 1.1168 0.5639 1.98 0.0503 0.3044 0.5524 0.55 0.5828
2교대 0.7003 0.8578 0.82 0.4161 0.8550 0.8453 1.01 0.3142
3교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206 0.0028 7.31 <.0001 0.0131 0.0028 4.73 <.0001
현부서경력 -0.0010 0.0034 -0.31 0.7599 -0.0034 0.0033 -1.04 0.2984
주당근무시간 0.0128 0.0276 0.46 0.6429 0.0232 0.0272 0.85 0.3942
자기효능감 0.5847 0.0303 19.29 <.0001 0.3416 0.0298 11.48 <.0001
긍정적감정성향 0.2564 0.0546 4.70 <.0001 0.3552 0.0539 6.59 <.0001
부정적감정성향 0.1619 0.0470 3.45 0.0006 -0.0882 0.0464 -1.90 0.0575
상사의 지지 0.4010 0.0654 6.13 <.0001 0.4192 0.0647 6.48 <.0001
동료의 지지 0.2637 0.0623 4.23 <.0001 0.1346 0.0615 2.19 0.0287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분산성분 표준편차 Zratio p 분산성분 표준편차 Zratio p
집단수준 분산(τ 00) 1.3326 0.3961 3.36 0.0004 1.3250 0.3920 3.38 0.0004
개인수준 분산(σ 2) 21.7229 0.7740 28.07 <.0001 21.3167 0.7568 28.17 <.0001
모형설명력
R2(집단 수준) 0.7311 0.6169
R2(개인 수준) 0.4183 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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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모모모형형형 333(((집집집단단단 수수수준준준)))

다음에서는 집단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의 중간단계 모
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의 모형 3에서는 집단(간호단위)수준의 변인으로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간호단위의 간호사수,간호단위의 유
형(특수,일반간호단위),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의 6가지 변인으로 모형을 구축하였다<표
10>.

본 연구에서는 추정의 과정에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절편의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Burton,1993)로서 집단수준 독립변수들 중 주요변수인 집단효능감,집단응
집력,간호단위 평균 월급여수준을 전체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centering)을 교정하
였다.즉,전체평균을 뺀 편차값으로 위치 재조정(centering)을 하였다.이 경우 각 변수는
각 축에서 일정한 상수만큼 평행 이동한 것으로 회귀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간호사의 개인성과변수인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수준의 예측변수는 간

호단위의 집담회 횟수,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집단효능감 3개의 변인 모두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수준의 예측변수는 간호단위의 집담회

횟수,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 4개의 변인 모두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의효과에 해당되는 집단수준 분산은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은 각각 2.2059,1.1810로 임의효과 모수의 추정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집단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z=3.27,p=.0005,
z=2.46,p=.0069).이는 추가적인 개인수준의 변수와 집단수준의 변수가 필요하고,개인
성과의 집단차이를 설명할 다른 변수가 각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초모형에서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이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37.3450에서
37.9015로 개인수준분산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집단수준분산은 4.9565에서 2.2059로 감
소하였다.이것은 간호업무성과에서 집단수준의 변수가 집단간 분산의 부분(portion)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즉,기초모형에 의한 자료분석 결과인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11.7%가 집단 특성으로 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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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나타났으며,중간 모형 분석결과 집단수준 분산이 2.2059로서 수식(2)에 의하여,
간호업무성과에서 집단수준 (4.9565-2.2059)/4.9565=0.5549로서 55.5%를,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집단수준 (3.4593-1.1810)/3.4593=0.6586로서 65.9%로 설명할 수 있다.이는 집단수
준 변수들로 각각 55.5%와 65.9%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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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모형 3:집단수준에서 다수준 분석 결과

주:기준:기준변수

간호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절편(γ 00) 48.5582 1.4134 34.36 <.0001 52.3230 1.1990 43.64<.0001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2.3465 0.6411 3.66 0.0003 1.4032 0.5439 2.580.0107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203 0.0044 4.60 <.0001 0.0203 0.0038 5.40<.0001
간호단위 간호사수 -0.0104 0.0275 -0.38 0.7046 -0.0423 0.0233 -1.820.0709
간호단위 유형
특수병동 0.1757 0.4246 0.41 0.6794 0.3098 0.3611 0.860.3921
일반병동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집단효능감 0.4576 0.1699 2.69 0.0078 0.3483 0.1444 2.410.0169
집단응집력 0.1535 0.0954 1.64 0.1096 0.2089 0.0811 2.570.0109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집단수준분산(τ 00) 2.2059 0.6744 3.27 0.0005 1.1810 0.4801 2.460.0069

개인수준분산(σ 2) 37.9015 1.3140 28.84 <.0001 31.8439 1.1000 28.95<.0001

모형설명력

R2(집단수준) 0.5549 0.6586

R2(개인수준) -0.0149 -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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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444

연구모형 4는 중간모형에 집단수준의 독립변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성과변수로서 절편
과 기울기모형(aninterceptsandslopes-as-outcomesmodel)으로 Fullmodel이라고 불
린다.
간호업무성과의 경우,아래의 <표 11>에서 임의효과 모수인 τ00의 추정치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집단평균은 간호단위에 따라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대개 개인수준에서
는 상대적으로 방대한 표본수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상위수준인 병
동수준에서는 개인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수로 인해서 의미있게 나타나기가
어렵게 된다.따라서 동시에 각 수준에서의 예측변수에 대한 추론을 할 때,통계적 유
의미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t값 그 자체의 크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준거변수 간
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서 예측변수 자기효능감은 t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19.58,11.32).

444...444...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개인수준에서 고정효과 모수는 개인(간호사)수준에서의 직위,고용형태,근무형태,총
근무경력,자기효능감,긍정적 감정성향,부정적 감정성향,상사의 지지,동료의 지지
총 9개의 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따라서 일반간호사에 비해서 책임간호사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3교대 근무군에 비해 비교대 근무군이,총 근무경력이 높을
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감정성향이 높을수록,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수준에서 고정효과 모수는 집단수준에서는
집담회 횟수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집단수준 독립변수들이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회

귀계수의 고정효과를 통하여 검증하였다.여기서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각각의 독립변
인이 개인의 성과 점수와 갖는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 평균값과의
상관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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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준모형에서의 임의효과는 집단평균 절편 값의 오차변량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가설검증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집단별로 무선적으로 변화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집단평균 절편 오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으며,이는 집단별로 종속변
수인 간호업무성과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회귀계수의 오차변량에 대한 임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형 4에서는 집단효능감만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간호사 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z=2.27,p=.0117).즉,집단평균은 집단에 따라 이질적
임을 알 수 있다.이는 본 연구에서 통제한 변수 외 에도 다른 추가 변수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며,집단간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임의효과를 가지는 집단효능감은 집단수준에서 간호업무성과에 미치
는 관련 정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z=0.14,p=.4449).이는 집단수준에서 집단효능
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에 투입한 개인수준 예측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집단내 분산의 비
율은 앞에서 제시한 기초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개인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개인
수준의 잔차분산이 21.9190이므로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개인수준 변수들에 의하여 설
명된 분산의 비율은 <수식 2>에 의하여 0.4131즉 41.3%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집단간 분산을 알아보기

위하여,기초모형 1식과 연구모형 4식을 이용하였다.집단수준 예측변수들이 투입되기
전에 집단수준 분산이 간호업무성과는 4.9565였다.따라서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집단수
준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4.9565-1.0686)/4.9565=0.7844즉 78.4%정도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집단수준변수들의 설명력은 78.4%가 됨으로 집단수준 변수들이
집단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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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개인(간호사)수준에서의 변수 중에서 종교,직위,총근무경력,자기효능감,긍정적 감
정성향,상사의 지지 총 6개의 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따라서 무교인 군에 비
해서 천주교 군이,일반간호사에 비해서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총근무경력이 높을
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긍정적 감정성향 일수록,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조직
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수준에서 고정효과모수는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만이 간호사의 조직시민행

동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t=2.42,p=.0167).집단효능감은 유의확률이
.05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집단
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한계적(marginal)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간호사 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z=1.59,p=.0557).
임의효과를 가지는 집단효능감은 집단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관련 정도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집단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의 집단효능감이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간호사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간호사 수준 잔차분산
이 21.5244이므로 기초모형의 간호사수준 분산 31.1791에 대비하여 <수식 2>에 의하여
계산하면 0.3096이다.즉 간호사 수준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31.0%였
다.개인성과의 두 변수에서 모두 간호사수준의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결과 조직시
민행동의 경우 31.0%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연구모형에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집단

수준 잔차가 0.7386이므로,기초단계모형의 집단수준분산이 3.4593에 대비하여 계산하
면 (3.4593-0.7386)/3.4593=0.7864즉,집단수준변수들의 설명력은 78.6%가 됨으로 집단
수준 변수들이 집단 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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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연구모형 4:다수준 분석 결과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모모모수수수추추추정정정치치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ttt ppp 모모모수수수추추추정정정치치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ttt ppp
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절편 (γ 00) 14.5314 2.2235 6.54 <.0001 30.9419 2.1506 14.39 <.0001
학력
대학원과정이상 0.2912 0.4733 0.62 0.5389 -0.5452 0.4628 -1.18 0.2399
대졸 0.2263 0.2594 0.87 0.3839 -0.0034 0.2544 -0.01 0.9892
전문대졸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종교
기독교 0.2019 0.2867 0.70 0.4818 0.3175 0.2800 1.13 0.2577
천주교 0.3183 0.3980 0.80 0.4244 1.1321 0.3919 2.89 0.0041
불교 0.0716 0.3546 0.20 0.8400 0.1275 0.3471 0.37 0.7136
무교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결혼여부
미혼 -0.3936 0.3131 -1.26 0.2105 -0.4598 0.3064 -1.50 0.1354
기혼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직위
수간호사 0.9812 0.8311 1.18 0.2393 3.4480 0.8087 4.26 <.0001
책임간호사 1.3343 0.4724 2.82 0.0053 1.2677 0.4629 2.74 0.0068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고용형태
정규직 1.1859 0.5621 2.11 0.0415 -0.9252 0.5444 -1.70 0.0972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근무형태
비교대 1.2531 0.5990 2.09 0.0390 0.6133 0.5758 1.07 0.2894
2교대 0.8456 0.8367 1.01 0.3147 1.0112 0.7904 1.28 0.2037
3교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199 0.0029 6.80 <.0001 0.0131 0.0029 4.56 <.0001
현부서경력 -0.0006 0.0035 -0.17 0.8641 -0.0022 0.0034 -0.64 0.5192
주당 근무시간 0.0095 0.0283 0.34 0.7350 0.0305 0.0275 1.11 0.2677
자기효능감 0.5919 0.0314 18.87 <.0001 0.3415 0.0307 11.13 <.0001
긍정적 감정성향 0.2576 0.0559 4.61 <.0001 0.3577 0.0549 6.51 <.0001
부정적 감정성향 0.1714 0.0484 3.54 0.0004 -0.0912 0.0476 -1.92 0.0556
상사의 지지 0.3598 0.0691 5.28 <.0001 0.3629 0.0669 5.43 <.0001
동료의 지지 0.2369 0.0638 3.71 0.0002 0.1082 0.0627 1.73 0.0847
집집집단단단수수수준준준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1.3486 0.4951 2.72 0.0071 0.8104 0.4598 1.76 0.0798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025 0.0035 0.71 0.4773 0.0080 0.0033 2.42 0.0167
간호단위 간호사수 0.0001 0.0210 0.0080 0.9972 -0.0360 0.0195 -1.85 0.0663
간호단위 유형
특수간호단위 -0.0785 0.3317 -0.24 0.8133 0.2264 0.3132 0.72 0.4708
일반간호단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집단효능감 0.2353 0.1314 1.79 0.0751 0.2364 0.1238 1.91 0.0578
집단응집력 -0.0381 0.0737 -0.52 0.6054 0.0165 0.0692 0.24 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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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준:기준변수

<표 12>와 <표 13>은 개인과 집단수준의 요인과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의 집단수준에 따른 절편의 변이를 모형별로 정리하였다.정리하자면,모형 1은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으로 분석단위별 분산을 추정하는 모형으로,본 연구에서
집단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였다.모형 2는 개인변수,모형3은
집단변수,모형 4는 개인과 집단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각 개인수준의 요인과의
관계에 있어 집단간에 절편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임의효과 분산성분 표준오차 Zratio p 분산성분 표준오차 Zratio p

집단수준 분산(τ 00) 1.0686 0.4713 2.27 0.0117 0.7386 0.4639 1.59 0.0557

집단효능감(τ 11) 0.0183 0.1322 0.14 0.4449 0.0412 0.1511 0.27 0.3926

개인수준 분산(σ 
2) 21.9190 0.7973 27.49 <.0001 21.5244 0.7811 27.56 <.0001

모형설명력

R2(집단수준) 0.7844 0.7864

R2(개인수준) 0.4131 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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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간호업무성과 모형 비교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MMMooodddeeelll111 MMMooodddeeelll222 MMMooodddeeelll333 MMMooodddeeelll444
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절편 (γ 00) 53.4732 <.0001 16.7566 <.0001 48.5582 <.0001 14.5314 <.0001
학력
대학원과정이상 0.3602 0.4408 0.2912 0.5389
대졸 0.3308 0.1896 0.2263 0.3839
전문대졸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종교
기독교 0.1848 0.5135 0.2019 0.4818
천주교 0.1665 0.6647 0.3183 0.4244
불교 0.0649 0.8504 0.0716 0.8400
무교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결혼여부
미혼 -0.3254 0.2910 -0.3936 0.2105
기혼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직위
수간호사 1.0184 0.2078 0.9812 0.2393
책임간호사 1.2818 0.0065 1.3343 0.0053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고용형태
정규직 1.3027 0.0099 1.1859 0.0415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근무형태
비교대 1.1168 0.0503 1.2531 0.0390
2교대 0.7003 0.4161 0.8456 0.3147
3교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206 <.0001 0.0199 <.0001
현부서경력 -0.0010 0.7599 -0.0006 0.8641
주당 근무시간 0.0128 0.6429 0.0095 0.7350
자기효능감 0.5847 <.0001 0.5919 <.0001
긍정적 감정성향 0.2564 <.0001 0.2576 <.0001
부정적 감정성향 0.1619 0.0006 0.1714 0.0004
상사의 지지 0.4010 <.0001 0.3598 <.0001
동료의 지지 0.2637 <.0001 0.2369 0.0002
집집집단단단수수수준준준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2.3465 0.0003 1.3486 0.0071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203 <.0001 0.0025 0.4773
간호단위 간호사수 -0.0104 0.7046 0.0001 0.9972
간호단위 유형
특수간호단위 0.1757 0.6794 -0.0785 0.8133
일반간호단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집단효능감 0.4576 0.0078 0.2353 0.0751
집단응집력 0.1535 0.1096 -0.0381 0.6054
임의효과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집단수준분산(τ 00) 4.9565 <.0001 1.3326 0.0004 2.2059 0.0005 1.0686 0.0117
집단효능감(τ 11) 0.0183 0.4449
개인수준분산(σ 

2) 37.3450<.0001 21.7229 <.0001 37.9015 <.0001 21.919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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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조직시민행동 모형 비교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MMMooodddeeelll111 MMMooodddeeelll222 MMMooodddeeelll333 MMMooodddeeelll444
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모수추정치 p
절편 (γ 00) 53.4732 <.0001 31.1634 <.0001 52.3230 <.0001 30.9419 <.0001
학력
대학원과정이상 -0.2737 0.5509 -0.5452 0.2399
대졸 0.1390 0.5752 -0.0034 0.9892
전문대졸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종교
기독교 0.2835 0.3107 0.3175 0.2577
천주교 0.9205 0.0158 1.1321 0.0041
불교 0.1088 0.7483 0.1275 0.7136
무교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결혼여부
미혼 -0.4411 0.1458 -0.4598 0.1354
기혼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직위
수간호사 3.6298 <.0001 3.4480 <.0001
책임간호사 1.2605 0.0067 1.2677 0.0068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고용형태
정규직 -0.4914 0.3071 -0.9252 0.0972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근무형태
비교대 0.3044 0.5828 0.6133 0.2894
2교대 0.8550 0.3142 1.0112 0.2037
3교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131 <.0001 0.0131 <.0001
현부서경력 -0.0034 0.2984 -0.0022 0.5192
주당 근무시간 0.0232 0.3942 0.0305 0.2677
자기효능감 0.3416 <.0001 0.3415 <.0001
긍정적 감정성향 0.3552 <.0001 0.3577 <.0001
부정적 감정성향 -0.0882 0.0575 -0.0912 0.0556
상사의 지지 0.4192 <.0001 0.3629 <.0001
동료의 지지 0.1346 0.0287 0.1082 0.0847
집집집단단단수수수준준준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1.4032 0.0107 0.8104 0.0798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203 <.0001 0.0080 0.0167
간호단위 간호사수 -0.0423 0.0709 -0.0360 0.0663
간호단위 유형
특수간호단위 0.3098 0.3921 0.2264 0.4708
일반간호단위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집단효능감 0.3483 0.0169 0.2364 0.0578
집단응집력 0.2089 0.0109 0.0165 0.8113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분산성분 p
집단수준분산(τ 00) 3.4593 <.0001 1.3250 0.0004 1.1810 0.0069 0.7386 0.0557
집단효능감(τ 11) 0.0412 0.3926
개인수준분산(σ 

2) 31.1791 <.0001 21.3167 <.0001 31.8439 <.0001 21.524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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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개인특성의 요인과 집단수준의 각 간호단위의 집단특성의 요
인이 개인성과 변수인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집단(간호단위)수준과 개인(간호사)수준으로 분산을 나누어 비교하여 확인하여 간호
사들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이러한 과정에서 집단수준의 특성은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4의 결과<표 14>,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둔 집단수준의 집단효능감

과 집단응집력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가 집단효
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5753)로 인한 결과로 사료되어 추가분석
을 시도하였다.

555...111...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555

모형 5에서는 전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와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주요변
수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여 연구모형 5에
서는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집단수준의 집단응집력과 병동의 월평균 급여수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집단수준의 집단응집력과 병동 집담회 횟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555...111...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개인수준에서 고정효과 모수는 개인수준에서의 변수 중에서 통제한 변수가 모두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집단수준에서 고정효과 모수는 집담회 횟수가 간호사의 간호
업무성과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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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z=2.24,p=.0126).즉,간호업무성과의 집단평균은 간호단
위에 따라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이는 본 연구에서 통제한 변수 외 에도 다른 추가
변수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며,집단간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임의효과를 가지는 집단효능감은 집단수준에서 간
호업무성과에 미치는 관련 정도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z=0.44,p=.3296).이는 집
단수준에서 집단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효능감
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개인수준의 잔차분산이 21.8976이므로 간호

업무성과의 경우 개인수준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수식 2>에 의하여
0.4136즉 41.4%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집단간 분산을 알아보기

위하여,기초모형 1식과 연구모형 5식을 이용하였다.집단수준 예측변수들이 투입되기
전에 집단수준 분산이 간호업무성과는 4.9565였다.따라서 집단수준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4.9565-1.0239)/4.9565=0.7934즉 79.3%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
고,집단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은 79.3%가 됨으로 집단수준 변수들이 집단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555...111...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개인수준에서 고정효과 모수는 개인수준에서의 변수 중에서 7개 변수 중 동료의 지
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집단수준에서 고정효과모수는 집단
효능감(t=3.40,p=0.0008)과 병동 월평균 급여수준(t=2.14,p=.0337)이 간호사의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

에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z=2.28,p=.0113).이는 본 연구에서 통제한 변수
외 에도 다른 추가 변수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설명하는데 필요하며,집단 간 간
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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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의효과를 가지는 집단효능감은 집단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관련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z=0.15p=.4419).즉 집단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의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간호사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간호사 수준 잔차분산

이 21.3385이므로 기초모형의 간호사수준 분산 31.1791에 대비하여 <수식 2>에 의하여
계산하면 0.3156이다.즉 간호사 수준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31.6%였
다.개인성과의 두 변수에서 모두 간호사수준의 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결과 31.6%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연구모형에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로 설명되지 않은 집단수준

잔차가 1.0557이므로, 기초모형의 집단수준분산이 3.4593에 대비하여 계산하면
(3.4593-1.0557)/3.4593=0.6948즉, 집단수준변수들의 설명력은 69.5%가 됨으로 집단수
준 변수들이 집단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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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연구모형 5:다수준 분석 결과

주:기준:기준변수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절편(γ 00) 15.0752 1.7725 8.51 <.0001 32.8974 1.4521 22.66 <.0001
직위
수간호사 1.61750.0.6328 2.56 0.0113 3.7267 0.6204 6.01 <.0001
책임간호사 1.1730 0.4438 2.64 0.0089 1.2297 0.4343 2.83 0.0051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230 0.0023 10.17 <.0001 0.0140 0.0022 6.41 <.0001
고용형태
정규직 1.2898 0.4573 2.82 0.0070 - - - -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 - - -

자기효능감 0.5756 0.0294 19.61 <.0001 0.3253 0.0286 11.36 <.0001
긍정적 감정성향 0.2758 0.0524 5.26 <.0001 0.3387 0.0515 6.58 <.0001
부정적 감정성향 0.1578 0.0458 3.45 0.0006 -0.1007 0.0451 -2.23 0.0257
상사의 지지 0.3381 0.0641 5.27 <.0001 0.3901 0.0628 6.21 <.0001
동료의 지지 0.2663 0.0602 4.42 <.0001 0.1122 0.0590 1.90 0.0574
집집집단단단수수수준준준

집단효능감 0.1811 0.0986 1.84 0.0680집단효능감 0.3027 0.0889 3.40 0.0008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1.3339 0.4694 2.84 0.0050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060 0.0028 2.14 0.0337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집단수준분산(τ 00) 1.0239 0.4575 2.24 0.0126 1.0557 0.4631 2.28 0.0113

집단효능감(τ 11) 0.0659 0.1494 0.44 0.3296 0.0205 0.1403 0.15 0.4419

개인수준분산(σ 
2) 21.8976 0.7531 29.08 <.0001 21.3385 0.7304 29.21 <.0001

모형설명력
R2(집단수준) 0.7934 0.6948
R2(개인수준) 0.4136 0.3156



- 78 -

555...222...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666

연구모형 6에서는 집단수준의 요인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 4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한 집단응집력의 변수를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이는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r=.5753)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모형 6에서는 집단응집력의 변수를 집단효능감의
변수 대신 투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집단의 요인인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를 투입하고,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을
집단의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모형 6을 구축하여 <표 15>에 제시하였다.

555...222...111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연구모형 6에서 집단수준의 변수를 집단응집력과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만으로 분석
한 결과,고정효과 모수는 개인(간호사)수준에서의 변수 중에서 통제한 8개 변수가 모
두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모형 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집단수준의 요인으로 집
담회 횟수가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일반
간호사에 비해서 책임간호사가,총근무경력이 높을수록,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감정성향이 높을수록,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간호업무성과의 경우,집단수준의 변수와 간호사 수
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z=1.37,p=.0850).임의
효과를 가지는 집단응집력은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에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관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1.98p=.0241).이는 집단응집력
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응집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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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과 비교하자면,기초모형의 결과 간호업무성과는 88.3%가 간호사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표 9>,연구모형 6에 의한 다수준 분석 결과 간호사수준의 분
산이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21.8356,집단수준 분산이 0.5126으로 집단수준과 개인수준
의 통제변수로 개인수준 변수들로 설명된 집단내 분산의 설명력은 41.5%로,개인수준
변수를 투입한 결과 41.5%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집단수준 변수들로 설명
된 집단간 분산의 설명력은 89.7%로,집단수준의 변수들이 집단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55...222...222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의의의 다다다수수수준준준 분분분석석석

고정효과 모수는 개인(간호사)수준에서의 변수 중에서 통제한 변수 중 모형 5의 연
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동료의 지지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t=1.73p=0.0839). 집단수준의 요인으로 집단응집력과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이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일반간호사에 비해서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총근무경력

이 높을수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긍정적 감정성향 일수록,부정적 감정성향이 낮
을수록,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다는 것이다.
임의효과(random effect)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조직시민행

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석한 것이다.즉 본 연구에서 구성한 연구모형을 통해
서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한 후에도 종속변수의 어느 정도의 개인차,혹은 집단수준 차
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즉,연구모형 6에 포함된 개인수준과 집단수
준의 설명변수들로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 부분 이외에도 약 0.6621점 정도의 집단
수준 분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인수준
분산은 약 21.3046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수준의 임의효과 모수(τ 00)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간호사 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의미있게 나타났으며(z=1.81,p=.0352),임의효과를 가지는 집단응집력은 집단수
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관련 정도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으나(z=1.56,
p=.0592)유의확률 값이 0.0592로,0.05보다 약간 높아 경계선 상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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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이는 집단응집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응집력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한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모형과 비교하자면,기초모형의 결과 조직시민행동은 90.0%가 간호사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표 9>,연구모형 6에 의한 다수준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분산
이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21.3046,집단수준 분산이 0.6621으로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로 개인수준 변수들로 설명된 집단내 분산의 설명력은 31.7%로,개인수준 변
수를 투입한 결과 31.7%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집단수준 변수들로 설명된
집단간 분산의 설명력은 80.9%로,집단수준의 변수들이 집단간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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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연구모형 6:다수준 분석 결과

주:기준:기준변수

간간간호호호업업업무무무성성성과과과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
고고고정정정효효효과과과
(((FFFiiixxxeeedddeeeffffffeeecccttt)))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모수

추정치
표준
오차 t p

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절편 (γ 00) 14.7950 1.7551 8.43 <.0001 32.6138 1.4431 22.60 <.0001
직위
수간호사 1.5669 0.6316 2.48 0.0140 3.6320 0.6176 5.88 <.0001
책임간호사 1.1687 0.4437 2.63 0.0091 1.2253 0.4320 2.84 0.0050
일반간호사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기준

총근무경력 0.0156 0.0050 3.07 0.0022 0.0140 0.0022 6.46 <.0001
고용형태
정규직 1.2080 0.4545 2.66 0.0108 - - - -

비정규직 기준 기준 기준 기준 - - - -
자기효능감 0.5826 0.0293 19.90 <.0001 0.3322 0.0285 11.65 <.0001
긍정적 감정성향 0.2730 0.0523 5.22 <.0001 0.3409 0.0513 6.64 <.0001
부정적 감정성향 0.1671 0.0459 3.65 0.0003 -0.0911 0.0450 -2.02 0.0431
상사의 지지 0.3441 0.0642 5.36 <.0001 0.3881 0.0628 6.18 <.0001
동료의 지지 0.2637 0.0601 4.39 <.0001 0.1020 0.0589 1.73 0.0839
집집집단단단수수수준준준
집단응집력 0.0857 0.0580 1.48 0.1413집단응집력 0.1271 0.0529 2.40 0.0173

간호단위 집담회횟수 1.3326 0.4734 2.81 0.0054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

0.0056 0.0028 2.00 0.0475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RRRaaannndddooommm eeeffffffeeecccttt)))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분산

성분
표준
편차 Zratio p

집단수준분산(τ 00) 0.5126 0.3735 1.37 0.0850 0.6621 0.3628 1.81 0.0352

집단응집력(τ 11) 0.0912 0.0492 1.98 0.0241 0.0717 0.0459 1.56 0.0592

개인수준분산(σ 
2) 21.8356 0.7490 29.15 <.0001 21.3046 0.7285 29.25 <.0001

모형설명력
R2(집단수준) 0.8965 0.8086
R2(개인수준) 0.4153 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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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비비비교교교

연구모형 1(기초모형)에서 연구모형 2,3,4의 수준별 분산의 변화<표 16>와 추후분
석을 통한 연구모형 5,6의 수준별 분산의 변화를 정리하여 <표17>에 제시하였다.
<표 16>의 결과에서 기초모형 1과 모형 4의 분산차이가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 37.3450에서 21.9190으로 집단수준에서는 4.9565에서 1.0686으로 감소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개인수준에서 31.1791에서 21.5244로 집단수준에서는 3.4593에서
0.7386으로 감소하였다.

<표 16>연구모형 수준별 분산의 변화

추후분석을 통한 연구모형 분산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17>,간호업무성과의 경우 개
인수준에서 37.3450에서 모형 6이 21.8356으로 집단수준에서는 4.9565에서 모형 6이
0.5126으로 감소하였다.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개인수준에서 31.1791에서 모형 6이
21.3046으로 감소하였고,집단수준에서 기초모형의 3.4593의 분산이 모형 6에서는
0.662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추후분석 연구모형 분산의 변화

구분 준거변수 모형 1

(기초모형 )

모형 2

(개인수준 )

모형 3

(집단수준 )

모형 4

(개인 , 집단 )

개인수준 간호업무성과 37.3450 21.7229 37.9015 21.9190
조직시민행동 31.1791 21.3167 31.8439 21.5244

집단수준 간호업무성과 4.9565 1.3326 2.2059 1.0686
조직시민행동 3.4593 1.3250 1.1810 0.7386

구분 준거변수 모형 1 모형 5 모형 6

개인수준 간호업무성과 37.3450 21.8976 21.8356
조직시민행동 31.1791 21.3385 21.3046

집단수준 간호업무성과 4.9565 1.0239 0.5126
조직시민행동 3.4593 1.0557 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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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상의 모형에 따른 이탈도(deviance;평균을 기준으로 한 관찰값의 제곱합
을 의미)와 χ

2값을 제시하여 <표 18>과 <표 19>에 비교하였다. 비교하고자 하는 두
모형의 이탈도 차이에 대한 우도비검정(likelihoodratiotest)인 χ

2검정을 실시하여 보
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모형이 결정된다.이탈도는 모형과 자료사이의 적합도의 결함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대부분의 통계적인 모형에서 이탈도의 값은 직접적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몇 개의 모형에서 단지 이탈도 값의 차이로 같은 자료 세트에서 적
용된다.이탈도의 값이 적을수록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표 18>모형적합도 비교

<표 19>추후분석 모형적합도 비교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간호업무성과
Deviance 12659.9 10589.4 12031.8 10172.8
Chi-square - 19.85 18.71 14.97

p - <.0001 <.0001 0.0018

조직시민행동
Deviance 12349.9 10640.6 11731.9 10199.5
Chi-square - 19.95 9.01 12.11

p - <.0001 0.0027 0.0070

구분 모형 1 모형 5 모형 6

간호업무성과
Deviance 12659.9 11257.6 11253.4
Chi-square - 17.41 26.40

p - <.0001 <.0001

조직시민행동
Deviance 12349.9 11291.4 11289.0
Chi-square - 20.46 27.66

p -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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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서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
민행동이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고,개인수준 뿐만 아니라 집단수준의 변수인
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 등과 개인성과간의 관련성을 다수준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궁
극적으로 개인의 성과를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 자료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 주요 변수에 대한 논
의,연구의 제한점과 연구의 의의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및및및 주주주요요요변변변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표본이 무작위로 추
출된 것이 아니라 선정된 병원의 간호사들의 일부를 조사하였다.이렇게 수집한 자료
에서는 하위집단에서 선정된 간호사 개인 사이에 통계적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즉,병동의 특성을 개인수준의 속성으로 간주하여 그 영향을 측정할 경우 표준오차의
계산에 편향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
석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병원은 모두 28개 기관의 2차병원이 15개(53.6%)와 3차병원이 13개

(46.4%)였다.본 연구의 통계모형이 갖는 분석의 수준은 집단수준 분석(group level
analysis)이고 분석단위의 선정은 표집방법과 매우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위계
적인 집단수준에 필요한 분석단위를 선정하기 위해,또한 조사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전국의 6대 광역시와 7개 도를 포함하여 총 28개 기관의 182개의
간호단위에 속한 1966명의 간호사가 표집되었으며,각도별로 한 병원 이상씩 표집되도
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전체 간호단위 182개 중에 수간호사가

102명이 응답하여 전체병동의 약 56%정도의 수간호사 응답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대근무의 경우,3교대가 88.2%로 대부분이었고,비교대는 184명(9.4%)으로 10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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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간호사를 포함하여 나머지는 책임간호사의 응답으로 보여진다.
간호업무성과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로서,간호사의 간

호업무성과 평균점수는 총 68점 만점에 53.40점이었고,4점 환산하면 3.14점으로 비교
적 높은 편이었다.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를 본 연구자가 개발한 4점 척도의 도구
로 직접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국내 대다수의 연구에서 박성애(1988)가 개
발한 5점 척도의 도구로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한 연구와 평균평점을 비교하여 보면,양
정숙(2004)의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3.84(5점 만점)로 4점 환산하면 3.07,박지연
(2003)의 연구에서는 3.73(5점 만점)으로 4점 환산하면 2.98이었다.서문경애 외(2006)의
연구에서는 3.70으로 4점 환산하면 2.96으로 본 연구에서의 간호업무성과의 평균 점수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은 총 72점 만점에 54.60점이었고 평균평점은 3.03(4점 만점)이었다.

이는 전혜숙(2003)의 연구에서 총점 4점 만점에 3.02점,제주지역 기업인 428명을 대상
으로 한 강영순,백기복과 김정훈(2001)의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은 평균 3.92점으로
본 연구 결과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본 연구와 전혜숙(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고,강영순 외(2001)의 연구대상은 기업인이었다.이는 조직시민행동
을 이해하는데 대한 직종 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겠다.
간호사의 개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총 50점 만점에 평균 35.66점으로 평균평점 3.

56점(5점 만점),본 연구에서 사용한 Riggs와 Knight의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한광
현(200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3.19로 본 연구결과는 3.5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다
른 도구로 측정한 정의정과 도복늠(2002)의 연구에서는 3.58(5점 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집단효능감은 총 35점 만점에 27.02점으로 평균평점 3.86점(5점 척도)으로 간호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보다 집단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보통 이상이었다.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집단효능감을 측정한 한광현(2003)의 연구에서는 3.75로 나타났
는데,한광현(2003)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사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로,국내 간
호단위를 대상으로 집단효능감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고,대개 집단효능감과 관련된 연
구가 심리학분야와 스포츠분야에서 사용된 측정치로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
우나,간호업무의 특성상 일반직과는 달리,개인적인 업무 외에 24시간 교대근무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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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집단프로세스의 특성을 가진 상호
유기적인 업무의 특성을 보이므로 간호집단의 집단효능감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응집력은 60점 만점에 평균 41.81점으로 평균평점 3.48점(5점 만점)이었다.

Podsakoff& Mackenzie(1994)와 Catwright& Zander(196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응
집력 도구를 박민섭(2005)의 연구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는데,집단응집력이
3.84(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28개 병원에 속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고,박민섭(2005)의 연구에서는 KT그룹내 50개 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 비해 집단응집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같은 집단응집력 도구를 사용한 윤숙희(2000)의 간호조직의 조직
유효성 모형 구축 연구에서는 집단응집력이 3.34로 나타나 본 연구가 약간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성향은 20점 만점에 13.45점으로 평균평점 3.36(5점 만점),

부정적 감정성향은 20점 만점에 10.77점으로 평균평점 2.69(5점 만점)로 나타나,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광현(2003)의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성향이 3.36,부정적 감정성향이
3.04로 본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성향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는 15점 만점에 10.06점으로 평균평점 3.35,동료의 지지는

15점 만점에 10.55점으로 평균평점 3.52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최원숙(2003)의 연구에
서 각각 3.24,3.51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종속변수인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높은 상관관계를
제외하면,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이,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가,상사의 지지와
집단응집력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간호업무성과는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긍정적 감정성향이 높을수록,부정적 감정성향이 낮을수록,상사
와 동료의 지지가 높을수록,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높을수록,간호업무성과와 조
직시민행동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자기효능감이 성과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Gist,1987;Earley& Lituchy,1991;이상호,이원우,1995;이상호,1998;
신제구,백기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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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222...111...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개개개인인인 수수수준준준의의의 요요요인인인

본 연구결과의 개인성과와 관련된 요인은 최종 연구모형 6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간호업무성과의 경우,일반간호사에 비해서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 간호업무성과

가 높았으며,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비정규직에 비해서 정규직이,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감정성향이 높을수록,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많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개 총 근무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직위도 올라감으로 일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

사와 수간호사가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즉,총 근무경력
이 높을수록 재직년수에 따라 대개 직위가 바뀌게 되고,그에 따라 간호업무성과가 높
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이선엽

(2003)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만족과 고용형태에 관한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병원에 대한 애사심과 소속감이 크고,비정
규직은 정규직보다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우리사회에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 고용은 정규직과의 상대적
고용불안,저임금,차별된 복리 혜택 등으로 사회적인 빈부의 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이선엽,2003),간호부서에서도 병원 비정규직 고용으로 간호업무성과
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파악함으로서 효율적
인 인적자원 관리와 업무성과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일반간호사에 비해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가,총 근무경력이 높을수

록,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긍정적 감정성향이 높고,부정적 감정성향이 낮을수록,상
사의 지지가 많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총 근무경력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재직

년수가 오래될수록 조직 내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며 조직의 지침을 숙지하는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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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정치적 활동에 부응하는 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조직시민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혜숙(2003)의 연령이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진다고 한 결
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책임간호사는 간호단위업무의 일선 간호관
리자로 직위에 따른 책임이 따르므로 조직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조직시민
행동 역시 높은 것(전혜숙,2003)으로 사료된다.

111)))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본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각 연구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Earley와 Lituchy(1991), Lee와
Bobko(1994)등이 제시한 연구에서 심리학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직무만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Bandura,1997;

Gist& Mitchell,1992)에서는 곧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직무만족,개인의 성과향상에만
향상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과,팀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실증되었
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개인성과만으로 분석하였는데,추후 집단성과의 종
속변수를 이용한 검증에서 집단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개인의 목표,목표 달성 노

력,성과수준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Bandura,1997;Button,
Mathieu,& Aikin,1996).
부승규(2003)는 직무에 대한 자아개념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보았는데,자아개념

을 자긍심과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고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본 결과,자긍심과 자기
효능감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즉,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
기효능감이 클수록 조직시민행동도 많이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Jex와 Bliese(1999)는 36개 집단의 2273명의 미국군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신

체적,심리적 긴장사이의 관계에서 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다수준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한 사람들이 신체적,심리적 긴장을 덜 보고
하였고,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한 사람들이 직무만족도에 더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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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이정기(2002)의 연구에서도 개인특성으로 심리적 계약과 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간

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다.따라서 간호부서에서 간
호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은 업무성과향상을 기대하게 하고 조직시민행동을 조장하
여 궁극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킴으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
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간호업무성과는 물론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재

확인하였으며,특히 자기효능감이 역할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조
직시민행동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2)))감감감정정정성성성향향향

연구모형 6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성향이 높을수록,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
고,긍정적 감정성향 일수록,부정적 감정성향이 낮을수록,조직시민행동이 높다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감정성향의 차이에 따라 조직 내 의사결정,조직효과성,조직

시민행동,창조성(Duffy,Ganster,& Shaw,1998;Iverson& Deery,2001;Judge,Erez,
& Thoresen,2000),이직(한광현,2003;Chiu & Francesco,2003),직무만족(Steel&
Rentsch,1997;Seo,Ko,& Price,2004)등과의 관련성을 밝히어 왔다.
감정성향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George(1989)가 지

적한 바와 같이,긍정적 감정성향이 높은 개인들은 자신을 매우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
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며,나아가 성
취도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긍정적 감정성향이 개인의 성과 역
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son,Clark과 Tellegen(1988)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감정성향은 서로 상반되는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긍정적 감정성향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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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성향은 개념상 구조가 다르다고 하였다.긍정적 감정성향을 가진 개인이 또한 부
정적 감정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감정성향에 대한 개인의 표현 양식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즉,간호업무성과의 경우,조직시민행동의 개념보다는 보다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긍정적 감
정성향을 가진 개인이 업무성과가 높고,부정적 감정성향이 높은 개인 역시 업무성과
가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부정적 감정성향의 추정치가 양의 관계로 보인 것은 다른 변수와

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효과가 없어지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간호단위 구
조나 병원특성의 집단의 특성상 감정성향이 역으로 성과에 미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한광현(2003)은 부정적 감정성향을 가진 개인은 사회생활 뿐 아니라 조직생활에 있

어서도 높은 불만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는데,이러한 상황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작업과 관련한 사소한 실수에
있어서도 커다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
다.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성향이 낮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Iverson(1996)은 조직이 처음부터 근로자들을 선발할 때 성향적 특성을 테스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Iver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개인의 성격특성은 안
정적이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긍정적 감정성향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원한
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광현,2003).그러나
삶의 초기에 형성된 성향적 특성은 인생의 후반기까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Staw,Bell,& Clausen,1986),그럼에도
불구하고,조직구성원의 성향을 아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미래의 직업만족도를 예견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이는 개인의 성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떤 성향이든 감정표현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사람이 성과가 크다는 의미로 감정

표현의 기회가 많을수록 긍정적 표현기회가 강화되어 성과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감정성향이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긍정적 감정성향을 유발할 수
있고,긍정적 감정성향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물리적 환경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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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조직내에서 적극적 태도가 존중되는 조직문화의 창조,간호단위 부서 내 의사
소통의 원활함,자율성과 개방화 등의 노력,이러한 점을 관리자들이 충분히 숙지고려
하고 있다면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지지원이 제공하
여 주는 긍정적 감정의 표현,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또는 상징적,물질적 도움
의 제공 등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Norbeck,1988).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지지를 상사와 동료의 지지로 규정하고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모형 6에서 간호업무성과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조직시민행동에서는 상사
의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즉,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는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고,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간호업무가 상사의 지지 내에서 수행되었을 때,업무성과가 높아질 것이

고,반대로 간호사에게 적절한 지지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간호업무는 낮은 정도의 성
과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Graen& Scandura(1987)가 일반간호사의
성과와 상사의 지지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와 간호단위에서 상사의 지지가 조직몰입과
간호업무성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Anderson&
Williams,1996;Settoonetal.,1996;VanYperson,1998).또한 Beehr(1994)의 연구에
서 심리적 긴장은 상사의 지지와 역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에서 동료의 지지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상사의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상사의 지지와 관련해서는 병원근무자의 직장애착에 관한 연구를 한 서영준(1995)의
연구와 서영준과 김정희(2001)의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직장애착이 상사의 지
지와 순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의 개인성과에서 동료의 지지보다는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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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사의 지지와 일반간호사의 성과 사이에 관계를 연구한 연구에서 상사의 지
지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방법이며(Dwyer& Fox,2000;Goode &
Rowe,2001),간호사에게 전문적인 충고와 유용한 정보,격려 등을 제공하는 상사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제시한 바와 같이(Kauffman & Beehr,1986;Fenlason &
Beehr,1994;Lindorff,2000),상사의 지지는 개인성과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이
재확인되었다.
Norbeck(1985)이 동료 직원으로부터의 높은 지지는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

다고 보고하였으며,Taormina& Law(2000)은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동료의 지지를 받은 간호사들이 정서적 소진이 덜하다고 보고하였다.최원숙
(2003)의 연구에서도 국립대 병원 직원의 직속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직장애착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업무성과에 동료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

럼 동료의 지지는 중요한 정서적인 구성요소이며,이는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Lee& Ashforth,1993),이러한 동료의 지지적
인 관계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피드백의 형태로서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와 즐거움을 공유하고 환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돕고(Dick,1992),이
를 통해 간호업무성과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angas, Kee와
McKee-Waddle(1999)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호단위에서 지지적인 문화는 일반간호사의
성공적인 간호업무수행의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개인성과를 향상시
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단위에서는 관리자들이 상사의 지지의 중요성을 각 간호단위 관리자가
인지하여 일반간호사를 관리하는 것이 곧 간호업무성과를 높인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
도록 상사와 동료의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상하급자에 대한 멘토
(mentor)제도 도입과 간호부서간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지 프로그램과 창조적인 환경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또한 조직차원에서 간
호단위 관리자들을 위한 지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간호사에게 지지적인 행동을
표현함으로 일반간호사를 위한 중요한 역할모델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93 -

222...222...개개개인인인성성성과과과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집집집단단단 수수수준준준의의의 요요요인인인
조직에 속한 간호사의 개인성과를 결정하는 간호단위 수준의 집합적 특징들은 단순

히 간호사 개인들의 합해진 특성이 아니므로,집단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은 단순히 개인수준의 요인만으로 추정해서는 보다 정확한 맥락적 효과를 이해할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였는데,
집단수준을 고려한 모델에서 집단의 random varianceintercept가 유의하여 집단수준
에 따른 변이가 존재함을 본 논문에서 확인하였다.그 다음 단계로 선행연구에서 언급
되었던 집단변수들을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집단수준에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로 나

타났다. 김미애(1996)는 집담회 횟수가 많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
데,간호단위 집담회를 통해 간호업무의 다양한 정보와 최신지견의 공유 이러한 지속
적인 모임을 통한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소속감과 친밀감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간
호업무성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이는 추후 간호단위에서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집담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본다.특
히 집담회의 횟수만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집담회 내용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하
여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
집단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

준으로 나타났다.이는 간호사의 보상수준과 관련되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단서
로 볼 수 있다. 간호사의 보상수준은 간호사에게 있어 본 연구에게 직접적으로 간호
업무성과의 요인으로 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이 의미있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제공에 대한 지속성을 부여하고(박희옥,2006),이는 결국 직
무만족도를 향상시켜 개인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서영준 등(2004)은
국공립병원보다는 사립병원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다고 보고하였
는데,박희옥(2006)의 연구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사립병원의 평균 임금수준을 100으
로 보았을 때,국립대학병원의 5개년 평균은 90.7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에 대한 몰입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간호단위
의 월평균 급여수준이 높음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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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집집집단단단효효효능능능감감감

조직과학에서 대부분 현상은 다수준 관점으로 접근한다(Kleinetal.,1994).따라서
개인 차이와 환경적 차이의 맥락적 효과 둘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성과의 이론적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집단효능감을 집단특성의 요인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심을 두었던 집단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설명되지 않았
지만,연구모형 4의 결과<표 11>에 의하면 조직시민행동의 경우,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1.91,p=.0578).연구모형 5의 결과<표 14>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설명하였을 때,고정효과에서의 집단수준의 변수로 집단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t=3.40,p=.0008).즉 집단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집단효능감은 작업집단의 다른 종류에 따라 다르며,어떤 조직에서 더 많은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려면,집단과 조직을 통해서 행동되어야 하고,조직은 단결된 노력을 통
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구성원의 집단효능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이처럼 집단효능감은 집단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상호,1995;Mulvey& Klein,1998).Earley(1993)는 집단효능감의 개인수준에서 측
정이 개인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집단효능감은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Riggs& Knight,1994),직무성과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arker,1994;Prussia& Kinichi,1996).
Mischel과 Northcraft(1997)는 작업집단의 상호의존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집단효능

감을 증진시켜 팀작업과 개인적 업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효능감이 임의효과에서 개인성과의 영향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이러한 이유를 몇 가지 측면으로 신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첫 번째,해당 간호단위를 대표할 만한 수의 자료가 모여지지 않아서 생기는
variance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간호단위 전수를 가지고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간호단위의 전수를 표집하기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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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우 어려웠다.표본의 크기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집단내의 표본크기가 평
균 10.9명이지만,가장 작은 집단의 표본은 4명으로 이러한 점은 추정치의 안정성과 신
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그러나 많은 조직들은 팀제나 집단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대개 간호단위는 조직구성원의 수가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이러한 점은 다수준모
형의 실제적인 제한점으로 지적되어왔다.특히 병원의 다양한 간호단위가 모두 포함되
지는 않은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집단효능감의 측정방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즉,일
반적으로 집단효능감은 집단구성원들에게 집단능력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도록 한 뒤
이들의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한다.본 연구에서도 간호사에게 집단에 대하여 간호사가
지각하도록 평가 한 후,이들이 속한 간호단위의 평균을 이용하여 집단효능감을 각 집
단수준에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Gist(1987)은 집단효능감의 측정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제안하였다.첫 번째 방법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인응답의 합을 구하여 집단수준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집단효능감 측정을 위해 개인 집단 구성원에게 질문하는 방법이다
(George-Falvey,Daniels,Hopper,& Erez,1996;Gibson,1996).또 하나의 방법은 집단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 집단효능감을 정의한 Earley(1993)는 집단효능감의 집단
구성원 자신의 지각의 평균값으로 집단수준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마지막 방
법은 집단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응답치로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George-Falveyetal.,1996;Gibson,1996).
첫 번째 제시한 방법은 팀의 직무가 단순한 개인능력의 합이 아니라 집단의 계획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차원의 역량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집단효능감의 집단구성원 자신의 지각의 평균값으로 집단
수준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강력하나 자료합산의 문제를 안
고 있으며,집단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응답치로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은 합산
의 문제를 피하고 이론적으로 집단을 하나의 구성체로 다루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측
정법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갖고 있다고 신제
구(1999)는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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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집단효능감의 집단구성원 자신의 지각의 평균값으로 집단효능감을 측정
하였으나,집단의 특성을 결국 개인이 지각한 집단효능감의 정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
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즉,개인수준의 응답을 평균화하여 집단수준에서 자
료를 분석한다면,회귀계수에 해당하는 고정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된 편기된(biased)집
단효과 추정치를 산출하게 된다.집단수준 모형은 분석단위의 독립성을 만족시키므로
통계학적 의미의 오차분산 추정량의 정밀도(precision)에는 문제가 없으나 문제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제한점을 갖는다(강상진,1995).
따라서,추후 연구에서 집단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구를 실제

근거로 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집단의 특성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또한 측정도구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Riggs와 Knight(1994)의 집단효능감
도구는 총 7문항으로 그 중 5문항이 부정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응답자로 하여금 혼돈
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해 본다.이는 추후 다른 집단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집단효능감이 국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과 기업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

여 확인하였는데 우리나라 병원조직이나 임상현장의 조직에서 어떻게 집단효능감이 확
인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집단수준의 요인의 집단효능감이 실제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집단효능감으로는 한국의 병원조직의 간호단위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따라서 집단효능감 외에 다른 변수를 선정하여 추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hamir(1990)은 집단효능감의 추정은 집단의
역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구성원 개인 효능감의 집단구성원 평가의 합 이
상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즉,집단효능감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
용하고,어떻게 구성원들의 능력이 전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인지를 포
함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Peterson,Mitchell,Thomas,& Burr,1996),집단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리더의 효능감의 인지일 것이라고 보았
다(Lindsleyetal.,1995).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특성으로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간호단위 집담회 횟수,간

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간호단위 간호사수,간호단위의 유형으로 선정하였는데,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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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리더의 유형과 리더의 효능감을 가지고 집단의 특성요인으로 설정하여 다수
준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222)))집집집단단단응응응집집집력력력

본 연구에서 집단수준의 변수인 집단응집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서 집단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집단응집력이 집단구성원들의 감정적 상태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George& Bettenhausen,1990),차
동옥과 김현철(2000)의 연구에서도 집단응집력이 커뮤니케이션 만족 및 조직시민행동
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DiMeglioetal.(2005)은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조직문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략과 관련된 연구로 집단응집력과 간호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는 중재를 고안하였는데,집단응집력은 집단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집단구성원
의 협동심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Kidwell,Mossholder
와 Bennett(1997)은 집단응집력이 집단성과에 기여하고 집단의 결속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구성원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민섭(2005)의 연구에서 집단응집성 지각정도가 직무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집단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도와 직무
만족도가 높고,이직의도가 낮으며,보다 많은 조직시민행동과 혁신행동을 나타낸 것으
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집단응집성에 대한 지각정도가 집단구성원의 혁신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의 자기효능감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간의 조절효과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않고 있어,추후연구에서 집단응집력에 대한 지각정도가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개인을 강조하는 이전의 중재의 관점에서 집단의 맥락적

요인이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즉,집단응집력은 개인적
그리고 전문직 통합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에 있어 도움을 주는 상황적 지지
(situational support) 메카니즘으로서 규정되어 왔는데(Brook, Wilki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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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kess-Vawter,1994),이러한 집단응집력을 통해 각 간호단위 간호사간의 정보와 지
식의 교환,상호 존중,동료간의 협조,협력관계 등으로 특성화된 집단에 속한 간호사
들은 개인성과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간호사간의 응집력을 촉진시키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간호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간호업무성과에도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 효과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간호사 수준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정책을 펴
온 반면 집단이나 조직수준의 정보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즉,간호사가 지각하는 개인
성과는 집단수준 변수에서 많은 양을 설명하고 있으며,간호사의 개인성과는 간호사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집단의 요인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즉,강한 유대와 결속력은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
해 줄 수 있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간호부서에서는 이러한 개인성과에 이러한 집단요인이 관여됨으로,간호부서

의 실제 교육체계나 실무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집단의 응집력을 측정하여 보다 효
율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간호단위자 관리교육 시에도
집단응집력의 중요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각 간호단위별 간호사의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적 방안의 개발과 실질적인 집단응집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집단응집력 이외에 성과를 설명
하기 위한 집단수준의 다른 추가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이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집단
성과로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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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기초모형 분석결과,간호업무성과의 전체분산의 11.7%가 집단수준의 분산으로 집단
간 간호업무성과의 차이이며,조직시민행동은 10.0%가 집단수준 분산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개인성과로 본 두 변인인 간호업무성과의 변동의 약 11.7%가,조직시민
행동의 변동의 약 10.0%가 간호단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의미한다.즉,
집단수준에 따른 변이가 존재함으로,집단의 특성의 요인들을 개인성과에 미치는 요인
으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다단계 분석 연구 중에서 이와 같이 집단 수준의 분산에 대해 기술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직접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집단의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종속변수는 다르지만 일종의 맥락효과(contextualeffect)로서 대상자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 가에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지를 반영하는 통계량인
ICC(intra-classcorrelation)을 구한 국내의 다수준 분석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를 건강으로 하여 다수준 분석한 방은주(2005)의 연구에서는 7~9%가 지역수
준의 변동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하였고,사회환경요인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한 이상규(2002)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동의 약 3.2%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또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비교분석을 한 강상진,전민정과 장지현(2005)의 연구에
서는 일반계의 경우 7.9%가 실업계의 경우 7.3%가 소속집단 즉,학급과 학교의 소속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ICC의 값은 상관계수로 도출되며,상관계수의 값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데,예를 들어,ICC=.05이상이면,집단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강상진 외,2005).또한 ICC=.10이상이면 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누적된 다수준 분석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이나,미국의 경우에 학교교육
수준의 경우의 연구에서는 ICC가 .08~.15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이상규(2002)는 이러한 집단이나

지역수준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역수준이나 집단의 변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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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아니면 측정되지 않은 개인수준의 변수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두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이 11.7%와 10.0%로 모두 10% 이상이므로 집단수준까지도 모형에 고
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겠다.특히 간호사 집단은 병원단
위로도 설명되는 부분이 많고 특성화할 수 있으므로 3수준의 다수준 분석이 추후 필요
하다고 본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는 집단효능감의 효과가 간호단위에 따라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으나 모형 6에서 집단응집력의 효과는 간호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
다.
회귀계수의 오차변량에 대한 임의효과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형 6에서 집

단응집력을 모형에 포함한 결과 간호업무성과의 경우,집단응집력은 간호단위에 따라
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조직시민행위의 경우,집단응집력은 간호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유의확률 0.0592로 제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추후분석 결과인 모형 6을 통하여 개인수준 변수들로 설명된 집단내 분산의 설명력

은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41.5%,조직시민행동의 경우 31.7%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었
으며,집단수준 변수들로 설명된 집단간 분산의 설명력은 간호업무성과의 경우 89.7%
가,조직시민행동의 경우 80.9%가 설명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의미는 본 연구에서 투
입된 간호사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와 집단수준의 독립변수가 설명하는 정도가 비교적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특히 그동안의 간호계의 선행연구가 이 부분의
설명력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개인성과 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집단차
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점은 기존의 분석으로는 한계점이 있었고,본 연구
에서 시도한 다수준 분석을 통해서 집단수준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
은 간호행정 차원의 중재 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임을 알 수 있었다.
즉,기존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오차변량만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

에서는 집단수준의 오차변량을 도입하여 두 수준의 변수 중에서 집단수준의 변수가 개
인과 집단의 분산 모두를 감소시킴을 보여주었다.집단수준의 변수들의 설명력이
89.7%와 80.9%로 높게 나타나는 점은 병원에서 특히 개인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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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요인을 고려한 개인 교육뿐만 아니라,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과 같은 집단수
준 변수들을 정책변수로 삼아 상위수준 요인을 고려한 적극적인 정책적 중재가 필요함
을 시사해 준다.
Deviance는 자료와 모형간의 적합성 부족을 나타내는 함수로 볼 수 있는데,모형간

의 Deviance의 차이가 두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치의 개수 간 차이의 자유도를 가진
X2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모형간 적합도 비교에 사용할 수 있다(서우석,2004).또
한 이탈도의 차이는 의미있는 상위수준의 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더 상위수준에서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다.
앞서 언급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모형 2,3,4는 이탈도가 두 종속변수 모

두 모형 4의 이탈도 값이 10772.8,10199.5로 적게 나타났다.추후분석으로 모형 5,6을
비교해보면,모형 6의 Deviance값이 간호업무성과 11253.4,조직시민행동의 경우
11289.0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단순히 이탈도의 숫자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모형 6로 구축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를 통해서 병원의 집단간에 개인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며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집단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즉,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수준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성과의 집
단간 차이에 의해 개인성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때,상위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
춘 간호행정 및 정책,교육체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성과가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 개인수준에 기반한 중재 전략일 것이다.그러나 개인성
과가 집단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어떤
환경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수준의 자료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사
용하여 집단수준의 중재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따라서 개인성과의
집단수준 속성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중재(intervention)를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중요
함으로,이러한 점에서 개인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단수준 속성의 하나로 간호학
분야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집단효능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집단효능감 뿐
만 아니라 집단응집력을 증진시키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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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과 유사
한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 외에 맥락적
효과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따라서 개인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정책적인 중재에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본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2수준의 요인으로 개인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지만,조직
수준의 맥락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3수준 다수준 분석모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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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첫째,본 연구는 조사방법에 있어서 횡단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어 특정시점에
서의 태도만을 측정하고 있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longitudinalresearch)가 필요하다.

둘째,많은 조직행위 관련 연구에서 방법론상의 제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동일방법
변이(commonmethodvariance)에 의한 문제점으로,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통한 자기
보고(self-report)의 방법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가 보고의 방법이 지니고 있는 근
본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조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
므로 이러한 자가 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사의 평가가 동시에 사용하는 복
수조사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본 연구는 변수들의 측정을 간호사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준거
가 될 만한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런 변수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병원조직에서는 여
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결합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본 연구에서 개인성과를 위한 통계적 방법 모형으로서 수준 1이 간호사이고,

수준 2가 간호단위가 2수준 다수준 모형만을 고려하였다.따라서 개인성과 연구를 위
한 통계적 방법 모형으로 수준 1이 간호사,수준 2가 병동,수준 3이 병원인 3수준 다
수준 모형으로 적용하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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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
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개인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함으로써,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
시민행동을 설명하는 지식체를 제공하였다.또한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서 더 확장된 개념인 집단효능감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효능감 이론이 보
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수준 분
석방법을 사용하였다.이 방법을 통해 기존 회귀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상위수준의 결정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맥락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관련변수들의 인과
관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추후 간호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존의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에
더하여 집단수준의 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 집단수준의 요인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즉,간호단위 집단에서 간호사의 업무성과
향상 전략을 위하여 개별수준의 접근에 더하여 집단수준에서의 간호단위별로 집단의
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조직의 성과에 더 효과적이라는 관심을 전
환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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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수준의 변수
들과 집단수준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수행한 연
구이다.본 연구 자료는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전국 7
개 도의 총 28개 병원의 182개의 간호단위에 속한 1966명의 간호사를 집락표집(cluster
sampling)하여 수집하였다.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8.2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방
법, Cronbach'sα 계수, 상관분석(correlationanalysis),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
성분분석,다수준 분석(multilevel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평균점수는 총 68점 만점에 53.40점이었고,조직시민행동
은 총 72점 만점에 54.60점이었다.
2.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r=0.5704,p=<.0001),개인이 지각한 집단응

집력과 집단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0.5753,p=<.0001),자기효능감
과 조직시민행동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4520,p=<.0001).상사의 지지와 집
단응집력(r=0.4617,p=<.0001),집단응집력과 조직시민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r=0.4164,p=<.0001).부정적 감정성향과 모든 변수와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모든 변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3.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개인수준 변수는 직위,총근무경력

(p=.0022),고용형태(p=.0108),자기효능감(p<.0001),긍정적 감정성향(p<.0001),부정적
감정성향(p=.0003),상사의 지지(p<.0001),동료의 지지(p<.0001)이며,집단수준 변수로
는 간호단위 집담회 횟수(p=.0054)로 나타났다.
4.간호사가 지각하는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개인수준 변수는 직위,총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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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자기효능감(p<.0001),긍정적 감정성향(p<.0001),부정적 감정성향(p=.0431),
상사의 지지(p<.0001)이며,집단수준 변수로는 집단응집력(p=.0173),간호단위 월평균
급여수준(p=.047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또한 연구모형 5에서 조직시민행
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집단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8).
5.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은 각 간호단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집단효능감이 갖는 영향력은 간호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간호
사가 지각하는 집단응집력의 회귀계수가 집단별로 무선적으로 변화하였고,집단응집
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6.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간호사 개인수준 분산에 대한 개인수

준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41.5%,31.7%로 나타났다.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간호단위 집단수준 분산에 대한 집단수준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은 각
각 89.7%,80.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의

오차변량만을 제시하였지만,본 연구의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의 오차변량을 제시하여 개인과 집단수준의 변수를 통하여 분산의 변화를 확인하
였다.즉,집단수준의 변수는 개인수준의 분산과 집단수준의 분산 모두에 영향을 주
어,집단수준의 변수들로 오차변량이 줄어듬을 보여 주었으며,집단수준의 변수가 개
인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집단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
나는 점은 병원에서 특히 집단수준 변수들을 정책변수로 삼기 수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결론적으로 집단의 요인이 우리나라 병원간호사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시행된 이 연구를 통해서 간호사의 개인성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여기에
는 간호사 개인적 요인 이외에 집단의 요인인 집단응집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개인성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이외에 사회환경 요인 즉,집단이라는 맥락
적 요인이 개인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간호 조직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개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뿐만 아니라,집단응집
력과 집단효능감과 같은 상위수준의 조직요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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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1)개인의 간호사수준,집단의 간호단위수준,조직의 병원수준으로 확대하여 3수준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성과연구는 성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성과효과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결쳐 형성되는 것
이므로 진정한 성과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횡단연구 이외에 종단적 연구가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3)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각각 개인성과와 집단성과
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4)본 연구에서 지지된 영향변수 중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나타났다.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은 보편화되어 있으나,조직구성
원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
을 제언한다.

5)간호조직에서 개인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관리자를 위한 지지훈
련교육 프로그램과 간호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수준의 요인과 집단수준의 요인을
확인했지만,다른 요인들 직무특성과 리더의 특성 등의 요인들과 상사의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다수준 분석법을 적용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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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간호업무성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결과

문항

F1 F2 F3 F4 신
뢰
도
계
수

간호
업무
수행
능력

간호
업무
수행
태도

간호
업무
수준
향상

간호
과정
적용

1 np5 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내 계획하여
오류,누락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0.746

0.88

2 np7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내에 많이 처리하였다 0.726
3 np6 나는 투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0.716
4 np9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0.627

5 np11나는 업무교대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
계한다 0.626

6 np8 나는 간호기록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0.621

7 np1 나는 간호업무를 우수하게(정확하고 완벽하고)잘 처리한
다 0.539

8 np16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0.745

0.81
9 np19나는 부서내 직원과 화합하며 타부서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0.739

10np18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0.657

11np15나는 솔선수범한다(얼마나 자주 추가적인 책무를 찾는지
고려한다) 0.533

12np13나는 기구,시설수리,파손,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0.756
0.7613np12나는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교육학점을 이수하고

전문직간호사로서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0.712

14np14나는 문제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0.694

15np2 나는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0.762

0.6816np3 나는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별 간호
를 수행한다 0.731

17np4 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
고 교육한다 0.652

아이겐 값 3.70482.47092.46782.142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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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444...111...기기기초초초모모모형형형(((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분분분산산산분분분석석석 모모모형형형;;;eeemmmppptttyyymmmooodddeeelll;;;uuunnncccooonnndddiiitttiiiooonnnaaalllmmmooodddeeelll)))

1차수준의 모형은 단순히 수식(1)로 표현될 수 있고,2차수준의 모형은 수식(2)로 표현
될 수 있으며,수식 (1)과 수식 (2)를 통합한 모형은 수식(3)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1수준 모형(집단내 모형)

Y ij= β 0j+rij, rij∼N(0,σ 2) 수식 (1)

Y ij는 종속변인,즉 개인성과 점수를, β 0j는 j번째 집단(간호단위)의 평균을,rij는 j
번째 병동에서 i번째 간호사와 관련된 무선오차(random error),즉 간호사가 병동 평균으
로부터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의 분산은 개인수준의 변량을 나타낸다.

2)2수준 모형(집단간 모형)

β 0j= γ 00+U 0j, U 0j∼N(0,τ 00) 수식(2)
γ 00는 표본전체평균을 U 0j는 병동효과,즉 전체 평균과 j번째 집단(간호단위)간의

차이를, τ 00는 집단(간호단위)수준에서의 변량을 나타낸다.

3)통합모형

Y ij= γ 00+U 0j+rij, 수식(3)

U 0j∼N(0,τ 00)and rij∼N(0,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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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모모모형형형 222(((개개개인인인수수수준준준)))
(((임임임의의의효효효과과과 회회회귀귀귀계계계수수수모모모형형형;;;RRRaaannndddooommm---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RRReeegggrrreeessssssiiiooonnnMMMooodddeeelll)))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수준의 모형에 예측변수를 포함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한다.중간 모형은 기초 모형에 개인 수준의 변인을 반영한 것으로
random coefficientmodel(Rausenbush&Bryk,2002)이라고도 불린다.

1)1수준 모형

Y ij=β 0j+β 1j(학력)+β 2j(종교)+β 3j(결혼상태)+β 4j(직위)+β 5j(고용형태)+β 6j(교

대근무)+β 7j(총근무경력)+β 8j(현부서경력)+β 9j(주당근무시간)+β 10j(자기효능감)+β 11j

(긍정적 감정성향)+β 12j(부정적 감정성향)+β 13j(상사의 지지)+β 14j(동료의 지지)+rij,

rij∼N(0,σ 2)

2)2수준 모형

모형의 간결화,무선효과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도 확보를 위하여 집단(간호단위)
별 기울기 차이의 주된 관심이 아닌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오차(U 1j～U 14j)는 0으로
고정하여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β 0j= γ 00+U 0j, U 0j∼N(0,τ 00)
β 1j= γ 10+0
.
.
β 8j= γ 80+0

β 14j= γ 140+U 14j, U 14j∼N(0,τ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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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모모모형형형 333(((집집집단단단 수수수준준준)))

다음에서는 집단수준의 분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의 중간단계 모
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 3에서는 집단(간호단위)수준의 변인으로
초기모형에서는 간호단위의 집담회 횟수,간호단위의 월평균 급여수준,간호단위의 간호
사수,간호단위의 유형(특수,일반간호단위),집단효능감,집단응집력의 6가지 변인을 설정
하였다.

Y ij= β 0j+rij, rij∼N(0,σ 2)

β 0j= γ 00+ γ 01(Cj)+U 0j, U 0j∼N(0,τ 00)

Y ij=[γ 00+ γ 01Cj]+[U 0j+rij]

Cj:집단수준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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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444
연구모형은 중간모형에 집단(병동)수준의 독립변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anintercepts

andslopes-as-outcomesmodel(Rausenbush&Bryk,2002),Fullmodel라고 불린다.
1)1수준 모형

Y ij=β 0j+β 1jIij+rij,

rij∼N(0,σ 2)
β 0jj번째 집단(간호단위)의 절편(intercept),β 1jj번째 집단의 개인변인의 회귀계수,

Iij:j번째 집단에서 i번째 개인이 갖는 개인수준변수,rijj번째 집단에 i번째 간호사의

무선오차(random error).rij는 평균이 0이고,변량이 σ
2인 분포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개인수준의 regression이 각 집단별로 정의된다.분석의 단위는 개인
이다.
2)2수준 모형

β 0j=γ 00+γ 01Cj+U 0j U 0j∼N(0,τ 00)

β 1j= γ 10+ γ 11(Cj)+U 1j, U 1j∼N(0,τ 11) Cov(U 0j,U 1j)= τ 10

β pj= γ p0+ γ p1(Cj)+U pj,
위의 수식에서 β 0j은 j간호단위의 간호사수준 분석을 통해 나온 절편,즉 각 간호단

위별로 개인특성변인의 효과를 의미하는 간호사수준 모형에서의 회귀계수(β0j,β1j)은 분석
단위 간호단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각각의 회귀계수는 집단수준의 변인들과
간호단위의 고유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결과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β pj 는 간호사수준 분석의 독립변인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를,

γ 00 ,,,γ 10는 집단수준 모형에서의 절편,γ 01 --- γ 02 는 집단수준 변인들의 회귀계

수,U 0j,U 1j는 집단수준의 무선오차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분석의 단위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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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연구도구
No.________

안안안녕녕녕하하하십십십니니니까까까???
환자들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간호사의 개인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그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귀중한 의견이 간호의 성과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되오니,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간호
의 발전을 위하여 선생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고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한한한 문문문항항항 한한한 문문문항항항마마마다다다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답답답변변변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과정생:고유경 올림
연 락 처:011-***-****
(지 도 교 수:이 태 화)

   

            

   본인은 위의 연구의 목적을 설명들었고 , 이 동의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2006년 월 일 서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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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은 업무처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과 일치된 곳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나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의업무중에는 내가잘할수없는일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의 직무성과가 나쁠 때는,그것은 내 능력부족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의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나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나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나의 직무에 있어 전문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8.나의 실력부족 때문에 이 직종에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나의 직무수행 기술과 능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다른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볼 때 나는 위협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나는 대체로 나 자신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매일의일상이 흥미롭고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내가 바라는 일은 대체로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비교적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감정적으로 매우 지쳐있다 ① ② ③ ④ ⑤

6.삶은 대체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나의 삶에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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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은 귀하가 속한 부서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과 일치된 곳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 직속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업무수행 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직속상사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직속상사는 나의 복리후생문제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매우 친하게 지내는 직장동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자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직장동료들과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함께 일하는 병동은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우리 병동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3.우리 병동은 해야 하는 작업도 못하고,수행할 수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 병동의 구성원들은 뛰어난 직무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우리 병동의 어떤 구성원들은 능력부족 때문에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우리 병동은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우리 병동의 어떤 구성원들은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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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간호단위내의 집단응집력에 관한 문항입니다.귀하의 생각과 일치된 곳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휴가나 연속적인 비번일 동안에 나는 병동의 동료들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우리병동에서 수행되는 환자간호방법에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우리 병동에서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병동에서 회식하는 것보다 다른 회식자리가 더욱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우리 병동의 간호사들의 근무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우리 병동은 내가 속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우리 병동은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하여 단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우리 병동의 구성원들은 단체로 외부에서 행동할 경우
주로 단체행동보다는 개인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우리 병동의 구성원들은 서로 어울리는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만약 근무수행이 느리거나 문제가 있는 간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도와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2.우리 병동에서는 근무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각
간호사들의 책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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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가 수행하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다음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체크(∨)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간호업무를 우수하게(정확하고 완벽하고)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2.나는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3.나는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순위별 간호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4.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5.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내 계획하여
오류,누락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6.나는 투약관리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7.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내에 많이 처리하였다 ① ② ③ ④

8.나는 간호기록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① ② ③ ④

9.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10.나는 직원간,환자 및 보호자와 원활하고 협조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① ② ③ ④

11.나는 업무교대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 ① ② ③ ④

12.나는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교육학점을 이수하고
전문직간호사로서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3.나는 기구,시설수리,파손,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14.나는 문제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15.나는 솔선수범한다(얼마나 자주 추가적인 책무를 찾는지 고려) ① ② ③ ④

16.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17.나는 간호업무를 데드라인에 맞게 (시간내에 ) 계획을 세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18.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19.나는 부서내 직원과 화합하며 타부서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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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조조조직직직시시시민민민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 내에서 보상되지는 않지만,조직이 효과

적으로 기능하게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조직 내 구성원
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조직전체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결근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2.나는 과다한 업무를 맡은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3.나는 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규간호사가 업무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나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나는 동료를 돕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나는 병원정책과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7.나는 스스로 양심적인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8.나는 동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9.나는 동료의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염두해 두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0.나는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나는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나는 병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회의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13.나는 병원이미지를 높이는데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14.나는 병원이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나는 병원의 간행물을 읽고 정책이나 지침 등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6.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7.나는 병원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① ② ③ ④

18.나는 병원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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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해당 난에 기입 또는 ‘√’표 하여 주십시오.

1.성 별 :☐  남 ☐ 여

2.연 령 :만______세

3.교육 정도 :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과정 이상

4.종 교 :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 ☐ 기타

5.결혼 여부 : ☐ 미혼 ☐ 기혼 ☐ 동거 ☐ 이혼/별거 ☐ 사별

6.직 위 :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7.고용 형태 : ☐  정규직 ☐ 비정규직

8.간호사로 근무한 총 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9.귀 병원에 근무한 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10.현재 근무 병동에 수간호사와의 근무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11.현재 근무 병동에 근무한 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12.현재 근무 병동하고 계신 부서 또는 간호단위(병동)에 ‘√’하여주십시오.

☐ 외과중환자실 ☐ 내과 중환자실 ☐ 신경외과중환자실
☐ 심장내과중환자실 ☐ 심장외과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 화상중환자실
☐ 내과병동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비뇨기과 ☐ 안.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신생아실 ☐ 응급실 ☐ 정신과
기타 ______________

13.교대근무 ☐ 3교대 ☐ 2교대

14.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몇 시간 ________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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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귀하의 월평균 소득정도는(지난 1년간)?
☐ 100만원 -199만원 ☐ 200만원 -299만원
☐ 300만원 -399만원 ☐ 400만원 -499만원 ☐ 500만원 이상

16.병동집담회(예:병동세미나,저널모임,casestudy등)횟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주 1회 ☐ 월 2회 ☐ 월 1회 ☐ 2달에 한번 ☐ 기타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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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IIIdddeeennntttiiifffiiicccaaatttiiiooonnnooofffFFFaaaccctttooorrrsssrrreeelllaaattteeedddtttoooNNNuuurrrssseeesss'''IIInnndddiiivvviiiddduuuaaalll
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uuusssiiinnngggaaaMMMuuullltttiiillleeevvveeelllAAAnnnaaalllyyysssiiisss

KKKooo,,,YYYuuuKKKyyyuuunnnggg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NNNuuurrrsssiiinnnggg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 main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nurses'
individualperformanceusingmultilevelanalysiswhichconsiderbothcharacteristics
inindividualandnurses'groups.Andtheresultsofthestudycanhelptosuggest
strategiestoimprovenurses'individualperformance.
  Thedatawascollectedfrom 1,996nursesusingself-administeredquestionnaires
betweenFebruary,20thandMarch,20th2006.Usingtheclustersamplingmethod,
182 nursing units in 28 hospitals from various regions such as Seoul,six
metropolitancity,andsevenprovinceswereselected. Thedatawasanalyzedby
SAS8.2using descriptivestatistics,Cronbach's α coefficient,correlation analysis,
principalcomponentmethodwithVarimaxrotationandmultilevelanalysis.
The resultsofthe study indicated thatindividuallevelvariablesrelated to

nursing performance,were job position,totalyearsofexperience,employment
status,self-efficacy,positiveaffectivity,negativeaffectivity,supervisorsupport,and
peersupport.Thegroup levelvariableswerethenumberofconferencesin a
nursing unit.Theindividuallevelvariablesrelated to organizationalcitizenship
behavior,werejob position,thetotalyearsofexperience,self-efficacy,positive
affectivity,negativeaffectivity,and supervisorsupport.Thegroup levelvariables
weregroupcohesionandtheaveragesalarylevelofanursingunit.The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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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whichaffects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wascollectiveefficacy.
Theregressioncoefficientofgroupcohesionperceivedbynurseswasrandomly

changing between groups,and group cohesion had influenced differently on
nursingperformancebetweengroups.
The explanatory powers ofindividuallevelvariables,which is related to

individuallevelvariancesofnursing performanceand organizationalcitizenship
behaviorwere41.5% and 31.7%,respectively.Theexplanatory powersofgroup
levelvariables,whichisrelatedtogrouplevelvariancesofnursingperformance
andorganizationalcitizenshipbehaviorwas89.7% and80.9%,respectively.
The previous researches had limitations considering error variance on only

individuallevels,butthisstudyconsiderederrorvariancesingrouplevelsaswell
as individual levels using multilevel analysis.This study showed changing
variancesthroughvariablesinindividualandgrouplevels.
In otherwords,thisstudy showed thatgroup levelvariablesreduced error

variances,and variablesin group levelshave influenceson variancesin both
individuallevelsandgrouplevels.Therefore,thehighexplanatorypowerofgroup
levelvariablesimpliesthathospitalmanagersshouldconsidergrouplevelvariables
toimprovenurses'performance.
In conclusion,thisresearch showed thatthereweredifferencesin individual

performancesbetween nursesand thedifferencescamefrom group levelfactors
such asgroup cohesion aswellasindividuallevelfactors.Itisnecessary to
considernotonlyindividualfactorsbutalsohigher-levelorganizationalfactorssuch
asgroupcohesionandcollectiveefficacytoimprovenurses‘individualperformance.

Keywords:Nursingperformance,organizationalcitizenship behavior,self-efficacy,
affectivity, social support, collective efficacy, group cohesion,
multilevel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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