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와의 상관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홍 서 희



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와의 상관성

지도 이 태 화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홍 서 희



홍서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년 1월 일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준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항상 절 믿고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 i -

차차차 례례례

차례·········································································································································ⅰ
표 차례···································································································································ⅲ
부록 차례·······························································································································ⅲ
국문 요약·······························································································································ⅳ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연구의 필요성··············································································································1
2.연구의 목적··················································································································3
3.용어의 정의··················································································································3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임파워먼트····················································································································5
2.사회 관계망··················································································································7
3.사회적 지지··················································································································9
4.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11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연구설계······················································································································13
2.연구대상······················································································································13
3.연구도구······················································································································13
4.자료수집방법··············································································································15
5.자료분석방법··············································································································16



- ii -

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7
2.간호사의 사회 관계망······························································································19
3.간호사의 사회적 지지······························································································20
4.간호사의 임파워먼트································································································24
5.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26
6.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29
7.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1

ⅤⅤⅤ...논논논의의의 ·································································································································33

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39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42
부부부록록록 ·········································································································································47
AAABBBSSSTTTRRRAAACCCTTT························································································································53



- i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8
표 2.사회관계망 크기········································································································19
표 3.사회관계망 범위········································································································19
표 4.사회관계망 접촉빈도,친밀도,동질성··································································20
표 5.사회적 지지 인지정도 -영역별············································································21
표 6.사회적 지지 인지정도 -문항별············································································22
표 7.임파워먼트 지각수준 -영역별··············································································24
표 8.임파워먼트 지각수준 -문항별··············································································25
표 9.사회관계망 범위에 따른 임파워먼트 지각수준··················································27
표 10.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28
표 11.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30
표 12.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32

부부부록록록 차차차례례례

부록 1.설문지······················································································································47



- iv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사사사회회회관관관계계계망망망,,,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와와와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장 내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자료수집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소재 일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200명을 편의추출하였으며,총 143부가 최종 분석되었
다.연구도구로는 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forwindow 12.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일원분산분석,상관
관계분석,사후검정,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을 확인한 결과,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크
기는 평균 4.76명으로,관계망의 범위는 동료가 35.8%로 가장 많았고,선배가
27.3%,상사가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접촉빈도는 ‘여러 번/주’접촉하는 경우
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친밀도는 ‘친밀하다’가 48.2%로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서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가 76.5%,업무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가
75.2%로 나타나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관계망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89.02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79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정보적 지지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서
적 지지 3.71점,평가적 지지 3.65점,물질적 지지 3.5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3.간호사의 임파워먼트는 평균 42.87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36점보다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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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다.각 영역별 평균은 의미성이 1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능력이 11.36점,
자기결정력이 10.53점,영향력이 9.0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4.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는 크기(r=.182,p=.030),친밀도(r=.169,p=.000),부
서동일성(r=.094,p=.014),범위(F=12.802,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r=.339,p=.000)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 중 간호사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의미성(r=.407,p=.000)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간호
사들이 가장 높게 인지한 정보적 지지가 의미성(r=.387,p=.000)과 제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5.임파워먼트는 연령(F=6.678,p=.000),결혼유무(F=9.254,p=.003),최종학력
(F=5.108,p=.007),총임상경력(F=10.065,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사후
검정한 결과,연령이 36세 이상,기혼,대학원 이상,7년 이상의 임상경력의 경우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더 높았다.

6.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최종학력,총임상경력,사회관계망
크기,범위,부서동질성,사회적 지지로 설명력은 32.6%였다.사회적지지(t=9.361,
p=.000)가 임파워먼트에 가장 설명력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가 인지하는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
트와 상관관계가 있으며,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따라서,사
회적 지지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직장 내 사회 관계
망을 지지해준다면,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핵심되는 말 :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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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료 환경의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고 건강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병원은 조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조직의 구성원은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특히,병원에서의 서비스와 업무효율성은
간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호사가 59%(간호통계연보,2007)를 차지하는 종합병원
에서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은 중요한 과제이다.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
들을 잘 통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통제중심에서 개개인
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자율적 조직문화로 조직의 관리관점이
옮겨지면서(박원우,1999)간호사들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부
각되었다.
간호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파워먼트

는 스스로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를 수행하고,자기효능감의 증진으로 다른 이의 역
량에도 영향을 주어 조직성과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다(박원우,1999).임파
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으로(박현희,2005),임파워먼트가 높은 간호사는 지지감과 일의 성취도 증가로 미
래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Patrick& Laschinger,2006).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동기,직무만족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이현주,2008;김현숙,2008;오주,2007;고명숙,2003),직무와 관련된 임파
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온다고 하였다(조창경,2005).이는 임
파워먼트가 간호사들의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고,다른 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간호와 같은 전문적 영역에선 임파
워먼트의 방법 중 하나인 권한위임이나 참여 등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면 구성원들
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이원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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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Kanter(1993)는 기회,정보,
지지,자원,공식적 파워,비공식적 파워가 영향을 주며,Kanter의 이론을 처음으
로 도입한 Chandler(1992)는 간호사와 환자,의사,다른 간호사와의 상호관계가 임
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는 임파워먼트가 상호작용을 통해 증대된다
는 점에서 개별적 속성이 아닌 관계적 속성의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Kanter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혜경(2001)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임파워먼트의 영향요인으로 비공식적 파워를 더 높게 지각하며,이는
조직 내에서 상사,동료,부하 등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관련성에서 생기는
파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특히 직장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 간호사들에게
사회관계망을 통한 상호작용은 중요한 지지체이다.
조직에서 개인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하게 된다.사회

관계망은 자신이 놓인 위치나 관계망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관계적 인
간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으로(김용학,2004),정보획득과 지원효과가 있어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커질수록 지원효과는 커지며,정보교환과 상호협동이 필
수적인 조직일수록 이러한 관계망은 조직목표달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손동원,
2004).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Langfordetal.,1997).
Laschinger& Havens(1997)는 사회적 지지가 업무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정신적
건강과 일의 효과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국내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는 간호사의 심리적 소진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강소영,2005;고종욱,염영
희,2003;오경옥,김태숙,류춘지,1992).그러나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기
존 연구에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였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간호사들에게 사회관계망

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요소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사회관계
망과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임파워먼트와의 관련성을 통해 임파워먼트의 영향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알아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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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간호사의 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2)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사사사회회회관관관계계계망망망
이론적 정의 :사회관계망은 개인 간의 관계로,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망을 의미한다(손동원,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Cross& Parker(2004)가 사용한 ‘자기중심 기술

방식’을 유지은(2006)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사회관계망
은 크기,범위,부서동질성,업무동질성,접촉빈도,친밀도로 구성되며 크기와 범위
는 수로 측정하고,부서동질성,업무동질성은 평균값으로 측정하며,접촉빈도와 친
밀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하는 빈도와 친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이론적 정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욕구의 충

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자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유대감,자신감,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박지원,1985).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기능적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김경희(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사회적 지
지는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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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이론적 정의 :단순히 힘을 부여하는 파워와는 다른 의미로 조절력,영향력,지

배력을 갖는 것으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개인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느
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Chandler,199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TextsofItemsMeasuring

Empowerment를 정해주(1998)가 번역하고 이선영(2007)이 사용한 설문지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임파워먼트는 의미성,능력,자기결정력,영향력의 영역으로
구성되며,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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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임파워먼트는 주로 조직의 문제를 다루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지만,
정치,환경,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분야마다 사용되는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파워가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파워증진
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에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통제중심에서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서로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율적 문화로 조직의 관리관점이 옮겨지면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Chandler(1992)는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힘을 부여하는 파워와는 다른 의미로

조절력,영향력,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개인이 효과적으로 이
행할 수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으며,Conger& Kanungo(1988)는 조절
력,자율성,영향력을 위임하는 것으로,‘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이라 하였다.
Spreitzer(1995)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의미성,능력,자기결정력,영향력의 4영역
으로 나누고 조직관리 영역에 이들을 적용하였다.
개인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임파워먼트는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한 힘의 시

너지효과로 분배가 아닌 증대를 가져온다.자신의 역량과 책임의식을 키운 후 집
단,조직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단순히 힘을 주는 것이 아
니라 창조하고 키워준다.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 업무환경은 직원들의 감정과 일
의 성취도에 강한 영향을 준다.특히 전문적 영역에선 임파워먼트의 방법 중의 하
나인 권한위임이나 참여 등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면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나
역할에 있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이원일,2000).간호사들의 조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임파워먼트이다(김은실,이명하,2001).
Patrick& Laschinger(2006)는 간호사들이 임파워먼트되면 지지받는 느낌과 일의
성취도가 증가하며,미래에 관리자 위치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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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chinger,Wong,& Greco(2006a)는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가 직업만족도를 높
이고 소진을 감소한다고 하였다.Armstrong,Laschinger,& Wong(2008)은 간호사
와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Magnethospital의 기준을 충족하는데 임파워먼트는 중
요한 영향요인이라 하였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
가 높을수록 직무동기,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이현주,2008;김현숙,
2008;오주,2007;고명숙,2003).조창경(2005)은 직무와 관련된 임파워먼트와 자기
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최미희(2003)는 수술실 간호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감염관리라는 업무수행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뿐 아니라 집단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은 낮은 편으로 개인의 임파워
먼트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시현 외,
1999).
임파워먼트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Kanter의 구조적 측면에서

연구되어졌다.Kanter(1993)는 기회,정보,지지,자원,공식적 파워,비공식적 파워
를 임파워먼트의 구조적 영향요인으로 보고,조직 내에서의 이들이 지지되면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향상되어 조직목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anter의 이론을 바
탕으로 고명숙(2003)은 조직에서 임파워먼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인간
관계가 타인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환경인지를 파
악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혜경(2001)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공식적,비공식적 파워
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며,비공식적 파워를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상사,동료,부하 등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관련성에서 생기는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다.Conger&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의 주요 영향요인을 관
계구조적인 면과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정의하였는데,조직 내의 권한을 배분하고
부여하는 과정이 관계구조적이라면 자아효능감에 대해 신념을 부여하는 과정은
동기부여적인 면이다.조창경(2005)은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을 주
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Akerjordet& Severinsson(2008)은 정서
적 사고력이 임파워먼트를 긍정적으로 인식해 친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양길
모(1999)는 간호사에게 지지되는 요인이 많고 동기부여가 될수록 업무성과와 조직
몰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원숙(2002)은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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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관계인 거래적 리더십보다 부하들의 가치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변
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또한,김선혜(2005)는
나이가 많고,근무경력이 길며,화목위주의 문화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김형희(2004)는 나이,결혼유무,근무경력을 관련요인으로 보았으며,한명수
(2001)는 근무기간에서만 임파워먼트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영(2006)은 병원간호사의 임파워
먼트 관련요인으로 연령,종교,결혼유무,학력,경력,근무경력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22...사사사회회회 관관관계계계망망망

사회관계망 이론은 개인의 개별적 속성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으로 설명의
중심을 옮긴 이론으로,관계망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나 관계망의 구조에 따라 다
르게 행동하는 인간,즉 관계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김용학,2004).개인의 상
호작용을 통한 연결들로 관계망이 만들어지고,형성된 관계망이 반대로 개인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즉,개인이 가진 성격,특성으로 개인을 판단하던 연구에
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들로 개인의 속성을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사회관계망에 대해 손동원(2002)은 개인 간의 관계로 보고,사회 관계망을 ‘사

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이라고 정의하였다.Seibertetal.(2001)은 사회 관계
망을 개인 간의 관계에서 ‘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
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패턴’으로 정의하였다.이는 단순히 연결된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관계 맺어졌다고 정의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Jonesetal.(1997)은 사회관계망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며,첫째,교환 혹은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패턴과,둘째,개인 간 자원의 흐름이라 하였다.즉,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다.Walker(1985)역시 사
회관계망을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물질적 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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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라고 정의
하였다.
손동원(2004)은 개인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보획득과 지

원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정보획득효과란 사회 관계망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로,정보탐색의 비용절감효과와 정보의 질
이 높아지는 효과 두 측면이 존재한다.사회 관계망을 통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
는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정보가 다양해진다는 것이다.조직에서 개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을 활용한다.
지원효과는 사회 관계망에 의해 맺어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물질적
지원,조언,충고 등을 얻는 효과를 의미한다.문제해결을 위해 같은 문제를 겪어
본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의 습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하거나 빠르고 안전성이 검증된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다.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망이 커질수록 정보획득과 지원효과는 커지며,병원과 같이 정보교환과 상호협동
이 필수적인 조직일수록 이러한 관계망은 조직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전수진(2005)은 직장 내에서의 사회관계망이 개인의 직무유효성과 경력유효성과
관련이 있으며,정희정(2008)은 직장 내에서의 직원들 간의 사회관계망 공백이 적
을수록 자원이 증가하여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
다.유지은(2006)은 조직구성원들간의 사회관계망과 조직학습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접촉빈도와 친밀도가 강할수록 조직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사회관계망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사회연결망,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 등

많은 용어들을 사용해왔다.강소영(2005)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였으며,장성희(2008)
는 사회관계망에 대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임은
선(1998)은 사회적 지지의 공통된 핵심은 지지를 주고받는 상호관계성인데 비해
이를 측정해 낼 수 있는 조작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사
회적 지지에 대한 간호개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사회관계망은 크기,범
위,연결강도로 측정되는데,크기는 개인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
가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이다.범위는 개인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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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에 의해 표시되는 그룹의 다양성을 의미한다(전수진,2005).예를 들어,개인이
접촉하는 대상들이 친구,직장,동호회 등 다양한 경우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
으나,직장이나 친구로 대상들이 몰려 있는 경우는 좁다고 할 수 있다.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강도는 접촉빈도와 친밀도로 측정한다.접촉빈도는 개인
이 사회관계망의 구성원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를,친밀도는 사회관계망의 구
성원과의 친한 정도를 의미한다.상호작용의 빈도가 잦거나 친밀감이 높으면 관계
망의 강도는 강해지며,빈도가 낮거나 친밀감이 낮아지면 강도는 약해진다.
사회관계망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직장 내에서 맺게 되는 사회관계망을 크기,범위,
접촉빈도,친밀도로 알아보려한다.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해 Cohen& Wills(1985)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스트레스에 반응에 대해 개인차를 설명하
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Langfordetal.(1997)은 사회적 지지란 다른 이에게
받는 유형,무형의 도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라고 하였으며,사회적 지지 내에
사회관계망이 전제가 되며 정서적 지지,물질적 지지,정보적 지지,평가적 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정서적 지지는 지각되는 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봄,
공감,사랑,신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물질적 지지는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 또
는 실제의 도움이며,정보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문제 해결 때 다른 이에게
받는 정보라고 하였으며,평가적 지지는 문제해결보다는 자기의 평가와 관련된 정
보의 교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간접적으로 지각
된 지지와 직접적으로 지각된 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간접적으로 지각한 사
회적 지지는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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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지지,물질적 지지,평가적 지지의 네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직접적으
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지각하는 정도 및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자
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유대감,자신감,신뢰감에 대한 지각정도라 하였다.사회
적 지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개인이 보호받고 애정
을 받고 있으며,존경받고 있다고 믿으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긍정적 감정
의 표현으로,둘째,개인의 신념,해석,감정의 타당성에 동조하는 유형으로,셋째,
신념이나 감정의 개방적인 표출의 조장으로,넷째,조언이나 새롭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공으로,다섯째,물질적 도움으로,여섯째,자신의 의사
소통 연결망에 정보를 제공받는 유형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상근,200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능력,건강 유지,효과적 대처행동을 향상시키고,조절력,

자존감,안정감,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킨다
(Langfordetal.,1997).사회적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대인관계는 지속적으로 긍
정적 경험을 하게 되며,개인의 생활환경과 자아정체감을 안정되게 해 주어 결국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이를 통해 조절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초를 제
공한다(Cohen& Wills,1985).황승숙(1995)은 임상간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며,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는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김혜숙(2007)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
우 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요구되는 간호 업무의 특성상,직장 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나 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간호사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주었
다.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김경희(2008)는 보건심사간호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소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
며,추원지(2001)의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
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박경희(1995)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불만
족,이직의도,우울 및 불안에 직접접인 영향을 미쳐서 그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하
였다.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측면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측면이 더 중요
하며,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제로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보다 더 중요하다(박경
희,1995).지지자원이 있어도 인지하지 않는다면 지지자원으로 이용될 수 없어 사
회적 지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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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사회관계망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지지는 그 안에서 스스로가 지각하는 실제적인 지지라 할 수 있다.본 연
구에서는 간호사가 직장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444...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사사사회회회 관관관계계계망망망,,,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박원우(1999)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의 목표를 이루
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임파워먼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어 더 큰 파워가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을
얘기하였다.
Kanter(1977)는 임파워먼트의 영향요인으로 기회,정보,지지,자원,비공식적

파워,공식적 파워를 제시하였으며,Conger& Kanungo(1988)는 조직 내의 권한을
배분하고 부여하는 과정인 관계구조적 측면과 자아효능감에 대해 신념을 부여하
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이것은 임파워먼트가 상호작용을 통해 증대
된다는 것으로 개별적 속성이 아닌 관계적 속성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의 영향요
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파워먼트란 개인,그룹,지역사회 등
모든 관계에서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양방향적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한명수,2001).Kanter의 이
론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연구한 Chandler(1992)는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 영향요
인으로 환자,의사,간호사들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국내연구에서도
박현희(2005)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임파워먼트의 영
향요인으로 공식적 파워보다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및 관련성에서 생기는
비공식적 파워가 더 높게 지각된다고 하며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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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또한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선

행연구는 미흡한 편이다.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Laschinger& Havens(1997)는
6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업무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정신적 건강과
일의 효과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국내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간호
사의 심리적 소진감소에 영향을 주나 직무스트레스를 완충시키지는 못하다고 하
였다.(강소영,2005;고종욱,염영희,2003;오경옥,김태숙,류춘지,1992)이는 상
사의 사회적 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직장 내 동료의 지지,업무외 사회적 지지가
측정되지 않아 완충효과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인데(고종욱,염영희,2003),간호
사의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경우 직장 내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을 막을 수 있다(김혜숙,2007).Lloyd(2007)은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 향상
을 위해선 조직구성원 사이에 지지와 다른 전문직들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하였
으며,Laschinger,Wong,& Greco(2006b)은 리더에 의한 즉각적인 관리가 임파
워먼트에 영향을 주어,자기평가와 직업만족도,정서적 소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
였다.
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의 영향요인들이 관계적 속성에서 나타나는 반면 직장

내에서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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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와의 관
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200명을 임
의추출 하였으며,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
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간호사로 하였다.본 연구의 대
상자 수는 Cohen(1987)의 표본크기 계산법에 의해,검정력 0.80,유의수준 0.05,효
과크기 0.20에서 대상자수는 194명이 요구된다.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지이다.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성별,학력,결혼상태,종교 5개 문항과

근무관련 특성으로 임상경력기간,현부서 근무기간,근무부서 3개 문항으로 총 8문
항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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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회회회 관관관계계계망망망
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은 Cross& Parker(2004)가 사용한 ‘자기중심 기술방식’

을 유지은(200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방식은 개인에게 관계망
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기입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관련하여 크기,범위,부서동질성,업
무동질성,접촉빈도,친밀도로 구성되었다.부서동질성과 업무동질성은 동일한 경
우 0,동일하지 않은 경우 1로 값을 부여하여 8명의 평균값을 취하였다.범위는 상
사,선배일 경우 1,동료,동기 2,부하,후배 3의 값을 부여하여 빈도로 측정하였
다.접촉빈도는 대상자와 사회 관계망 구성원과의 접촉하는 정도로,본 연구에서는
‘매일’(5점),‘여러 번/주’(4점),‘3～4회/월’(3점),‘1～2회/월’(2점),‘1회 미만/월’(1점)
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값일 클수록 접촉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친밀도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원과의 친한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매우 친밀하다’(5점),‘친밀하다’(4점),‘보통이다’(3점),
‘친하지 않다’(2점),‘전혀 친하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최
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값일 클수록 친밀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기능적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를 김경희(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해당하
는 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인 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물
질적 지지,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9
문항,정보적 지지 7문항,물질적 지지 2문항,평가적 지지5문항으로 총 2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보통
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최
저 23점에서 최고 115점의 범위를 보이며,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박지원(1985)이 개발 당시 사회적 지지 도구는 Cronbach's
alpha.95였으며,김경희(2008)가 수정․보완한 도구의 신뢰도는 .975이었고,본 연
구에서는 .95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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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TextsofItemsMeasuring

Empowerment를 정해주(1998)가 번역하고 이선영(2007)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이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인 의미성,능력,자기결정력,영향력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본 연구에서는 의미성 3문항,능력 3문항,자기결정력 3문항,영
향력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
로 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를 보이며,점수가 높
을수록 임파워먼트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preitzer(1995)의 개
발 당시 Cronbach'salpha .72였으며,이선영(2007)이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는
.904이었고,본 연구에서는 .957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간 이었으며,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병원의 간호부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별 파트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설문지를 배부하였다.배부된
질문지는 총 200부였으며,그 중 15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6%였으며,회수된
설문지 중 대상자 응답이 불완전한 질문지 9부를 제외하고,143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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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forWindow 12.0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통계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사회 관계망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대상자의 사회 관계망,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의 관계는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는 One-wayANOVA로 분석하
였으며,사후검정은 TukeyPostHoctest를 이용하였다.

5)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6)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alpha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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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성별은 여자가 140명
(97.9%),남자 3명(2.1%)이며 평균연령은 30.16세로서 26～30세가 64명(44.8%)으로
가장 많았고,31～35세가 28명(19.6%),25세 이하가 27명(18.9%),36세 이상이 24
명(16.8%)의 순서로 나타났다.결혼유무는 미혼이 87명(60.8%),기혼이 55명
(38.5%)이며,최종학력은 대졸이 102명(71.3%)이 가장 많았고,전문대졸이 29명
(20.3%),대학원 재학이상이 12명(8.4%)로 나타났다.종교는 기독교가 76명(53.1%)
으로 가장 많았고,종교가 없는 경우가 37명(25.9%),천주교가 16명(11.2%),불교
가 8명(5.6%),기타 6명(4.2%)으로 나타났다.근무부서는 수술실,회복실,중환자
실,분만실 등의 특수부서가 75명(52.4%)으로 가장 많았고,일반병동이 54명
(37.8%),외래 및 기타부서가 14명(9.8%)으로 나타났다.총임상경력은 평균 7.02년
으로 3～7년이 56명(39.2%),7년 이상이 56명(39.2%)으로 같게 나타났으며,3년 미
만이 31명(21.7%)으로 나타났다.현재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4.88년으로 5년
이하가 101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10년 이상이 24명(16.8%),5～10년이 18
명(12.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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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3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여자

남자
140
3

97.9
2.1

연령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세 이상

27
64
28
24

18.9
44.8
19.6
16.8

30.16±5.42

결혼 미혼
기혼
기타

87
55
1

60.8
38.5
0.7

최종학력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29
102
12

20.3
71.3
8.4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76
16
8
37
6

53.1
11.2
5.6
25.9
4.2

근무부서 일반병동
특수부서
외래

54
75
14

37.8
61.2
9.9

총 임상경력 3년 미만
3～7년
7년 이상

31
56
56

21.7
39.2
39.2

7.02±5.67

현 부서
근무경력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101
18
24

70.6
12.6
16.8

4.8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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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사사사회회회 관관관계계계망망망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 관계망 특성으로 크기,구성범위,부서동질성,업무동질
성,접촉빈도,친밀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 관계망의 크기에 대한 결과는 <표2>와 같다.전체적으로 평균 4.76명

(±1.77)으로,크기가 4명인 경우가 41명(28.7%)으로 가장 많았고,3명인 경우가 28
명(19.6%),5명인 경우가 25명(17.5%),8명인 경우가 19명(13.3%)이었다.사회 관
계망의 범위는 동료가 35.8%로 가장 많았고,선배가 27.3%,상사가 15.7%,후배가
10.3%의 순서로 나타났다<표3>.접촉빈도는 ‘여러 번/주’접촉하는 경우가 45.8%
로 가장 높았으며,‘매일’접촉하는 경우가 33.6%로,‘3～4회/월’접촉하는 경우가
9.4%로 접촉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친밀도는 ‘친밀하다’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매우 친밀하다’가 34.2%,‘보통이다’가 15.4%로 나타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서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는 76.5%,‘동일하지 않다’는
23.5%로 나타났으며,업무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가 75.2%,‘동일하지 않다’가
24.8%로 나타나 부서와 업무가 동일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표2>사회관계망 크기 n=143

크기(명) 1 2 3 4 5 6 7 8
빈도 1 7 28 41 25 13 9 19
백분율 .7 4.9 19.6 28.7 17.5 9.1 6.3 13.3

<표3>사회관계망 범위 n=681*

구성범주 상사 선배 동료 동기 부하 후배
빈도 107 186 244 57 17 70
백분율 15.7 27.3 35.8 8.4 2.5 10.3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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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사회관계망 접촉빈도,친밀도,동질성 n=681*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접촉빈도 1회 미만/월

1～2회/월
3～4회/월
여러 번/주
매일

21
55
64
312
229

3.1
8.1
9.4
45.8
33.6

친밀도 전혀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보통이다
친밀하다
매우 친밀하다

1
14
105
328
233

.1
2.1
15.4
48.2
34.2

부서동질성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521
160

76.5
23.5

업무동질성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512
169

75.2
24.8

*중복응답

333...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정도는 다음과 같다<표5>.
사회적 지지는 23～115점 범위에서 최저 50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평균

89.02(±12.92)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79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하부영역인 정서
적 지지는 9～45점 범위에서 평균이 33.43점이었고,정보적 지지는 7～35점 범위에
서 평균 26.36점,물질적 지지는 2～10점 범위에서 평균 7.09점,평가적 지지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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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범위에서 평균 18.23점으로 나타났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정보적 지지가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정서적 지지 3.71점,평가적
지지 3.65점,물질적 지지 3.5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문항별 평균점수를 보면,정서적 지지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존

중해준다.”항목이 3.94점으로 전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
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준다.”항목이 3.43점으로 전 항목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정보적 지지에서는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항목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고 응해준다.”항목이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물질적 지지에서는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항목이 3.62점으로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항목의 3.4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평가적 지
지에서는 “내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항목이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준다.”항목이 3.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6>.

<표5>사회적 지지 인지정도 -영역별 n=143

변수 응답가능범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평점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9～45
7～35
2～10
4～20

33.43
26.36
7.09
18.23

5.10
4.14
1.41
3.14

3.71
3.77
3.55
3.65

사회적 지지 23～115 89.02 12.9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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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사회적 지지 인지정도 -문항별 n=143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1.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

게 해준다. 3.56 .73

2.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3.87 .65

3.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3.89 .74
4.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을 때에는 다
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준다. 3.43 .75

5.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3.59 .83

6.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3.94 .68
7.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
다. 3.64 .75

8.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들어
준다. 3.82 .68

9.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노력한
다.

3.69 .80

정보적 지지 10.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이다. 3.92 .74

11.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
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해준다.

3.81 .72

12.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
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3.64 .84

13.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실
하게 해준다. 3.90 .67

14.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자
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3.6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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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사회적 지지 인지정도 -문항별 (계속) n=143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정보적 지지 15.내게 생긴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3.69 .70

16.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
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3.75 .68

물질적 지지 17.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
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3.62 .79

18.내가 아파 누워 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 3.48 .93

평가적 지지 19.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
가해준다. 3.55 .76

20.내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3.74 .73

21.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3.64 .80

22.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
는다. 3.64 .79

23.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
다.

3.6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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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은 <표7>과 같다.임파워먼트는 12～60점 범위
에서 평균 42.87(±5.38)점으로 보통 기준점수인 36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은 5～15점 범위에서 의미성이 11.95점,능력이 11.36점,자기결정력이
10.53점,영향력이 9.03점의 순서로 의미성이 가장 높게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임파워먼트 문항별 평균평점을 보면 의미성에서 “내가 하는 업무는 의미가 있

다.”항목이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나의 업무수행은 개인적으로 나에
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항목이 3.96점,“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
다.”항목이 3.92점으로 의미성 문항들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개인의 업
무가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면 영향력에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통제할 수 있다.”항목이 2.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업무에 대
해 높은 의미가 부여되나 부서에서의 개인의 영향력은 낮게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표8>.

<표7>임파워먼트 지각수준 -영역별 n=143

변수 응답가능범위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평점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5～15
5～15
5～15
5～15

11.95
11.36
10.53
9.03

1.91
1.63
1.80
2.02

3.98
3.78
3.51
3.01

임파워먼트 12～60 42.87 5.3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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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임파워먼트 지각수준 -문항별 n=143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의미성 1.내가 하는 업무는 의미가 있다. 4.08 .62

2.나의 업무수행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 3.96 .72

3.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
하다. 3.92 .81

능력 4.나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자신한다. 3.78 .67

5.나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한다. 3.71 .65

6.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87 .54

자기결정력 7.업무수행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율
성을 가지고 있다. 3.53 .69

8.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한다. 3.55 .70

9.업무를 수행하는데 독립성이 있다. 3.45 .74

영향력 10.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의
영향력은 크다. 3.09 .80

11.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통제할 수 있다. 2.86 .72

12.근무하는 부서에서 중요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3.0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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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사사사회회회관관관계계계망망망,,,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는 접촉빈도와 업무동일성을 제외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파워먼트는 사회관계망
의 크기(r=.182,p=.030),친밀도(r=.169,p=.000),부서동일성(r=.094,p=.014)과 상관
관계가 있었다.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으며,친밀도가 클수
록 임파워먼트가 높고,부서가 동일한 경우 임파워먼트가 높았다.사회관계망의 구
성원 범위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F=5.409,p=.000),사
후검정한 결과 부하,후배하고의 관계가 상사,선배나 동료,동기하고의 관계보다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았다<표9>.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r=.339,p=.000)간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
지할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았다.
사회적 지지의 영역별로는 평가적 지지(r=.356,p=.000),정서적 지지(r=.331,

p=.000),물질적 지지(r=.268,p=001),정보적 지지(r=.256,p=.002)의 순서로 임파워
먼트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 영역 중 간
호사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의미성(r=.407,p=.000)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사회적 지지 영역 중 간호사들이 가장 높게 인지한 정보적 지지가 의미성
(r=.387,p=.000)과 제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간호사들이 가장 낮게 지
각한 임파워먼트 영역 중 영향력은 정서적 지지만이 상관관계가 있으며,정서적
지지는 의미성(r=.360,p=.000),능력(r=.263,p=.001),자기결정력(r=.182,p=.029),영
향력(r=.166,p=.048)과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나,임파워먼트의 모든 영역과 상관관
계가 있었다.물질적 지지는 의미성(r=.352,p=.000),능력(r=.196,p=.019)과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평가적 지지는 의미성(r=.370,p=.000),능력(r=.292,p=.000),
자기결정력(r=.237,p=.004)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 간에는 크기와 접촉빈도(r=.118,p=002),사회적지지

(r=.341,p=.000)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클수
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였다.접촉빈도는 친밀도(r=-.095,p=.013),부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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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r=-.594,p=.000),업무동일성(r=.-238,p=.000),사회적 지지(r=-.101,p=.008)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접촉빈도가 많은 것이 친밀도와 사
회적 지지를 높이지는 않았다.친밀도는 부서동일성(r=.184,p=.000)과 사회적지지
(r=.318,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친밀도가 높을수
록 같은 부서인 경우가 많고,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가 높았다.부서동일성은 업
무동일성(r=.475,p=.000)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사회관계망 내에
서 부서가 동일할수록 업무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0>.

<표9>사회관계망 범위에 따른 임파워먼트 지각수준 n=143

구분 평균 표준편차 Fort p

상사,선배a)

동료,동기b)

부하,후배c)

3.61
3.53
3.81

.47

.43

.43

12.802
(c>a,b*)

.000

*TukeyPostHoc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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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 n=143

변수 크기 접촉
빈도 친밀도 부서

동일
업무
동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 의미성 능력 자기결

정력 영향력 임파워

크기
접촉빈도 .118**
친밀도 .054 -.095*
부서동일성 -.054 -.594* .184*
업무동일성 .045 -.238* -.009 .475**
정서적지지 .292** -.077* .319** -.004 -.033
정보적지지 .352** -.060 .268** .010 -.001 .795**
물질적지지 .314** -.075 .248** -.009 -.010 .651** .653**
평가적지지 .280** -.162* .290** .083* .023 .772** .783** .670**
사회적지지 .341** -.101* .318** .023 -.009 .937** .926** .763** .901**
의미성 .243** -.001 .216** .107** .038 .360** .387** .352** .370** .407**
능력 .104 .011 .117** .086* -.010 .263** .142 .196* .292** .249** .442**
자기결정력 .146 -.022 .143** .047 -.049 .182* .156 .093 .237** .196* .362** .470**
영향력 .041 -.004 .027 .038 -.044 .166* .062 .140 .152 .142 .246** .401** .385**
임파워먼트 .182** -.005 .169** .094* -.023 .331** .256** .268** .356** .339** .702** .767** .750** .713**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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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

임파워먼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연령,결혼유무,
최종학력,총임상경력이었다.연령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F=6.678,p=.000),사후검정한 결과 36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임파워먼트의
지각수준이 높았다.결혼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았다(F=9.254, p=.003). 최종학력과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F=5.108,p=.007),사후검정한 결과 대학원 이상에서 전문대졸과 대졸보다 임파워
먼트 지각수준이 높았다.총임상경력에 따라 임파워먼트의 지각수준에 차이가 있
으며(F=10.065,p=.000),사후검정한 결과 7년 이상의 경력에서 3년 미만,3～7년
경력보다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았다.성별,종교,근무부서,현재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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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n=143

특성 구분 평균평점 표준편차 Fort p
성별 남자

여자
3.14
3.58

.55

.44
2.914 .090

연령 25세 이하a)

26～30세b)

31～35세c)

36세 이상d)

3.38
3.52
3.56
3.89

.46

.42

.39

.40

6.678
(d>a,b,c)*

.000

결혼 미혼
기혼

3.48
3.71

.44

.42
9.254 .003

최종학력 전문대졸a)

대졸b)

대학원c)

3.57
3.52
3.95

.46

.41

.51

5.108
(c>a,b)*

.007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기타
무교

3.64
3.52
3.48
3.48

.47

.45

.43

.38

1.249 .294

근무부서 일반병동
특수부서
외래

3.61
3.58
3.54

.46

.45

.37

.259 .772

총임상경력 3년 미만a)

3～7년b)

7년 이상c)

3.42
3.45
3.77

.44

.39

.44

10.065
(c>a,b)*

.000

현부서
근무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3.50
3.72

.44

.43
3.437 .066

*TukeyPostHoc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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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임임임파파파워워워먼먼먼트트트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결혼유무,최종학력,총임상경력과 사회관계망 중 크기,범
위,친밀도,부서동일성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임파워먼트
에 대해 32.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일반적 특성의 변수 중 연령(t=2.943,
p=.003),최종학력(t=4.117,p=.000),임상경력(t=3.822,p=.000)과,사회관계망 변수
중 크기(t=2.679,p=.008),부서동질성(t=2.249,p=.025)과,사회적 지지(t=9.361,
p=.000)가 임파워먼트에 설명력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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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n=143

변수 B SE β t p

(constant) 1.511 .136 11.124 .000

연령 .080 .027 .172 2.943 .003

결혼여부 .023 .036 .026 .630 .529

최종학력 .119 .029 .140 4.117 .000

임상경력 .123 .032 .209 3.822 .000

크기 .023 .009 .093 2.679 .008

범위 .016 .011 .051 1.545 .123

부서동질성 .078 .035 .073 2.249 .025

친밀도 .030 .021 .050 1.441 .150

사회적지지 .283 .030 .339 9.361 .000

R2 .335

AdjustedR2 .326

종속변수 :임파워먼트
독립변수 :연령,결혼여부,최종학력,임상경력,사회관계망 크기,범위,친밀도,부

서동질성,사회적지지
방법 :입력방법 (Enter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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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알아보고,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는 사회관계

망,사회적 지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사이에도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은 평균 3.57점으로 보
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하부 영역 중에서는 의미성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능력이 3.78점,자기결정력이 3.51점,영향력이 3.10점의 순서로 나
타났다.이는 선행연구인 이선영(2007)의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
은 3.58점으로,하부 영역 중에서 의미성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영향력이 2.9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김은실,이명하(2001)의 병원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은 중간정도인 3.61점이고,하부영역 중에서 의미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능력,자기결정력,영향력의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반면,자신의 행동이 근
무하는 부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선 낮게 인지되고 있
는 것으로,임파워먼트가 자신을 효율성있게 함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성과를 지속적으로 증진한다는 점에서(박원우,1999)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간호사의 연령,결혼유무,최종학

력,총임상경력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연령이 높고,기혼이며,학력이 대학원 이
상이고,총임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더 높았다.선행연
구에서 김선혜(2005)는 나이가 많고,근무경력이 길면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하
며,김형희(2004)는 나이가 많고,기혼이며,근무경력이 길수록 임파워먼트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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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김은실,이명하(2001)는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이는 장금성
(2001)의 임상경력단계를 보았을 때,7년 이상인 경우 숙련단계로 간호업무를 독
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설명이 가능한 연구결과로 보인다.이와 같이 간
호사의 업무숙련도와 임파워먼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간
호사의 임상경력단계별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직장 내 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는 크기,범위,친밀도,부서동일성

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사회 관계망 크기는 평균 4.76명
으로,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망이 커질수록 임파워먼트를 높게 인지하였다.이는
임파워먼트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서,간호사가 인지하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임파워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
다.사회 관계망의 범위는 동료가 35.8%로 가장 많았고,선배가 27.3%,상사가
15.7%,후배가 10.3%의 순서로 나타나,동료와의 관계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은(2006)의 기업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의 범위에서 상사,동
료가 부하,후배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그러나 임파워먼트와의 관
련성은 후배,부하와의 관계에서 더 높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리더에 의한 관리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Laschinger,Wong,& Greco(2006b)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임파워먼트의 하부영역인 업무에서의 자율성과 부서에서의 영향력을 고
려할 때 후배나 부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지각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강도인 친밀도는
‘친밀하다’가 48.2%,‘매우 친밀하다’가 34.2%로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진(2005)의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크고,범위가 넓고,친밀도가 강할수록 직무유효성에 유효하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김경선(2005)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식공유에 있어 조직구성원간의 긴밀
한 관계인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부서동질성의 경우 ‘동일하
다’가 76.5%로 동일 부서인 경우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선
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로 유지은(2006)은 부서가 다양할수록 개인능력향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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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다고 하였으며,김경선(2005)은 다른 부서와의 사회 관계망이 폭넓은 지식공
유에 필요하며,특정부서하고만 사회관계망을 이룰 경우 지식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이는 간호사들의 업무특성상 같은 부서에서 업무와 지식의 전달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다른 부서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사회관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
수는 연결강도인 친밀도와 접촉빈도로 사회관계망의 크기,범위 같은 양적인 면보
다 관계의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김경선,2005).Cooper(2005)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관계망 연구에서도 사회관계망의 크기보다는 친밀도가
높은지가 중요하며,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지
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김민정(2005)은 멘토링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대
해서 자신을 후원해주고 포괄적 통찰을 가진 멘토링 연결망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연결강도인 친밀도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를 높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사회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관계
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70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김경희

(2008)의 연구결과인 사회적 지지 3.26점보다 높게 나왔다.영역별로는 정보적지지
가 3.77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되었으며,정서적 지지 3.71점,평가적 지지 3.65점,
물질적 지지 3.5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박현희(2005)는 임파워먼트의 관련요인으
로 정보가 높게 지각되었으며,이는 시대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가속화되면서,간호사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능가되었기 때
문으로 보았다.문항별 분석 결과,정서적 지지 항목 중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가 3.94점으로 가장 높았는데,이는 김경희(200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정서적 지지는 임파워먼트의 하부영역의 의미성,능력,자기결정력,영향력의 모든
영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간호사가 낮게 인지하는 영향력과 유
일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선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 중 낮게 지각하고 있는 영향력을 높여주어야 하는데,영향
력은 정서적 지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나온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선후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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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이나 서로간의 feedback과 같은 정서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업무지지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가장 낮은 항목은 정서적 지지 중 ‘자
신이 직접 도울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준다.’가 3.43점으로
김경희(2008)의 연구에서도 3.31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또한 하부영역 중
물질적 지지가 가장 낮게 인지되었는데 그 중 ‘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항목은 3.48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인지되었다.이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이며,김경희(2008)의 보험심사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를 가장
낮게 인지한 것과 같은 결과로,간호사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지가 간호사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친밀도가 높고,사회적 지지가 높았다.이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객관적 측면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지지로 개인 간의 관계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지
지가 이루어지므로(Langfordetal.,1997)크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관계망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친밀도가 높을
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지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는 Cooper(2005)
의 여성 사회관계망에서 친밀도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결과로,사
회적 지지는 실제로 제공받는 것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부분이 중요한 지지자원으
로 이용되기 때문이다(박경희,1005).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r=.339,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사회적 지지가 높게 인식될수록 임파워먼트를 높게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있어 조직 내의 인간관계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명숙,2003;이혜경,2001;박현희,2005).특히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 중 간
호사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의미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양길모(1999)가 임파워먼트를 위해서 지지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사회적 지지의 영역별로는 평가적 지지(r=.356,p=.00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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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지지(r=.331,p=.000),물질적 지지(r=.268,p=001),정보적 지지(r=.256,p=.002)
의 순서로 임파워먼트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
거나 충고하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임파워먼트에 제일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가 제일 높았으며,평가적
지지는 3.65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자신의 업무에 대해 평가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보상이 적절
하지 못한 경우 의욕상실,업무의 질저하가 나타나는데(김은실,이명하,2001)이는
신뢰,평가,인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보상에 대해 고려할 필
요가 있다.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 영역 중 간호사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의미
성(r=.407,p=.000)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사회적 지지 영역 중 간호사
들이 가장 높게 인지한 정보적 지지가 의미성(r=.387,p=.000)과 제일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간호사들이 정보를 제일 높게 지각한 것은 능력이 중요시되
면서 간호사 개개인이 새로운 지식과 능력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가된 것으로 보
인다(박현희,2005)
위의 결과들을 고려할 때,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은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지지

체임을 알 수 있다.공식적인 직위에 의한 활동뿐 아니라 의료진,상사,부하직원,
타부서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임상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간호관리자는 동료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며,타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박현희,2005).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 1곳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설문지 구성상 제한된 인원을 적어 다른
사회관계망에 대한 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다.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주관적 인
식이 바탕이 되므로 사회관계망에 기입한 구성원들뿐 아니라 다른 관계망을 통해
서도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로 측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
이다.그러나 설명력이 36.2%로 임파워먼트의 영향요인을 다른 각도로 조사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사는 임파워먼트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자기결정력

과 영향력을 제일 낮게 인지하고 있었는데,업무의 자율성과 부서내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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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리더의 권한 부여와 같은 임파워먼트 향상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
다.또한 임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임파워먼트의 지각수준이 높게 나와 숙련단
계의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 들어오는 간호사들에게 프리셉터로서
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임상경력에 따른 초보자에서 상급
초보자,유능한 단계,숙련자에 맞는 임파워먼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관계망을 통한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사회적지지가 임파워먼
트에 영향을 준다고 점에서 간호사들의 사회관계망은 동일부서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간호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타부서와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따라서
다양한 부서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병원에서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병원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향상과 업무효율성이 목표가 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간호사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태도를 요구하고 있다.간호사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주시되고 있
는 것이 임파워먼트로 이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임파워먼트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전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사회
관계망과 간호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임파워먼트 증진방안
에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임파워먼트 증진전략수립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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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장 내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자료수집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소재 일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자료분석은 SPSSforwindow 12.0
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일원분산분석,상관관계분석,사후검정,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호사의 사회 관계망을 확인한 결과,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크
기는 평균 4.76명으로,관계망의 범위는 동료가 35.8%로 가장 많았고,선배가
27.3%,상사가 15.7%의 순서로 나타났다.접촉빈도는 ‘여러번/주’접촉하는 경우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친밀도는 ‘친밀하다’가 48.2%로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부서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가 76.5%,업무동질성의 경우 ‘동일하다’가
75.2%로 나타나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관계망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간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89.02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79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각 영역별 평균평점은 정보적 지지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정서
적 지지 3.71점,평가적 지지 3.65점,물질적 지지 3.5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3.간호사의 임파워먼트는 평균 42.87점으로 보통 기준 점수 36점보다 높은 수
준이었다.각 영역별 평균은 의미성이 11.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능력이 11.36점,
자기결정력이 10.53점,영향력이 9.0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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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관계망과 임파워먼트는 크기(r=.182,p=.030),친밀도(r=.169,p=.000),부
서동일성(r=.094,p=.014),범위(F=12.802,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r=.339,p=.000)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 중 간호사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의미성(r=.407,p=.000)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간호
사들이 가장 높게 인지한 정보적 지지가 의미성(r=.387,p=.000)과 제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5.임파워먼트는 연령(F=6.678,p=.000),결혼유무(F=9.254,p=.003),최종학력
(F=5.108,p=.007),총임상경력(F=10.065,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사후
검정한 결과,연령이 36세 이상,기혼,대학원 이상,7년 이상의 임상경력의 경우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더 높았다.

6.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최종학력,총임상경력,사회관계망
크기,범위,부서동질성,사회적 지지로 설명력은 32.6%였다.사회적지지(t=9.361,
p=.000)가 임파워먼트에 가장 설명력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가 인지하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범위,친밀도,부
서동일성,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와 상관관계가 있으며,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였다.따라서,사회적 지지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직장내 사회 관계망을 지지해준다면,간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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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국적인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제언
한다.

2.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직장 내 사회관계망,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나,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간호사의 직장 외 사회관
계망과 사회적 지지,임파워먼트와의 상관관계를 추후연구로 제언한다.

3.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조사해 관련성을 알아보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4.간호사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관계망과 관련되어
사회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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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행정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사들의 병원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석사논문에 귀중한 자료
가 될 것입니다.대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목적을 위
해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번거우시더라고 솔직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008.10.
연세대학교 대학원

홍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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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일반적 특성 ]

1.성 별 :� 남 � 여

2.연 령 :만 ( )세

3.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4.종 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 � 기타

5.최종학력 :� 간호대졸(3년) � 간호대졸(4년) � 대학원 이상

6.임상경력 :_______년 _______개월

7.현 병동근무기간 :_______년 _______개월

8.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 하여 주십시오.

� 일반병동 �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실 회복실 � 분만실 � 신생아실
� 기타 ___________

※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
다.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몇 명
적어주십시오.경우에 따라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으며,중요도
순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들은 같은 부서의 구성원일수도 있지만 타직종,
타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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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2 3 4 5 6 7 8

업무협조자 HY JH JW HG 이혜 임나

약자나 이니셜로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예>처럼 적고,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업무협조자

1 당신과 같은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2 당신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3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① 상사
② 선배
③ 동료
④ 부하
⑤ 후배
⑥ 동기

4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① 매일
② 여러 번/주
③ 3-4회/월
④ 1-2회/월
⑤ 1회미만/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이 분들과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매우 친밀하다

친밀하다

보통이다

친하지 않다
전혀 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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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장내에서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직장내 인
간관계(상사,동료,부하,후배 등)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2.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1 2 3 4 5

3.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준다. 1 2 3 4 5

4.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준다. 1 2 3 4 5

5.내가 마음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들이다. 1 2 3 4 5

6.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1 2 3 4 5

7.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1 2 3 4 5

8.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들어준
다. 1 2 3 4 5

9.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
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다. 1 2 3 4 5

11.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
다.

1 2 3 4 5

12.의논할 문제가 생길때마다 나를 위해 시
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1 2 3 4 5

13.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준고 확실하
게 해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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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자극
을 주고 용기를 준다. 1 2 3 4 5

15.내게 생긴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1 2 3 4 5

16.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1 2 3 4 5

17.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1 2 3 4 5

18.내가 아파 누워 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
해준다. 1 2 3 4 5

19.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1 2 3 4 5

20.내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21.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22.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다. 1 2 3 4 5

23.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 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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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내가 하는 업무는 의미가 있다. 1 2 3 4 5

2.나의 업무수행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의
미가 있는 일이다. 1 2 3 4 5

3.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
다. 1 2 3 4 5

4.나의 업무에 대한 능력을 자신한다. 1 2 3 4 5

5.나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확
신한다. 1 2 3 4 5

6.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7.업무수행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율성
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8.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
한다. 1 2 3 4 5

9.업무를 수행하는데 독립성이 있다. 1 2 3 4 5

10.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의
영향력은 크다. 1 2 3 4 5

11.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12.근무하는 부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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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RRReeelllaaatttiiiooonnnaaammmooonnngggNNNuuurrrssseeesss'''SSSoooccciiiaaalllNNNeeetttwwwooorrrkkk,,,SSSoooccciiiaaalll
SSSuuuppppppooorrrtttaaannndddEEEmmmpppooowwweeerrrmmmeeennnttt...

Hong,Seo-He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isadescriptivecorrelationresearchthatidentifiestherelationof
nurses'socialnetwork,socialsupportand empowermentin workplace,and
analyzesfactorsinfluencingtheempowerment.Forthisstudy,200nurseswere
selectedthroughconvenientsampling,whoareworkingatageneralhospitalin
Seoul.Thedatausedinthisstudywascollectedfrom 21thto28thOct.,2008,
and analyzed atotalof143questionnaires.A structured questionnairewas
usedtocarry outthissurvey,composedofsocialnetworkstructure,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statistics,one-wayANOVA,correlationanalysis,posthoctest,and
multipleregressionanalysisusingtheSPSS12.0program.
Theresultsforthisstudyareasfollows:

1.Analyzingnurses'socialnetwork,themeanscaleofsocialnetworkwas
4.76persons,whowasconsistofcoworkerof35.8% inmostanswers,senior
of27.3%,supervisorof15.7%.Forcontactfrequency,'severaltimes/week'was
mostselectedby45.8%,'intimatewiththem'was48.2% intermsofintimacy,
showing theirintimaterelationship.Itshowed thatthesocialnetwork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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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yestablishedbynurseswhocarryoutsamejobsinadepartment,based
on the factthat'itseems equal'were selected by 76.5% and 75.2% in
response ofthe questions asking fordepartmentidentity and job identity
respectively.

2.The mean ofnurses'socialsupportwas 89.02 points higher than
standard79.Bysubcategory,theinformationalsupportwasthehighestat3.77,
followedbytheemotionalsupportat3.71,theappraisalsupportat3.65,and
3.55intheinstrumentalsupport.

3.Themeanscoreofnurses'empowermentwas42.87pointshigherthan
standard36.Bysubcategory,themeaningwasthehighestat11.95,followedby
thecompetenceat11.36,theself-determinationat10.53and9.03intheimpact.

4.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statistically not only between
empowerment and social network's scale(r=.182, p=.030), intimacy(r=.169,
p=.000),departmentidentify(r=.094,p=.014),and range(F=12.802,p=.000)but
alsobetween empowermentand socialsupport(r=.330,p=.000).Therewas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aning of
empowerment(r=.407,p=.000)perceivedbythemostnurses,andtherewasthe
highestpositive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supportrecognized by most
nursesandmeaning(r=.387,p=.000).

5.Theempowermentdiffered significantly age(F=6.678,p=.000),marriage
(F=9.254,p=.003),educationcareer(F=5.108,p=.007),clinicalexperience(F=10.065,
p=.000).TheresultsofTurkyPostHocTest,nurseswhowereolderthan36
ages,married,receivedthegraduatecourseorhigher,withatleast7years
clinicalexperiencehadahigherperceptionlevelfor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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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actorsaffectingtheempowermentincludeage,educationalcareer,total
clinicalexperienceamonggeneralcharacteristics,andscale,range,department
identifyamongsocialnetwork,andsocialsupportandtheirexplanatorypower
was32.6%.Amongthem,socialsupportwasthemostexplanatoryfactor.

Theseresultsofthisstudyprovidethattherearecorrelationsamongsocial
network,socialsupport,andempowerment.Aboveall,socialsupportwasthe
mostimportantfactoraccordingtothisstudy.Thus,assistancesocialnetwork
inworkplacetomaintainanddevelopinteractionofsocialsupportwillbehelp
topromotethenurses'empowerment.

keyword:socialnetwork,socialsupport,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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