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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중요성과 코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간호행정 관리에 기여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1개의 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6개월 이상인 일반간호사 4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17일 까지 총 12일간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최치영(2003)이 개발한 

도구를,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5, 1996)가 개발한 도구를 이광용(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고유경, 이태화，임지영(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적 통계,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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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간호사가 인지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 수준 총점은 65점 만점에 42.95 

±9.27점으로 나타났으며, 코칭 행동 요인 중 수행평가가 5점 척도 기준 평균평점   

3.45±0.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가 3.34±0.80점, 개발이 3.28±0.83 

점, 방향 제시가 3.13±0.76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 총점은 100점 만점에 67.99±10.8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업무성과 수준 총점은 85점 만점에 62.79±9.6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에서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간호과정적용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에서 성별, 결혼상태, 종 

교, 나이，최종학력, 현 근무 부서별,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 부서 근무경력(F=3.854, p=.010), 현 부서 직원 구성수(F= 

5.5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는 r=.383(p＝.000), 간호업무성과는 r=.254 

(p=.000)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간호 

업무성과는 r=.674(p＝.000)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５. 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임파워먼 

트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면, 1, 2단계의 분석에서 매개 조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F=180.802, p=.000, R²=.454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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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가 독립에서 β₃=-.005, p=.902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매개에서 β₄=.676, p=.000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 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는 이들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결국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간호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관리자의 코 

칭 행동은 간호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간호업무성과가 보다 향상될 수 있다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코칭 행동은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간호   

조직의 인력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코칭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를 통한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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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서비스에 있어서 질적 향상은 간호사 개개인의 역량 개발에 달려 있으며, 

간호단위 관리자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책임자 

로서, 간호사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 좀더 구체적인 기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을 통한 관리는 조직 구성원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잠재 역량을 일깨워 주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목표를 세우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도와 줌으로써 근본적인 능력개발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코칭 행동이 자기 주도적 성장 기회를 스스로 발견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이자 학습촉진 도구라는 점에서(한허정, 2007) 관리자들 

의 코칭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임상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에게 적절한 대처 능력과 자율적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업무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과 일대 

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난다. 즉,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목적 있는 대화를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며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격려하며,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다. 그 동안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는 지시, 명령, 그리고 통제를 통해 빠르게 

업무성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는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저항을 낳을 수 있으며, 또한 지시에 의한 타율적인 행동의 변화로 사기를 저하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코칭은 구성원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Whitmore, 2002),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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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인력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코칭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로는 코칭에 관한 인식조사(김홍미, 2008)와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결과 변수로 역량과 의욕, 직원과 고객만족(최치영, 2003), 자부심, 자기효능감 

(최은정, 2005), 인지적 유연성과 업무성과(김정식, 서교문, 2008), 직무성과, 직무 

만족, 직무몰입(김은희, 2008)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며, 실제 간호조직에서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조직 유효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호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관 

리는 독립적인 간호업무수행의 특성상 파워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을 임파워 

시킬 수 있어야 하며, 비용효과적인 건강간호와 조직 생산성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경영의 요구에 따라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구옥희, 2000). 이와 

같이 간호사들에게 임파워먼트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으로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박원숙, 2002; 이윤민, 2006).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조직에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기술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의 입증을 위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간호조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조직 유효성 변수인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실제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대한 일반 

간호사의 인식 정도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서 간호 조직에서의 인력 관리를 위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중요성 

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바람직한 간호조직의 인력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행동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중요성과 코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간호 

행정 관리에 기여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 관련 특성간에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코칭 행동(coaching behavior) 

a. 이론적 정의 : 코칭 행동은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그리고 관계의 네  

가지 행동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리더와 구성원간에 

또는 동료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양방향 커뮤니 

케이션 과정이며,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 또는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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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프로세 

스이다(Stowell, 1986).  

b. 조작적 정의 : 최치영(2003)이 상사에게 바라는 코칭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 코칭 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임파워먼트 

a. 이론적 정의 : 임파워먼트란 개인이 과업 수행시 직무에 대해서 느끼는  

네 가지 인지, 즉, 의미성(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 결정력(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의 인지 

적인 요소의 집합으로서 개인의 내재적인 과업 모티베이 

션을 증진 하도록 파워를 증대시키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Spreitzer, 1995).  

 b.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위와 같은 4개의 하부 요인 

을 가지고 Spreitzer(1995, 1996)가 개발하고, 이광용 

(2004)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간호업무성과 

a. 이론적 정의 :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 

적인 집행을 의미한다(조경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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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작적 정의 : Van de Ven 과 Ferry(1980)의 개인성과의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2007)이 개발한 간호  

업무성과 측정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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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본 연구는 코칭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된 결과를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 봄으로써 이들 

의 관계를 파악하고,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세우고자 한다.  

 

A. 이론적 배경  

 

1. 코칭 행동 

 

1) 개념과 프로세스 

 

코칭이란 리더가 직원을 대하는 특정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며 경영학 차원에서 

연구된 Stowell(1986)에 의한 코칭의 조작적 정의에 의하면, “코칭은 행동적인   

것으로 프로세스이다” 라고 하였다. 즉 코칭은 구성원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리더가 토의나 대화로 개입하거나 

중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기능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이다(장태관, 2005). 

코칭은 구성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업무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적 발전 단계에 

부합되게 개발하여 능력을 극대화하며, 무엇을 가르치기 보다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코칭의 목적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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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도록 하는데 있으며,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것이 코칭의 기본이다. 이러한 코칭은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리더가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성원의 재 

능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코치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을 개발하는 것이 코칭의 정신이다(최치영, 2003; Stowell, 1986). 코칭에 대한 개 

념은 사회적인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으며＜표1＞은 코칭에 관 

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이다.  

＜표1＞ 코칭의 개념              

연 구 자 코칭의 개념 

Schein & Lippitt(1966) 리더의 적합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며 리더 

가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협력하는 것 
Liker(1967) 리더는 구성원에게 신뢰적, 개방적, 동기부여적일수록 

직무의 성과는 높아진다는 의미 
Kimberly & Nielson 

(1975) 
구성원이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조직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Wright(1982)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Larson(1984) 리더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 
Katz &  

Kochan( (1985) 
구성원이 리더의 영향력 행사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통일된 행동을 하는 것  
Stowell(1986)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관계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프로세스이다. 
Phillips(1994) 구성원들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Perterson & Hicks 

(1996)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보다 더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해 주는 과정 
Levinson(1996)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하고 카운 셀링 하는 

것 
Whitmore(2002)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Aldag & Kuzuhara 

(2002)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 

의 욕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2004)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상호 작용적인 과정 

자료: 선행연구에 의한 자료를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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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코칭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Whitmore, 2002)와 코치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 

추어(Levinson, 1996)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하고 카운셀링 하는 것 

이다” 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Hodgetts & Knudson(1998)은 비즈니스 성과의 관점에서 정의 하였으며, 

Peterson & Hicks(1996)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의 하였는데, 이들의 정의 

에 의하면 코칭의 기본요소인 코치와 코치 받는 사람의 상호관계, 일련의 과정, 

개인의 능력 개발과 당면 문제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feedback 을 통한 학습과 자 

기 개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코칭이란 코칭의 대상자로 하여금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전제로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에게 일반적     

으로 요구되었던 해당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력과 지식뿐만이 아닌 상당 수준의 

대인관계 기술과 의사소통기술, 리더십과 코칭의 주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 

이다(정진우, 2005). 

코칭의 개념은 이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개 

념과 영역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즉, <표 2＞에서와 같이 코칭은 카운슬링, 

멘토링, 컨설팅, 티칭, 트레이닝, 프리셉터와 같은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코칭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코칭은 개인의 목적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술이자 행위 

이다. 이러한 코칭을 실행하는 것을 코칭 행동이라 하며, 이와 같은 코칭 행동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개인의 역량 향상과 변화에 

대한 정해진 발전의 한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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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코칭과 여러 개념의 비교 

여러 개념 개념 설명 코칭의 개념 

카운슬링 과거의 상처 치유 미래의 비전과 잠재력 발견 

멘토링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충고하고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며 
지도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하는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 

컨설팅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과 
자문에 응해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티칭 전통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 

인격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트레이닝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신체를 
단련 시키는 것 

인격발달 및 일 처리 그리고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능력 

자료: 정진우(2005). 코칭리더십, p22. 도표1. 인용 

 

코칭의 개념이 이처럼 다양한 것처럼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기술 또한 다양  

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관리자의 능력 요소로 코칭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Schein ＆ Lippistt(1996)의 연구에 의하면 코칭 프로세스에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합한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즉, 관리자의 

행동은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협력과 조력, 동기부여를 할 때 구성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코칭은 관리자와 구성원간의 목적 있는 대화 과정  

을 통해 진행되므로 일상적인 의사소통과는 구별이 된다. 코칭은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훈련(training)과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코칭이 전통적인 훈련과 다른 점은 현장에서 관리자와 구성원 간에 일대 

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코칭은 구성원 

의 개별적인 잠재능력, 기술 수준, 훈련요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프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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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에서의 코칭 프로세스와 선행 연구 

 

간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코칭 절차는 Aldag ＆ Kuzuhara(2002)의 코칭 프로 

세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간호관리자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케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관리자 코칭 행동을 통해 

행해진다. 즉, 코칭 행동 과정은 구성원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구성원의 욕구나 관심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공감하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관점의 차이를 인정한다. 그리고 성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성과에 대한 

진솔한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코칭 프로세스 이외에 

간호조직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관리자 코칭 행동을 위한 코칭 기술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코칭 기술을 살펴보면 Orth(1987)은 코칭 기술을 관찰,  

분석, 인터뷰, 피드백 네 가지로 제시했으며, Stowell(1988)은 코칭의 특성으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 공감, 인내, 지원, 명확성과 직접성, 파트너십 구축, 협력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Evered ＆ Selman(1989)은 관리자의 관리방법으로 코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코칭의 특성을 파트너십과 관계, 비젼에 대한 몰입, 실천  

을 위한 말하기와 경청, 특별함에 대한 인정, 연민, 중립적, 실천과 준비, 코치할 

의지, 현재 성취한 것 이상을 추구할 의지, 세심한 반응의 10가지로 제안 하였다. 

Ellinger(2003)은 코칭을 기술적 관점에서 8단계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청기술, 분석기술, 인터뷰기술, 효과적인 

질문, 관찰, 피드백 주고받기, 기대사항 설정 및 의사소통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진우(2005)도 코칭 기술을 효과적인 질문, 경청기술, 직관 기술, 상호협력, 관찰, 

진단, 목표설정, 피드백 주고 받기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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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연구된 코칭 기술에 대한 이론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무  

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고, 점차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Wenzel, 2000; Kostrzewa, 2001; Talarico, 2002). 

국내 연구에서는 Stowell(1986)이 제시한 코칭의 4가지 행동요인으로 방향제시, 

개발, 수행평가, 그리고 관계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도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으로 위의 네 가지 요인의 분류에 따라 연구하였다. 코칭 

행동 요인 중 방향 제시는 코칭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업무나 과제가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방향 제시는 과업지향적인 성향을 가진다. 개발은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상대방의 재능, 역량, 기술 등을 향상하여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수행 평가는 상대방이 수행한 업무나 

과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며, 그 결과를 진지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것이다. 관계는 코칭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개방적이고 신뢰적인 인간 

관계를 맺어야 효과적이며,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잘 경청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동기 부여도 가능해 진다고 믿고 있다.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한 최치영(2003)은 상사의 코칭 행동이 직원 및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Stowell(1986)이 제시한 코칭의 네 

가지 요인들 중 개발, 수행평가, 관계가 모두 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은희(2008)는 연구에서 성과관리제도하에서 

팀장급 리더들의 코칭 활동으로 COME(Center for Management & Organization 

Effectiveness)의 코칭 8단계를 적용하여(Steven J. Stowell, Choi Chieyoung, 

Matt M. Starcevich, 2002),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 12 -

하였다. 이 연구에서 팀장급 리더들의 코칭 활동은 성과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최은정(2005)은 판매직과 전문직에서 개발 및 관계 코칭리더십 중심으로 동기 

부여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계 코칭리더십이 전문직에서 

직무만족과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조직 유효성 변수로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 연구는 보고된 바 

가 없다. 그러나 코칭 행동은 관리자의 리더십 기술의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행 연구된 관리자의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업무성과와의 관련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의 방향을 정하였다. 특히, 다양하게 변화 

하는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력과 결정 

력을 요구하게 되며,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구성원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잠재능력 개발과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에 있으므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요구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간호사의 관리자에 대한 코칭 행동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간호사의 조직 유효성 변수인 임파워먼트와 

성과 지표로서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연구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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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파워먼트 

 

1)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란 용어는 지역심리학, 행정학, 사회운동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시민권리운동, 흑인 투표권 저항 운동, 노조 활동, 

민권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 됨에 따라 사회학자들은 이들 그룹 

들이 어떻게 사회구조적 차별과 소속 단체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민주적 권리를 

얻기까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워를 갖게 되는지의 과정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박선아, 1994). 임파워먼트는 또한 1980년대 중반 미국기업들의 

만연된 무력감을 해소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의 몰입과 성과를 추구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박원우, 

1997; 이윤민, 2006). 

간호학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중반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증진의 개념을,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 

으로 정의하면서 비롯되었다. 또한 이러한 건강 증진의 정의 및 중요성의 인식은 

간호영역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에 흥미와 관심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Maglacas, 1988; 장영애, 1999). 

Conger &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관계구조적 측면과 동기   

부여적 측면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즉, 관계구조적 측면에서 임파워 

먼트는, 조직 구성원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또는 분배 

하는 과정이다. 이는 적절한 파워의 이동을 통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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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다.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신념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보며, 이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촛점을 신념에 

둔 것으로, 위임 받는 권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정 내부 심리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Bandura, 1982; Thomas & Velthouse, 1990).  

Harari(1994)에 의하면 임파워먼트의 목표는 파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며, 리더와 구성원을 진보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조직의 제약으로부터 해방 시키는 것이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의 파워 

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과 의욕을 발휘하는 것이다 

(Rothstein, 1995). 이러한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이지만, 

Velthouse & Thomas(1990)는 임파워먼트를 내적 동기가 부여된 조직 구성원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도 자신들의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4가지 요소 

로 구분하였다. 의미성은 자신의 이상과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단된 목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나타나는 것이다(Brief & Nord, 1990). 역량은 특정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을 갖고 과업을 수행해 나갈 능력 

이 있다고 믿는 개개인의 신념이며(Gist, 1987), 자기능력감, 숙달감, 노력에 대한 

확실한 성과기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자기 결정성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하는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직무 방법이나 과정, 그리고 투입노력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Deci & Ryan, 1989), 영향력은 개인이 전략 수립이나 관리상, 또는 

직무 운영상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Ashford, 1989).  이러 

한 내재적 과업수행의 동기가 부여된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몰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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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행동하며, 이것을 임파워된 사람  

의 행동 유형이라고 하였다(Thomas & Velthouse, 1990).  

Kinlaw(1995)는 자기효능감의 개념과는 달리,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임파 

워먼트를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확정시켜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   

켜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Spreitzer(1995)은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은 효능  

감이라기 보다 특정 과업에 대한 효능감이므로 역량이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 하 

였으며, 작업장에서의 심리적인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며,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인을  

의미, 영향력, 역량, 결단력으로 제시하였다. 

 

2) 간호조직에서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선행연구 

 

임파워먼트에 대한 4개의 인지들은 직무에 대해 능동적인 성향을 반영하게 된 

다. 이러한 능동적 성향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상황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중 한 개의 인지 자원이라도 부족 

하게 되면 전반적인 임파워먼트의 지각이 저하되게 된다(김지양, 2001). 

간호학에서의 임파워먼트는 간호사들에게 환자 간호에 있어 더 많은 결정권을 

주는 행정 결정이며, 간호관리자들이 병원당국으로부터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파워를 부여 받는 것으로써 간호행정기관에 의해 간호사들에게 주어지는 

파워이다(Brown, 1987; Joel, 1989). 간호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특성 중 하나는 이 개념이 파워 증대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 

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워와 영향력을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변화를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abinston, 1995). 즉, 간호에서 임파워먼트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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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을 향상 시키는데 촛점을 두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의사 결정 

권을 갖게 하며, 통제감을 높임으로서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강한 업무의식을 갖도록 하여 성취감을 준다. 또한 이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신유근, 1999).  

남경희(2001)는 연구에서 간호에서의 임파워먼트를 통제력을 획득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특성이 자율성의 부여이며 간호사들에게 

부여된 자율성이 그들의 스트레스, 직무만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을 부여하면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간호 

조직에서 임파워먼트는 간호사가 임상업무를 수행하며 발생되는 무력감이나 소진 

들을 유발하는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위해 

간호조직은 간호사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간호사는 이에 대한 책임과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으로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통제력과 만족감을 획득해야 한다(이윤민, 2006).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ndler(1988)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인지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권력요인의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간호현장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업무환경에 대한 권력요인으로는 작용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Haugh(1992)는 지역사회 간호사 중에서 관리자와 일반 

간호사의 임파워먼트를 연구한 결과, 일반간호사 보다 관리자가 임파워먼트가 

크며, 관리자는 정보가, 일반간호사는 기회가,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  

났다. Laschinger & Shaminan(1994)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와 자아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ger & Kanungo(1988)는 

조직 구성원이 임파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관리자의 역할 중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수행 기대를 시킴으로써 하부조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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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표현하고, 하부조직이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해 주고, 

자율성을 제공하며, 영감 있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임파워먼트한 

조직 구성원을 형성해 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Vogt & Murrell(1990)는 조직 

구성원을 임파워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요소의 하나로, 조직관리자를 들면서 구성원 

을 임파워시키기 전에 관리자가 임파워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서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 특징은 적시에 다른 이를 도와주고, 코칭과 멘토의 

역할을 하며, 목표를 명확히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간호업무 수행 

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는 중요하며 간호사들을 임파워시키는 데는 관리자의 역할 

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간호학에서 수행된 임파워먼트의 국내 연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길모 

(1998)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아져 업무성과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미옥(1999)의 연구에서는 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제공 정도가 간호사 

의 자기효능감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어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고 병원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간호 관리자에 대한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김지양(2001)의 연구에서 간호관리자가 일반간호사보다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간호관리자의 조직구성원 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 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장영애, 1999; 최희경, 

2000; 김지양, 2001; 김관선, 2002, 이재연, 2003; 채순화, 2004), 권명은(2006) 

은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며, 조직 유효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관리자의 조직 관리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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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와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와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관련 

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평구(2007)는 조직문화의 6가지 차원과 직 

원의 관리자 코칭 행동 인식과의 관계 분석에서 조직문화 차원 중 직원이 인식하 

고 있는 소속 조직의 리더십이라는 요인이 직원의 관리자 코칭 행동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코치로서의 관리자 역할을 구체화시킨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리더십과 관련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원 

에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코칭리더십과 연결되며, 선행 연구에서 관리자의 리더 

십유형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결과와 같이,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가 인지하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정도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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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업무성과 

 

 1) 간호업무성과의 이론적 배경 

 

간호업무는 간호대상자의 치유와 안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들에게 제공 

되는 활동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간호업무와 간호 

관리업무 및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간호업무를 모두 포함한다(박정호, 

이은숙, 황보수지, 1992). 간호업무성과란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간호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제반 간호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 집행을 

말하며(정영지, 1998),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 

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윤언자, 1995). 

최근 병원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며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질적 측면이 강조 

되면서, 일선에서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관심은 질적 향 

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전문직 발전의 주요 과제로써(Donabedian, 1969), 

병원의 생산성과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져 

왔다(Northcott, 1997). 이처럼 변화하는 병원환경에 대한 대처와 병원 서비스 

대상자들의 시대적인 요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이에 맞는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보다 깊은 지식과 숙련된 행위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요구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의 업무수행 능력, 

태도, 지식수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심미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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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성과는 간호기능의 수행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간호업무성과의 측정 

에는 간호업무 수행의 양과 질적 측면, 시간과 자원의 이용 등이 고려되어 평가가 

되어야 한다(윤언자, 1995). 그러나 고유경(2006)은 현실적으로 업무성과를 측정 

하는 기준이 학자마다 다양하며,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름을 지적하며 간호 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필요 

성에 따라 간호업무를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및 간호과정 

적용을 포함하여, 업무의 양과 질을 포함하는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간호사의 개인성과와 관련된 요인 탐색을 시도한 바가 있다. 

이처럼 간호업무에 있어서 업무성과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효율적인 간호업무 

와 업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활발한 국내 연구로 이어졌으며, 

관련 변수로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리더십등이 제시되고 있다(고유경, 

2006; 박지연, 2004; 심미영, 2005; 양길모, 1998; 양정숙, 2004).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Szilagyi 와 Wallace(1984)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 

과 집단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의사결정, 갈등,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 

나며, 그 결과 개인의 업무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윤언자(1995)는 간호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원간의 유대감을 강조하였다.  

간호관리자의 역할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박성애와 

윤순녕(1992)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 상   

호 작용, 조직 풍토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성애, 이병숙(1985)은 연구에서   

수간호사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간호사들의 응집력 증가와 갈등 감소로  

간호업무를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업무수행, 

질적인 환자간호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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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和’적 리더십이 간호업무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주미경, 박성애, 1992; 신영진, 2000; 강수정, 2004) 변혁적 리더십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었다(박현태, 1997; 심미영, 200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관리자의 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백평구(2007)의 조직문화의 6가지 차원과 직원의  

관리자 코칭 행동 인식의 관계 분석에서 조직의 리더십이라는 조직 문화의 차원 

이, 직원의 관리자 코칭 행동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선행 연구된 조직의 리더십에 따른 관련 변수들이 관리자의 코칭 행동  

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조직의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관리자의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행동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성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바탕으로 양방향 커뮤 

니케이션과 자율성 및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주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은희(2008)는 성과관리제도하에 팀장급 리더들의 코칭 활동이   

구성원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리더의 코칭 활동이 직무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더들의 코칭 활동이 직 

무성과의 하위요소 중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 몰입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업무성과의 하위요소인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최치영(2003)은 연구에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 요인으로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개발, 수행평가, 관계가 모두 구성원의 역량과 의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역량과 의욕은 직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식, 서문교(2008)의 연구에서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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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코칭 행위가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조직의 업무성과 

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써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과 능력을 증대시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상황에서의 관리보다는 능동적인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성과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이광용, 2004). 

김금수(1999)는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임파워 

먼트의 구성요인 중 의미성과 결단력이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의미성과 영향력이 조직성과인 충성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양길모(1998)는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동기부여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아져 업무성과와도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혜정(2001)은 간호사가 지각한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각이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영향 

을 주어 간호업무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이윤민(2006)은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사들이 지각 

하고 있는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임파워먼트가 업무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인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조직몰입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남경희, 2001; 구옥희, 최옥순, 2000; 김현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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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양, 2001; 이광용, 2004).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 

성과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관련 선행 연구로는 리더십유형에 따른 조직 유효성 

결과 변수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임파워먼트는 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김관선, 2002), 간호업무성과(박원숙, 2002), 팀 효과성(정용수, 

2007), 조직 유효성(류재천, 2004)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 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원 

들을 임파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관리자의 조직 관리에 있어서 코칭 행동의 중요성 

과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호관리자의 조직 관리의 기술로써, 코칭 행동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와 간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간호사가 인지하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 

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관리자 코칭 행동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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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단위 조직 내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에 대한 코칭 행 

동의 인지 정도에 따른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수행 되었다. 즉,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정도와 임파워먼 

트,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  

동 인지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임파워먼트가 매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그림1＞과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계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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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3월 현재 국내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간호사   

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전문요양 

기관과 1개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 

한 간호사로 신규 직무교육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같은 병원에 근무한 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연구자가 편의 추출 방법에 의해 4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 연구도구 

본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10개 문항, 코칭 행동에 관한 13개 

문항, 임파워먼트에 관한 20개 문항,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17개 문항으로 총 60   

개 문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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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사항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 종교, 최종학력과 

직무 관련 특성으로 현 근무부서,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 현 부서 근무 

경력, 단위 병동 내 구성원수로 구분하여 1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측정 도구 

 

Stowell(1986)이 제시한 리더의 코칭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최치영(2003)이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개발한 설문지로, 방향제시 3문항, 개발 3문항, 수행˙ ˙  

평가˙ ˙  3문항, 관계에 4문항으로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 

가 미래형을 과거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3점에서 65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며, 이 도구의 신뢰도는 최치영(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5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다. 

 

3. 임파워먼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역량, 의미성, 자기결정력, 영향력의 4개의 하부 요 

인을 가지고 Spreitzer (1995, 1996)가 개발한 도구를, 이광용(2004)이 수정 보완 

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영역에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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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광용 (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이다. 

 

4. 간호업무 성과 측정 도구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 17개 문항으로, 이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간호 

과정적용 4개 요인으로, 범주화한 도구로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 이다. 

 

D.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4월 6일에서 4월 17일까지 총 12일간에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은 연구자의 편의 추출 방법으로, 서울에 위치한 500병  

상 이상의 2개의 종합전문요양기관과 1개의 종합병원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대 

상 병원의 간호 교육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 병원의 연구 

승인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배부 방법은 간호부서의 방침에 따라 본 

연구자가 대상 병원 간호부 교육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연구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간호사를 선정해주도록 요청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에 대한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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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참여는 자의에 의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언제든지 불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 

는 경우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남겼다. 설문지 작성 전 간호사 

개인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위해 응답 후 설문지를 넣 

을 수 있는 회수 봉투를 제공하여 봉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3개의 병원에 총 4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453부로 회 

수율은 98%이었다. 그러나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정확 하거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438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E.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  

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직무 관련 사항, 일반간호사의 간호  

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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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임파워먼트가 매개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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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종교, 학력에 대해 조사 하였 

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438 

명 중 여성은 436명으로 99.5%, 남성은 2명으로 0.5%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 

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22세에서 56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9.2세로 

26-30세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5세가 28.8%, 31-35세가 

11.9%, 36-40세가 11.0%, 41세 이상이 5.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를 살펴 

보면 미혼이 68.3%, 기혼이 31.7%로 나타났으며, 종교 유무를 살펴 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가 53.5%로 나타났고, 없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는 기독교가 34.2%, 불교가 10.0%, 천주교가 9.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 

문학사 졸업자가 22.8%, 학사 졸업자가 17.4%, 대학원이상 졸업자가 3.2%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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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38) 

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여 성 436 99.5

 

 

 

성 별 

남 성 2 0.5  

 

20세-25세 126 28.8

 

29.22±5.64 

26세-30세 188 42.9  

31세-35세 52 11.9  

36세-40세 48 11.0  

 

연 령 

 

41세 이상 24 5.5  

 

미 혼 299 68.3
 

 

결혼 여부 

기 혼 139 31.7  

  

있 음 235 53.7
 

 

 

 

종 교 
없 음 203 46.3

 

전문대학졸업 248 56.6  

전문학사졸업* 100 22.8  

학사졸업 76 17.4  

 

최종 학력 

대학원이상졸업 

 

14 3.2
 

  * 전문학사졸업은 방송통신대학졸업, RN-BSN 과정, 학점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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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대상자 

전체 438명 중 현 근무 부서가 병동이 64.6%, 특수부서가 35.4%로 나타났다. 그 

중 특수부서는 중환자실이 17.4%, 수술실이 5.5%, 응급실이 4.8%, 외래가 4.1%, 

신장실이 2.5%, 신생아실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별 구분은 Benner(1984)의 경력단계 5단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문가 

단계를 제외한 초보 단계를 2년 미만, 상급 초보자 단계를 2-4년 미만, 유능한 

단계를 4-7년 미만, 숙련 단계를 7년 이상으로 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다.  

총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6개월에서 288개월의 범위에 있었으며, 총 근무경력 

평균은 6.6년이었고 그 중 7년 이상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년 미 

만이 23.3%, 4-7년 미만이 21.7%, 2년 미만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6개월에서 252개월의 범위에 있었으며, 현 직장 

근무경력의 평균은 6.4년 이었고 7년 이상이 3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년 미만이 24.2%, 4-7년 미만이 20.1%, 2년 미만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근무기간은 1개월에서 252개월의 범위에 있었으며, 

근무기간의 평균은 4.1년이었고, 2-4년 미만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미만이 26.5%, 4-7년 미만이 21.0%, 7년 이상이 19.9%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서 직원 구성수를 살펴보면 3명에서 39명의 범위에 있었으며, 직원 구성수의 

평균은 21.26명 이었고, 25명 이상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20명 

미만이 32.2%, 15명 미만이 17.4%, 20-25명 미만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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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 

                                                               (N=438) 

특 성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일반병동 283 64.6

 

  

현 근무부서 
특수부서 155 35.4  

 

2년 미만 65 14.8

 

6.63±5.42 

2-4년 미만 102 23.3  

4-7년 미만 95 21.7  

총 근무 경력 

7년 이상 176 40.2  

 

2년 미만 77 17.6

 

6.45±5.37 

2-4년 미만 106 24.2  

4-7년 미만 88 20.1  

현 직장 근무 경력 

7년 이상 167 38.1  

 

2년 미만 116 26.5

 

4.13±3.47 

2-4년 미만 143 32.6  

4-7년 미만 92 21.0  

현 부서 근무 경력 

7년 이상 87 19.9  

 

15명 미만 76 17.4

 

21.26±13.74 

15-20명 미만 141 32.2  

20-25명 미만 60 13.7  

현 부서 직원 

구성수 

25명 이상 161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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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의 인지 정도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칭 행동 인지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전체 코칭 행동 인지의 평균점수는 65점 만점에 42.95점으로 나타났으며, 

코칭 행동 요인 중 수행평가 점수가 10.34점, 평균평점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개발이 9.83점, 관계가 13.38점, 방향제시가 9.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전체 임파워먼트의 평균점수 

는 100점 만점에 67.99점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 요인 중 의미성이 18.61점, 

평균평점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이 17.34점, 자기 결정력이   

16.55점, 영향력이 15.4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 요인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전체 간호업무성과의 평균 

점수는 85점 만점에 62.79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업무성과 요인 중 업무수행능 

력이 26.90점, 평균평점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수행태도가 14.80 

점, 업무수준향상이 10.66점, 간호과정적용이 10.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의 전체 변수의 점수는 간호업무성과 

가 평균평점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임파워먼트가 평균평점 3.40점, 코 

칭 행동 인지가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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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인지 정도 

                                                              (N=438) 

  변 수 요인별 범 위 평 균 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방향제시 3-15 9.40 2.27 3.13±0.76 

개발 3-15 9.83 2.49 3.28±0.83 

수행평가 3-15 10.34 2.44 3.45±0.81 
코칭 행동 인지 

관계 4-20 13.38 3.21 3.34±0.80 

  계 13-65 42.95 9.27 3.30±0.71  

 

의미성 

 

5-25

 

18.61 

 

2.97 

 

3.72±0.59 

역량 5-25 17.34 2.93 3.47±0.59 

자기결정력 5-25 16.55 3.27 3.31±0.65 

임파워먼트 

영향력 5-25 15.49 3.45 3.10±0.69 

계  20-100 67.99 10.80 3.40±0.54  

 

업무수행능력 

 

7-35

 

26.90 

 

4.52 

 

3.84±0.65 

업무수행태도 4-20 14.80 2.49 3.70±0.62 

업무수준향상 3-15 10.66 2.02 3.55±0.67 

간호업무성과 

간호과정적용 3-15 10.44 2.10 3.48±0.70 

계  17-85 62.79 9.60 3.6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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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차이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칭 행동 인 

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 

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52.5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42.90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간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이 43.91점으로 높게, 미혼이 

42.49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결혼상태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종교에 따 

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가 43.91점 

으로 높게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42.7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41세 

이상이 47.6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세-35세인 경우가  

44.44점, 36세-40세인 경우가 42.83점, 20세-25세인 경우가 42.47점, 26세-30 

세인 경우가 42.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나이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학력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학력 

이 전문학사학위 졸업자인 경우가 44.77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사학위 졸업자가 42.55점, 전문대학 졸업자가 42.54점, 대학원이상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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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39.21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학력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차이 

(N=438) 

코칭 행동 인지 일반적 

특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F(p) 

 

여 성 

 

42.90 

 

9.23 

 

성 별 

남 성 52.50 17.67 

 

-1.464(.144) 

 

미 혼 

 

42.49 

 

8.38 

 

결혼상태 

기 혼 43.91 10.91 

 

-1.494(.136) 

 

있 음 

 

42.71 

 

9.725 

 

종 교 

없 음 43.21 8.718 

 

-0.559(.576) 

 

20세-25세 

 

42.47 

 

7.52 

26세-30세 42.28 8.22 

31세-35세 44.44 10.87 

36세-40세 42.83 12.79 

 

나 이 

41세 이상 47.63 12.04 

 

2.221(.066) 

 

전문대학졸업 

 

42.54 

 

8.63 

전문학사졸업 44.77 10.58 

학사졸업 42.55 8.40 

 

학 력 

대학원이상졸업 39.21 12.94 

 

2.27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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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차이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 

에는 현 부서 근무경력, 현부서 직원 구성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재 근무부서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특수부서가 43.7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병동이 42.50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근무부서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총 근무경력에 따른 간호관리자 

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4-7년 미만에서 43.76점으로 가장 높게, 

2-4년 미만에서 41.26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총 근무경력에 따른 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의 현 직장 근무경력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2년 미만에서 43.69점으로 가장 높게, 2-4년 미만에서 41.25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현 직장 근무경력에 따른 관 

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현 부서 근무 

경력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 보면, 2년 미만에서 

44.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년 미만에서 43.76점, 7년 이상에서 

42.92점, 2-4년 미만에서 40.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0). 응답자의 현 부서 직원 구성수에 따른 간호관리자 

의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서직원이 15명 미만인 경우가 43.95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20명 미만인 경우가 43.7점, 25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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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3.52점, 20-25명 미만인 경우가 38.4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표7＞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 차이 
(N=438) 

코칭 행동 인지 일반적 

특성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F(p)

 

일반 병동 

 

42.50 9.00

 

현 근무 

부서 특수 부서 43.75 9.70

-1.355(.176)

2년 미만 43.68 7.73

2년 - 4년 미만 41.26 7.75

4년 - 7년 미만 43.76 6.91

총 근무 

경력 

7년 이상 43.21 11.38

1.551(.201)

2년 미만 43.69 7.58

2년 - 4년 미만 41.25 7.81

4년 - 7년 미만 43.43 7.57

현 직장 

근무경력 

7년 이상 43.42 

1.574(.195)

2년 미만(a) 44.72 8.80

2년 - 4년 미만(d) 40.99 9.24

4년 - 7년 미만(b) 43.76 8.39

현 부서 

근무경력 

7년 이상(c) 42.92 10.29

3.854(.010)

a, b＞c, d*

15명 미만(a) 43.92 10.86

15 - 20명 미만(c) 43.67 9.25

20 - 25명 미만(d) 38.48 8.86

현부서 직원 

구성수 

25명 이상(b) 43.52 8.17

5.578(.001)

a, b,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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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정도 

와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코칭 행동 인지 

와 임파워먼트와는 r=.383(p=.00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코칭 행 

동 인지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는 r=.254(p=.00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코칭 행 

동 인지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  

성과는 r=.674(p=.00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간호사의 관리자에 대한 코칭 행동 인지가 높을수록 간호 

사의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며,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 

과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8＞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 

                                                          (N=438) 

 코칭 행동 인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임파워먼트 .383(p=.000)   

간호업무성과 .254(p=.000) .674(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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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와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 

역할 분석 

 

매개역할은 세 가지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다. 먼저 첫 단계에 

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 

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3단 

계에서보다 2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부분 매개 

효과, partial mediating), 특히, 3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표9＞에서와 같은 매개변수 입증 과정을 통해서 독립변수인 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와 종속변수인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 

을 하였다. 

 

＜표 9＞ 매개변수 효과 입증을 위한 유의경로 

①독립변수(X)  매개변수(Z) β₁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②독립변수(X) 
 

종속변수(Y) β₂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③독립변수(X) 

 

④매개변수(Z) 

 
종속변수(Y)

 

종속변수(Y)

β₃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β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β₃도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면, 

β₂와 비교하여 β₃가 반드시 β₂ 

보다 작아야 한다. 

β₁=①의 회귀 계수, β₂=②의 회귀계수, β₃=③의 회귀계수, β₄=④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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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칭 행동 인지가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면, 먼저 β₁이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14.7%의 설명력으로 유의하게(p=.000) 나타나고 

있으며, β₁=.3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p=.000)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β₂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6.5%의 설명력으로 유의하   

게(p=.000) 나타나고 있으며, β₂=.2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p=.000) 나 

타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β₃, β₄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는   

45.4%의 설명력으로 유의하게(p=.000) 나타나고 있다. 또한 β₃=-.00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β₄=.6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 나타났고, β₃ 

가 β₂보다 작게 나타나므로(β₂=.255, β₃=-.005) 세 번째 조건도 만족시켜 모  

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 

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회귀식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므  

로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코칭 행동 인지(X)와 간호업무성과(Y)에 대한 임파워먼트(Z)의 매개효과 

표준화 계수
 모형 

 
p 

매개조건 

충족 
F 값(p) R² 

1단계 β₁=.384 .000 O 75.437(.000) .147 

2단계 β₂=.255 .000 O 30.249(.000) .065 

독립 β₃=-.005 .902 × 

업무 

성과 3 

단

계 
매개 β₄=.676 .000 O 

180.802(.000) .454 

 

β₁: 1단계 코칭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β₂: 2단계 코칭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β₃: 3단계 코칭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β₄: 3단계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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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간호조직에서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임상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가 문헌에서와 같이 중요한 관계를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 

호단위 관리자의 인력관리에 있어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코칭 행동의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 그리고 코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 

 

일반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 수준은 총 65점 만점에 42.95점 이었   

으며 평균평점 3.30점(5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고, 하위특성의   

평균평점은 수행평가 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가 3.34점, 개발이 3.28점,   

방향제시가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 연구에서(최치영, 2003; 최은정, 2005) 

는 코칭 행동의 점수를 결과에서 제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평가와 관계가 평균점수보다 높았으며, 개발과 방향제시가 낮게 나온 것은   

간호라는 특성에서 임상실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대한 

인지는 높은 반면, 간호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미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자 코칭 행동의 인지가 낮은 것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코칭 행동 요인 

중 개발과 방향제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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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장래 비젼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칭 행동 인지는 대상자의 성별，종교, 결혼상태，나이，최종학력, 현 근무 부 

서별,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 부서 근무 

경력(F=3.854, p=.010), 부서 직원 구성수(F= 5.5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 한 차이를 보였다．  

 현 부서 근무경력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는 Benner(1984）의 경력 단계  

중 초보자 단계인 2년 미만에서 가장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한 단 

계인 4년-7년 미만에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처음 업무를 배우는 초보 

자 과정에서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한 단계는 실무중심의 역할에서 중간 관리자 단계로의 역할 변화 

의 시점에서 관리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 

사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독립적인 간호 

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간호관리자들에게 코칭 행동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현 부서 직원 구성수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는 부서 직원이 15명 미만 

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20명 미만인 경우, 25명 이상인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25명 미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구성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일정한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집단응집력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응답자의 근무부서 형 

태에 따른 구성원수의 범위가 3명에서 39명까지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근무 부서 직원의 구성원수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 정도의 차이 

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 된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자 코칭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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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 연구로는 최치영(2003)의 연구가 한편 있으며, 이 연구 에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여 설명 할 수는 

없다.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인지 수준은 총점 100점 만점에 67.99점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평점 3.40점(5점 척도)으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양길모, 1998; 장영애, 1999; 구옥희, 2000; 

김은실, 2001; 손보경, 2003)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위 특성의 평균 평점은 의미 

성이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이 3,47점, 자기결정력 3.31점, 영향 

력이 3.10점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손보경(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나타났으며, 이윤민(2006)의 연구에서도 영향력, 자기결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간호업무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인지가 높은 

반면, 병동 업무수행에 대한 자율적 결정력과 독립적 재량, 수행하는 일이 병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통제력은 낮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김은실, 

2001; 손보경, 2003). 그러므로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병동업무 수행의 방법이나 변경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와 병동 목표달성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결정력과 영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인지 수준은 총점 85점 만점에 62.7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69점(5점 척도)으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이는 정정희(2007)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3.23점으로 나온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임상경력이 본 연구에서는 7년 이상이 40.2%였으나, 정정희(2007)의 연 

구에서는 7년 이상이 34%로 상대적으로 적어 대상자의 평균 임상경력 차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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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임상경력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신영진, 2000; 서이아, 2002; 박지연, 2004; 심미영, 2004; 

고유경, 2006). 하위 특성의 평균평점은 업무 수행능력이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수행태도가 3.70점(5점 척도), 업무수준향상이 3.55 점, 간호과정 

적용이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간 

호과정적용의 문항내용을 보면,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을 정확 

히 수행한다.’와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고 우선 순위별 간호를 계획 

한다.’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는  

환자의 입원부터 간호과정의 계획과 수행, 퇴원 후 추후 관리와 자가간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치료의 연속선상에서 대상자 간호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 

요시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간호과정적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간호 

업무 시스템에 간호정보 조사지를 이용한 초기 간호사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환자의 간호문제목록을 만들어 간호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에 따른 간호를  

시행하며, 자가 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 시킬 수 있는 간호역량이  

되도록 자체적인 간호사 교육에 힘씀으로써 간호과정적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간호사가 인지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 정도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논의 

 

본 연구에서 일반 간호사가 인지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는 r=.383(p=.00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업무성과는 r=.254 

(p=.000)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의 관리자에 대한 코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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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아졌고,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으나, 코칭 행동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코칭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장 상사의 코칭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로 최치영(2003)은 코칭 행동 

의 네 가지 요인들 중 개발, 수행평가가 조직구성의 역량과 의욕(p<0.01, R²= 

0.37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량과 의욕은 직원 만족 

(p<0.001, R²= 0.516)에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일반 간호사가 인지하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조직 유효성에 중요 

한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최은정(2005)은 연구에서, 개발 코칭리더십이 판매직과 연구직 모두에 

서 자부심(p<0.01, R²=0.153, p<0.05, R²=0.102)과 자기 효능감(p<0.05, R²=0.079      

p<0.01, R²=0.14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 코칭리더십 

이 연구직에서 자기 효능감(p<0.01, R²=0.141)과 직무만족(p<0.01, R²=0.106)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난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김정식, 

서문교(2008)의 연구에서도 리더의 코칭 행위가 인지적 유연성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조직 관리에서   

코칭 행동이 조직 효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자의 인력관리 기술 

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는 r=.674(p=.000)로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이윤민(2006)의 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와 임파워먼트가 높은 순   

상관관계(p=.000, r=.539)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r=.674로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한 개념을 다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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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과 같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으나, 

측정하려는 개념이 명백히 다르며, 이미 각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이므로 변수에 대한 측정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는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온 본 

연구 결과는 전문가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임파 

워먼트의 지각이 간호사 스스로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조직 내로 그 힘을 확산해 

나감으로써, 태도와 행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에서의 무력감이나 소진 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간호업무수행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만든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 연구(김은실, 2001; 남경희, 2001; 박현희, 2005; 이윤민, 

2006)에서 근무 경력에 따라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의 간호업무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며, 경력이 낮은 간호사들에게 자율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관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코칭 행동을 통해 잠재적 

인 능력의 개발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능, 역량, 기술 등을   

향상시켜, 경력 단계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회와 부서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간호업무성과 향상과 이를 통한 병원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 간호사가 인지하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3단계 분석에서 F=180.802, p=.000, R²=.454로 완전 매 

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간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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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코칭 행동 인지 정도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관리자의 조직 관리라는 공유의 의미로 리더십유형에 따른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연구에서, 매개효과로 임파워먼트를 살펴보면, 임파워먼트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몰입(김관선, 2000), 간호업무성과(박원숙, 2002), 팀 효과성(정용수, 2007) 

조직 유효성(류재천, 2004)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 조직 문화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통한 임파워먼트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업무성과 향 

상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전통적인 관리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는 관리자와 수평적 관계속에서 지속 

적인 코칭 행동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의 개발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능, 역량, 기술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칭 행동은 최근 

병원경영에서 간호의 질적인 향상과 생산성 향상 활동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의 육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으로 

코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와 코칭 행동의 실무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실현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병원간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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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폭 

넓고 심층적인 실증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리자에 대한 행동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보완 

했다면 좀더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가 일반간호사가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 코칭 행동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조사이므로 관리자와의 개인적의 감정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의 측정도 간호사의 주관적인 인지를 측정한 

것으로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표본의 크기는 결과에 의미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선행연구자가 요인분석과 신뢰성 

과 타당성을 분석한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연구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 

다. 조사 대상 병원이 사립병원과 국립병원, 대학병원으로 다양하였으므로 병원 

별 특성과 간호조직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응답자의 영향력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병원 간호조직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관한 중요점을 시사하며, 간호사가 인지한 관리자  

코칭 행동과 간호조직의 유효성과 관련된 임파워먼트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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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의 중요성과, 코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간호행정 관리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1개의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경력 6개월 이상인 일반간호사 4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4월 6 

일 부터 4월 17일 까지 총 12일간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에 최치영(2003)이 개발한 

도구를,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5, 1996)가 개발한 도구를 이광용(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고유경, 이태화，임지영(200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적 통계,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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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간호사가 인지한 관리자의 코칭 행동 수준 총점은 65점 만점에 42.95 

±9.27점으로 나타났으며, 코칭 행동 요인 중 수행평가가 5점 척도 기준 평균평점  

3.45±0.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가 3.34±0.80점, 개발이 3.28±0.83 

점, 방향제시가 3.13±0.76점 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 총점은 100점 만점에 67.99±10.8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 순으로 나타났고,  

간호업무성과 수준 총점은 85점 만점에 62.79±9.6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에서는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업무수준향상, 간호과정적용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칭 행동 인지의 차이에서 성별, 결혼상태, 종 

교, 나이，최종학력, 현 근무 부서별, 총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 부서 근무경력(F=3.854, p=.010), 현 부서 직원 구성수 (F= 

5.57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코칭 행동 인지와 임파워먼트는 r=.383(p＝.000), 간호업무성과는 r=.254 

(p＝.000)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간호업 

무성과는 r=.674(p＝.000)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５. 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에 임파워먼 

트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면, 1, 2단계의 분석에서 매개 조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F=180.802, p=.000, R²=.454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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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가 독립에서 β₃=-.005, p=.902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매개에서 β₄=.676, p=.000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간호관리자 코칭 행동  

인지와 간호업무성과의 관계에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 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간호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는 이들 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결국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간호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코칭 행동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관리자의 

코칭 행동은 간호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으로 스스 

로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간호업무성과가 보다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코칭 행동은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간호 조직의 인력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코칭 행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간호 인력 관리를 통한 병원 조직의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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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일부 지역의 종합병원에 국한되어 표본의 대표성이 미 

약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른 병원 조직 및 간 

호사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직 유효성 변수는 일부이므로 간호조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조직유효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성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대상자 선정 시 근무 부서별 대상자 비율을 균등하게 하여, 근무 부서 

별 특성에 따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4. 일반간호사의 개인적 지각에 의해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을 측정한 것을   

객관화 시키기에 미약하므로, 간호관리자 자신이 지각하는 코칭 행동과, 일반 간 

호사가 지각하는 코칭 행동을 비교하고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 병원조직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들의 코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관리자 육성을 위한 코칭 행동과 코칭 

기술 향상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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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설문지 구성표 

  

구 분 구 성 요 인 설문번호 문항수 출 처 

방향제시 Ⅰ- 2, 4, 8 3 문항 

개 발 Ⅰ-3, 5, 9 3 문항 

수행평가 Ⅰ- 6, 7, 13 3 문항 

독립변수 코칭행동 

관 계 Ⅰ- 1,10,11,12 4 문항 

최치영 

(2003) 

업무수행능력 Ⅲ-1 ~ 7 7 문항 

업무수행태도 Ⅲ-8 ~ 11 4 문항 

업무수준향상 Ⅲ-12 ~ 14 3 문항 

종속변수 간호업무성과 

간호과정적용 Ⅲ-15 ~ 17 3 문항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 

(2007) 

의미성 Ⅱ-1,5,6,11,19 5 문항 

역량 Ⅱ-2,7,8,10,18 5 문항 

자기결정력 Ⅱ-3,13,14,15,17 5 문항 

매개변수 임파워먼트 

영향력 Ⅱ-4,9,12,16,20 5 문항 

Spreitzer 
(1995,1996)
를 이광용 
(2004)이  
수정 보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관련 특성 10 문항   

총 설문 문항수 60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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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관리와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일반간호사가 인지한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과 임파워먼트,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에 관한 어떠한 인적 사항이나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며, 간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위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에 동의합니다.   

2009년 4월     작성자 동의란                      (인) 

 

지도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 태 화 교수 

                      연 구 자 : 류 숙 영 올림 

                      연 락 처 : kongsuk35@hanmail.net. 

010-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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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조직내의 직속상사의 코칭 행동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직속상사의 행동을 염두에 주시고 해당란에 표시( V )를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상사가 아닌 동료처럼

나를 대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내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 

업무 목표를 스스로 세우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나의 발전을 위한 연수

교육(외부교육)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장래 비젼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활동에 대해

상세히 피드백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좀더 객관적 

으로 분명히 지적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에 대한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잘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수시로 격려하고 나를

자주 칭찬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를 정기적 

으로 공평하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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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항은 귀하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 V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거의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부서 업무수행 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미래의 나의 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무와 관련한 활동들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나의 역량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숙달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직무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나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들을 내가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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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업무상의 목표는 내 스스로 결정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우리 부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부서업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의 부서 목표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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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 문항은 귀하가 수행하는 간호업무 수행평가에 대한 설문                   

입니다. 해당란에 표기( V )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하여 오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투약 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교대 시간 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 인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간호기록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간호 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수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 

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부가적인 부서 업무에 솔선수범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구, 시설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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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사정 

을 정확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 

순위별 간호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간호를 위한

기술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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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기( V ) 

또는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1) 여성  □            (2) 남성   □ 

2. 연령                만            세 

 

3. 결혼상황   (1) 미혼 □        (2) 기혼 □        (3) 기타(이혼, 사별 포함) □ 

4. 종교      (1) 기독교 □         (2) 불교 □ 

             (3) 천주교 □        (4) 무교(기타 포함) □ 

5. 최종학력  (1) 전문대학 졸업 □  

 (2) 전문학사졸업( RN-BSN, 방통, 학점은행제 등) □ 

 (3) 학사 졸업 □ 

           (4) 대학원 이상 졸업 □ 

6. 현재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         과 )         수술실 □          응급실 □  

중환자실 □(         과)        신생아실 □          신장실 □ 

기    타 □(         과) 

7. 귀하의 간호사로서 총 근무경력은           년            개월 

8.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은?          년            개월  

9. 현 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은?                 년            개월 

10. 소속된 단위 병동내의 일반간호사수는?             명 

☆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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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Behaviors of Nursing 

Managers,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of Staff Nurses 
 

 

Ryu, Suk-Young 

Department of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Tae-Wha 

 

 

This descriptive study aims to improv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manager’s coaching behaviors and skill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taff nurses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managers’ coaching 

behaviors, and nurses'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The result of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effective management of nursing environment.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38 staff nurses with at least 6 months of 

job experience working at hospitals.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Data collection was done during 12 days from April 6 2009 to April 17.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One way-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12.0 

program. Result of the study was as follows.  

1. The mean of coaching behavior was 42.95± 9.27 with a range of 1- 65. 

The means of sub-domain of coaching behavior were 3.34±0.8 f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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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3.28± 0.83 for development domain, and 3.13±0.76 for the 

suggestion of future plan. 

2. The mean of empowerment was 67.99± 10.80 out of 100. In terms of sub-

domain, meaningfulness is the highest, followed by capability, self decision, 

and influence. The mean of job performance of nurses were 62.79±9.60 out of 

85. In terms of sub-domain, the mean of Job performance abili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attitude, improvement, and the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aching behavior in terms of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marital status, religion, age,  

education, total years of experience, except years of experiences at current 

department (F=3.854, p=.010) and the number of manpower in current 

department (F= 5.578, p=.001).  

4.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 manager’s coaching 

behavior and empowerment (r=.383, p＝.000), between nurse manager’s 

coaching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of nurse (r=.254, p＝.000), and 

empowerment and job performance of nurse( r=.674, p＝.000). 

５.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manager’s coaching behavior and job performance 

of nurse (β₄=.676, p=.000).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manager’s coaching 

behavior is essential to improve job performance of nurse by enhancing the 

quality of nursing and utilizing the work force efficiently. Accordingly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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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managers should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coaching behavior 

and adopt the concept actively, hospital will accomplish it’s goal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efficient nurse work fo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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