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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수술간호는 수술의 종류, 방법, 내용, 기구 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 확대

되어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간단한 업무로부터 매우 복잡한 업무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수행을 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책임을 정확하게 반 하고 간호사 훈련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간

호업무를 목록화하는 것이 어렵고 수술실 간호사들의 학습이 체계적이고 과학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술실은 특수 간호단위로서 수술실에서의 간호는 의도적이고 역동적

이며 전문적인 과정이므로 계획된 간호중재와 간호활동을 통해 수술환자에게 

과학적인 간호를 하여야 하며, 수술실 간호사의 책임은 편안한 수술실 환경을 

조성하여 수술환자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다(Gruendemann, 1987). 또한 수술

실 간호는 외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수행하는 기술적이고 행동적인 간호이며 간호사의 행동은 기계적이 

아니고 생각과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서 좋은 수술결과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조미자, 1993).

  송순덕(1993)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을 일반간호사의 자가 평가

와 수간호사의 평가를 비교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능력을 비교하여 연령과 

경력에 따라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보고하 으나, 이후 체계적인 수

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실무능력에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미정(2001)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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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실무능력과 관련요인 분석에서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향을 주는 관련요

인을 규명하 으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제외하 다. 장금성(2000)은 간호조직 

개발 및 간호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임상등급(clinical ladder)에 

따른 간호역량의 구체적 목록을 개발하 으나 이후 수술실 간호사들의 실무능

력 수준과 이에 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

았다.

  교육에서 실무능력이란 지식, 기술, 태도, 자아인지, 동기로 통합되어 있고, 

교육자들이 기대하는 교육과정의 최종산물로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경

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유경희 외, 2000). 사람들은 업무 경험을 쌓아가

면서 자신의 지배적인 성향을 발전시키며, 자아개념에 일관성을 가하려는 욕

구가 있어서 자신의 재능이나 욕구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조화된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장금성, 2001). 이러한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

는 주관적인 지각 또는 태도의 독특한 체계로서 개인의 지각적 장의 중심에 

위치하며,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미래의 성취에 대한 기대

수준을 결정하는 등 인간행동의 중요한 변인이다(김기정, 1984).

  임상간호사들에게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독자적으로 기능하며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이 필요로 되므로 간호교육자와 간호행정가는 간

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김보열, 1998; Del Beuno, et al., 1990; McGregor, 

1990; Neuman, 1970).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혁명을 유

도해 나가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간호가 수월성을 유지하며 보건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 조직체를 이끌어 가는 간호

행정가들의 장기적인 비젼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장금성, 

2001). 특히 간호행정가들은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간호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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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간호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간호실무의 기대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며, 간호부 조직을 이끌어 가는 간호행정가들에게는 간

호실무능력을 확인하는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 다. 이에 본 연구

자는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 수술실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수준을 조사하고,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과 자아개념, 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이 실무능력과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한다.

  3) 수술실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실무능력과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한다.  

  4)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사항이 실무능력과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한다.

  5)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정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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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간호실무능력(nursing competency¹) 

     

    ① 이론적 정의 : Benner(1984)는 돕는 역할, 교육과 지도, 진단과 감시기

능, 응급상황에서의 효율적 관리, 치료중재와 요법의 수행 및 감시, 간호의 질 

감시 및 보장, 조직적 역할 수행등의 7개 간호 역에서 수행하게 되는 31가지 

실무능력을 제시하 다. 장금성(2000)은 간호실무능력이란 간호사의 간호학적 

돌봄 지식이 통합적으로 발휘되는 실천능력을 의미한다고 하 다.    

    ②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Benner의 이론에 근거해 장금성(2000)이 

개발한 각 임상등급별 13가지 간호실무능력의 수준을 가리키는 행동지표를 4

점 척도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실무능력 수준이 높은 것이다. 

  

  2) 자아개념

    ① 이론적 정의 :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

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

1) 'competency'란 용어는 흔히 ‘능력’으로 번역․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능력

(ability)'과는 구분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competency'를 실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

력, 역량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용어사용의 혼동을 줄

이고자 ‘실무능력’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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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자아개념(self-concept)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②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이란 Rosenberg의 self-esteem 

측정도구를 이정연(198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

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3) 수간호사의 리더십

    ① 이론적 정의 :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부하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설정된 성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도록 부하들의 의

식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둘째, 조직을 위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뛰어넘도록 유도

하는 과정이다.

     셋째, 부하들의 상위수준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들 욕구를 활력화 시키

는 과정이다.  

Bass와 Avolio(1990)는 변혁적 리더십 요인을 카리스마, 감적 호소, 지적 자극, 개

별적 배려로 제시하 다. 

    ②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리더가 변화의 필요를 알아채고, 그 변

화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되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 다. Bass and 

Avolio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탁(1996)이 번역하여 사용하고, 김지양(2001)이 

어휘를 수정하여 이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리더십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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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고찰

1. 간호실무능력

  실무능력은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는 행위 언어로의 조작이 필요하며, 그러한 조작 때문에 업무수행(perf-

ormance)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다. While(1994)은 실무능력과 수행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한 결과 실무능력과 수행은 흔히 뚜렷한 구별 없이 혼동

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간호학생 교육이 양질의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실무능력보다는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수

행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하 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무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평가를 목적으

로 하 거나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평가에 초점을 두고 시도되었으며, 실무

능력의 범위가 전체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과 책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았

다(변 순, 1998; 엄 란 외, 1998; 유경희 외, 2000; Benner, 1982). 

  반면 간호행위 혹은 간호실무에 관한 분류를 보면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Benner(1984)는 간호실무 역을 돕는 역할, 교육과 지도 기

능, 진단과 감시 기능, 응급상황에서의 효율적 관리, 치료중재와 요법의 수행 

및 감시, 간호의 질 감시 및 보장, 조직적 역할 수행으로 구분하 다. 이병숙

(1983)은 간호업무를 환자 간호요구의 충족, 응급 상황시의 간호, 교육 및 대

인관계, 기록보고 및 의사소통, 물품 및 병동관리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 

등이라고 제시하 다. 

  서문자(1976)의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를 준비 간호업무, 수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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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조업무, 가사정돈 업무, 사무적 업무, 기타로 분류하 다. 수술실 간호업

무의 기능과 내용을 연구한 전혜련(1983)의 연구에서는 수술간호업무를 준비

업무(환자준비, 물품준비, 환경준비), 보조업무(팀과 자신, 수술참여, 환자보조, 

물품보조, 환경보조, 관찰 및 대기, 검사물 처치), 정돈업무(팀과 자신, 환자정

돈, 물품정돈 및 환경정돈), 사무업무(계수, 기록, 전달), 기타업무(휴식, 식사)

의 5개 역으로 분류하 다. 수술실 간호인력의 수요측정 및 간호제공량을 

분석한 윤계숙(1987)의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간호인력 업무 활동량을 

측정하는데, 미국의 수술실 간호사회에서 수술실 간호업무를 사정 및 평가업

무, 기능적 업무, 감독 및 감시업무, 환자 준비업무, 기타업무로 분류한 업무 

분류표를 사용하여 각각의 업무별 활동시간, 비율을 조사하 다. Davis(1987)

는 수술환자 중심으로 간호업무를 병동의 안전, 정책과 순서, 환자간호(수술전 

간호, 수술중 간호, 수술후 간호), 기타로 분류하 다. 김진순(1987)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활동과 업무동선 및 피로자각 증상에 관한 연구에서 미 공중위

생국의 분류를 참조하여 수술실 간호업무를 준비간호업무, 수술과정 보조업무, 

가사정돈업무, 사무적업무, 기타로 분류하여 기술 수준별로 분석하 다. 송순

덕(1993)은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를 수술실 안전, 수술실 방침과 순서(무균술, 

계수방법, 기록), 환자 간호(수술전 간호, 수술중 간호, 수술후 간호), 관리로 

나누어 정의하 다. 윤선옥(1999)의 연구에서는 수술간호행위를 사정 및 평가 

업무 역, 기술적 업무 역, 감독 및 감시업무 역, 환자준비 업무 역, 정돈 

및 관리업무 역, 기타업무 역의 6개 수술간호 역과 총 43개의 수술간호행

위요소로 분류하여 수술전 환자방문 교육과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정서지지 

등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이 수술실 간호사

의 전문직 간호업무 역이 매우 포괄적이고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인 간호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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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Gregor(1990)는 Benner의 기술습득 모형을 활용하여 각 수준별로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간호사들을 분류하 다.

Zhang, et al.(2001)은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상급의 전문적 실무를 

수행하는데 실무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효과적인 간호업무수행에 기여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실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간호사들을 면담한 결과 그

들의 성공사례로부터 나온 가장 빈도가 높았던 실무능력들은 대인이해(inter-

personal understanding), 조직몰입, 정보수집, 철저함, 설득력, 동정(compass- 

ion), 편안함(comforting), 비판적 사고, 자기조절, 반응(responsiveness)이라고 

하 다. Robinson and Barberis-Ryan(1995)은 실무능력을 기술적(technical) 

실무능력, 대인관계 실무능력, 비판적 사고 실무능력으로 나누고 각 실무능력

에서의 행위를 초보자에서부터 적임자(competent)까지 각 단계마다 각기 기술

하 다.

  장금성(2000)은 Benner(1984)의 31가지 실무능력과 Carper(1978)와 Chin &

Kramer(1995)의 4가지 간호지식 패턴, 지성애(1994)가 문헌분석을 통해 분류

한 간호의 본질적 속성을 종합하여 실무능력을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

적 실무능력군으로 나누었고, 각 임상등급별로 13개 실무능력의 수준을 가리

키는 행동지표를 종합하여 간호사가 경력시기별로 발휘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

대수준을 제시하 다. 그러나 장금성(2000)이 간호사 19명의 면담자료에 대한 

테마분석을 통해 4단계 임상등급별 실무능력의 수준을 적용해 본 결과 간호사

들의 경력시기별로 실무능력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사의 근무경

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모든 실무능력이 고르게 상위수준으로 발전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실무능력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 수행이 아

니라 실무 상황 속에서 개별적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믿음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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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수행능력과 관련요인(이미정, 

2001)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중환자 분야에서도 간호업무표준(장봉희, 

2000)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상등급별 간호역량 측정도구가 개발(박지은, 

2001) 된 바 있다.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과 수술간호 업무 분석이 연구․보고 되었고, 업무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실무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필요로 되는 실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2. 자아개념 

  심리학사전(1995)에서는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 능력 및 자질과 관련된 태

도, 판단, 가치의 총체라고 일컫고 있다. 또한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능력, 기

술, 용모, 사회적 인정도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 느낌 및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관계된 모든 것이며, 개인은 자기 능력에 대

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기를 의식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은 인성의 중심 역이 되는 

동시에 개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된다(정상현, 2003).

  김수지, 정금희, 한 숙(1996)은 개인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기간과 계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형성되지만 개인의 자아체계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즉,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면 생산적인 전문직 자아개념

이 생기게 되고,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면 전문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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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독립성이 저하된다고 하 다(송경애, 노춘희, 1996).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교교육과 보수교육, 결혼상태, 자녀의 수, 연령 등의 요인과 근

무부서,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정책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 등의 요인

에 의해 발달된다(Geiger and Davit, 1988).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 종

사자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태도 및 지각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간호전문직에도 적용된다(김명

희, 1985). 안인주(1990)도 직업만족정도에 따라 자아개념이 유의한 차이가 있

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간호전문직 태도가 긍정적이라 

하 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확고하면 간호사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

가 긍정적이 되며 전문직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요인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

발하므로써 양질의 간호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정 지, 1988; Leddy and

Pepper, 1985). 사람들은 업무경험을 쌓아가면서 자신의 지배적인 성향을 발전

시키며, 자아개념에 일관성을 가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자신의 재능이나 욕구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조화된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장금성, 2001).  

  이원희 등(199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과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이 되는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 측정에서 졸업간호사는 4학년보다 

각 역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

자들은 4학년 학생들의 경우 학생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임상실습의 내용

이 간호과정 중심으로 학생에게 많은 자율권이 주어짐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의 

여러 역들에 대한 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 다.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자아개념 또는 전문직 자아개념 등은 간호사의 업무수

행정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하고 실무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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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간호사의 리더십

  Yukl(1994)은 리더십에 대한 대표적 정의를 첫째,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개인의 행동, 둘째,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인간의 향

력, 셋째, 기대와 상호작용에서의 구조의 주도와 유지, 넷째, 조직의 일상적인 

명령에 대한 기계적인 순응을 넘어선 향력의 증대, 다섯째, 목표 달성을 위

해 조직된 집단의 활동에 향력을 미치는 과정, 여섯째, 집합적 노력을 끌어

내기 위한 목적을 부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 일곱째, 리더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질서에 효과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이

고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인식되는 사람이므로 리더십이란 질서에 

공헌을 하는 행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선 간호관리자인 수간호사의 리더십 능력은 간호사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

는데 향을 미치며(고명숙, 1998; 박성애, 1988), 수간호사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호조직의 건강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로 된다

(김화실, 1983; Duxbury, et al., 1984). 박성애, 윤순녕(1986)은 병원 간호조직

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에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상호작용, 

간호감독 이상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감독의 상호작용, 조직풍토 등의 요인을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관련있는 요인으로 선정하 으며, 박성애(1988)는 대

학 종합병원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단위내의 간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조직행위 변수 그리고 간호업무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여 수간호사의 권위 지향성 리더십이 높을수록 간

호업무 성과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업무수행,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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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자간호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에 반해 신유근(1979)은 한국기업의 전통문화적 특성과 조직유효

성에 대한 연구에서 권위지향성 리더십을 높게 행사할수록 조직유효성이 낮아

진다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주미경, 박성애(1986)는 대학병원 수간

호사 33명과 일반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간호사의 리더십에 대한 수

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지각정도와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권위지향성 리더십은 간호업무성과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 다.  

  이에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리더십이 간호

업무 효과성에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부하직원

들로 하여금 더 넓은 목적을 추구하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넓힘으로써 자신

들의 이해 관계를 집단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부하들의 동기 유발은 도전, 책임감, 성장 등에 가치를 두도

록 부하들의 욕구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간호행정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급변하는 환경을 통합하여 발전적이

고 혁신적인 자세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

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직에 몰입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실, 박현태, 1997; Kent, Johnson and Graber, 1996). 또한 조직구성

원이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

몰입, 업무성과, 조직효율성, 자율성 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강경희, 김정희, 2000).

  오늘날 조직에 있어서 관리활동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속에서 조직 성원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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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관리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조

직의 리더들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이 조직 목표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하고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간호사는 병원조직의 중간 계층의 행정관리자로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게되는 갈등, 소진증후 등을 이

해하고 간호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간호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특히 단위 병동으로서 일반병동보다 규모가 큰 수

술실을 관리하는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수술실이 긍정적 발전 방향으로 변화하

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수술실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실무능력과의 관

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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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000병상 이상의 1개 대학병원

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800병상 이상의 2개 대학병원 등 총 3개 병원에서 자료

를 수집하 다. 

  연구대상 간호사는 2003년 10월 현재 수술실에 재직하고 있는 책임간호사를 

포함한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다. 수간호사는 관리업무를 주로 하기 때

문에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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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간호실무능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장금성(2000)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경력 개발모형에서 4

단계 임상등급에 따른 13개의 실무능력에 대한 96개의 행동지표를 수정․보완

하여 실무능력 측정도구로 이용한 이미정(2001)의 도구(Cronbach's α=.953)를 

수술실 간호사에게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장금성(2000)의 13개 실무능력은 4개의 실무능력군으로 구분되는데 전문

성 개발력, 자원관리 능력, 병동업무 처리력은 과학적 실무능력군으로, 윤리적 

가치 지향성과 협력은 윤리적 실무능력군으로, 자신감, 자기조절능력, 유연성

은 인격적 실무능력군으로 구성되고, 환자이해능력, 환자지향성, 임상적판단과 

대처 능력, 향력, 타인육성 능력은 심미적 실무능력군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실무능력 측정도구 문항은 전문성 개발력 6문항, 자원관리 능력 4문항, 

병동 업무처리력 4문항, 윤리적 가치지향성 4문항, 협력 4문항,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 능력 5문항, 유연성 5문항, 환자이해 능력 4문항, 환자 지향성 6문항,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 4문항, 향력 5문항, 타인육성 능력 5문항으로 이루

어진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가끔 그렇

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언제나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부정문항에 대한 점수를 역으로 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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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self-esteem 측정도구를 이정연(1981)이 번역

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

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

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775 다.   

    

  3)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Bass and Avolio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탁(1996)이 번역하

여 사용하고 김지양(2001)이 어휘를 수정하여 이용한 도구(Cronbach's α=

.928)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개별적 배려 5문항, 지적자극 5문항, 

카리스마 5문항으로 총 1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 다. 점수가 높을

수록 변혁적 리더십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944 다.

4. 자료수집 절차 

  연구대상병원 간호부에 연구논문 자료수집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수술실 수간호사에게 자료수집 신청서를 보이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한 후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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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간호사가 인지하는 자신의 실무능력과 자아개념, 수간호사의 리더십

에 관해 응답하게 되어있어 비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응답한 설문지는 봉투에 

봉하여 회수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9일간 

이었으며, 95부를 배부하여 9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5.8 % 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전산통계 프로그램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

으며, 연구 내용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 다.

  1)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서술적 통계방법으로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

다.

  2) 대상자들의 실무능력, 자아개념, 리더십은 서술적 통계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3)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 다. 

  4) 수술실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 다.

  5) 수술실 간호사의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 고, 최종학력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6) 실무능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설명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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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연령,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 학

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표 1〉.

  총 대상자는 91명으로 연령은 평균 27.5세(최소 22세, 최대 40세) 다. 24∼

26세가 31.9％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이 27.5%, 27∼29세가 24.2%, 23세 이

하가 16.5% 으며, 65.9%가 미혼이었다.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과

정에 있거나 석사과정을 졸업한 간호사는 3명(3.3%)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5.4년(최소 7개월, 최대 16년)이었으며, 2∼4년이 34.1%

로 가장 많았고, 8년 이상이 31.9% 다. 수술실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5.3년

(최소 7개월, 최대 16년)이었으며, 2∼4년이 37.4%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실무능력 수준과 자아개념, 리더십의 정도

  13가지 간호실무능력을 4가지 실무능력군으로 구분하 으며 모두 최대 4점

에 대한 평점을 구하 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실무능력의 평점은 

2.61이었으며, 4가지 실무능력군의 평점은 인격적 실무능력군이 2.73, 윤리적 

실무능력군이 2.70, 과학적 실무능력군이 2.56, 심미적 실무능력군이 2.54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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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91)

특성 구분 실수(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 23세 이하 15 16.5  27.54±4.13(세)

24∼26세 29 31.9

27∼29 22 24.2

30세 이상 25 27.5

결혼상태 미혼 60 65.9 

기혼 30 33.0

기타  1  1.1

총 임상경력 1년이하 10 11.0  65.30±47.00(개월)

2∼4년 31 34.1

5∼7년 21 23.1

8년 이상 29 31.9

수술실 경력 1년이하 10 11.0  64.21±46.81(개월)

2∼4년 34 37.4

5∼7년 19 20.9

8년 이상 28 30.8

최종학력 3년제 대학 졸업 35 38.5

RN-BSN 재학  4  4.4

방송통신대 재학 15 16.5

RN-BSN 졸업  5  5.5

방송통신대 졸업 17 18.7

4년제 대학 졸업 12 13.2

석사과정 재학  2  2.2

석사과정 졸업  1  1.1



- 20 -

〈표 2〉 대상자의 실무능력 수준과 자아개념, 리더십의 정도 

                                                                (N=91) 

변수

  하부척도  
문항수 범위 평균평점±표준편차

실무능력 63 1.51 2.61±.35

  과학적 실무능력군 14 1.43 2.56±.32

    전문성 개발력 6 1.50 2.46±.40

    자원관리 능력 4 2.50 2.56±.53

    병동업무 처리력 4 2.50 2.70±.46

  윤리적 실무능력군 8 2.25 2.70±.46

    윤리적 가치지향성 4 2.75 2.59±.56

    협력 4 2.50 2.80±.51

  인격적 실무능력군 17 1.94 2.73±.37

    자신감 7 1.57 2.78±.40

    자기조절 능력 5 2.80 2.53±.45

    유연성 5 2.00 2.84±.46

  심미적 실무능력군 24 1.88 2.54±.43

    환자이해 능력 4 2.75 2.55±.54

    환자 지향성 6 2.33 2.52±.51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4 2.75 2.57±.61

    향력 5 2.00 2.62±.45

    타인육성 능력 5 2.60 2.43±.47

 

자아개념 10 1.70 3.18±.35

리더십 15 2.60 2.35±.49

    개별적 배려 5 3.00 2.32±.57

    지적자극 5 2.80 2.35±.48

    카리스마 5 2.40 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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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실무능력군에서는 병동업무 처리력이 평점 2.7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전문성 개발력이 평점 2.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성 개발력에 

관한 문항 중 ‘나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한다’가 평점 2.98로 가장 높았고, ‘나는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하며, 나만의 간호전문 역을 개발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점 2.05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 다. 자원관리 능력

에 관한 문항 중에서 부정문항인 ‘나는 병동 물품의 수량이나 기능을 점검할 

때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평점 3.08로 과학적 실무능력군 

전체 문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보 으며, ‘나는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물품관리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적용한다’는 평점 2.01로 과학적 실무능

력군 전체 문항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점을 보 다. 병동업무 처리력에 관한 

문항 중에서는 ‘나는 대체로 혼자서 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가 2.94

로 가장 높은 평점을 보 다〈부록 1〉.

  윤리적 실무능력군에서는 협력의 평점이 2.80, 윤리적 가치 지향성이 평점 

2.59로 나타났으며, ‘나는 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기 위해 수술실과 병원조직에 

건의하고 변화를 유도한다’가 1.95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 다〈부록 2〉.

  인격적 실무능력군에서는 유연성이 평점 2.84, 자신감이 평점 2.78, 자기조절 

능력이 평점 2.53이 다. 자신감에 관한 문항 중 ‘나는 자진해서 어려운 일을 

맡는다’가 평점 2.28, 자기조절 능력에 관한 문항 중 ‘나는 갈등상황에 건설적

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킨다’가 평점 2.48, ‘나는 유머감각을 유지한다’

가 평점 2.42로 나타났다〈부록 3〉.

  심미적 실무능력군에서는 향력이 평점 2.62,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이 

평점 2.57, 환자이해 능력이 평점 2.55, 환자지향성이 평점 2.52, 타인육성 능력

이 평점 2.4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13가지 실무능력 역 중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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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이었다〈부록 4〉.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리더십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자

아개념은 최대 4점에 대해 평점 3.18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96.7%가 ‘나는 쓸

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 으며,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

게 85.7%의 대상자가 응답하 다〈부록 5〉.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최대 4점에 대해 평점 2.35 으며, 리더십의 역별 평

점은 카리스마가 2.4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으며, 개별적 배려가 2.3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다〈부록 6〉.

3.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자아개념과 실무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자아개념과 총 실

무능력, 과학적 실무능력군, 윤리적 실무능력군, 인격적 실무능력군, 심미적 실

무능력군은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 자아개념과 13개 실무능

력 역들에서는 자원관리 능력, 병동업무 처리력, 협력, 자신감, 자기조절 능

력, 유연성, 환자 지향성,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p<.05)를 보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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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아개념,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N=91)

* p <.05   ** p <.01 

〈표 4〉 자아개념, 리더십과 실무능력 역과의 상관관계 

                                                               (N=91)

* p <.05   ** p <.01 

4.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리더십과 실무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리더십에 따른 총 실무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의 실무능력군 중에서는 심미적 실무능력군만이 리더십과 유의한 순상관관

계(p<.05)를 보 다. 리더십과 13개 실무능력 역들에서는 전문성 개발력, 자

기조절 능력, 환자이해 능력, 환자 지향성이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표 4〉. 

 관련요인

실무능력

과학적

능력군

윤리적

능력군

인격적 

능력군

심미적

능력군

총 

실무능력

 자아개념     .38**     .40**     .60**     .36**     .48**

 리더십     .16         .11     .14     .23*     .20

관련

요인

실무능력 역

전문성
자원

관리

업무

처리

윤리

가치
협력 자신감

자기

조절
유연성

환자

이해

 환자

지향성

판단과

 대처
향력

타인

육성

자아

개념
.14 .29** .42** .18 .52** .56** .37** .60** .21 .29** .39** .43** .17

리더십 .21* .02 .10 .11 .09 .09 .23* .06 .25* .22* .17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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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실무능력의 관계

  1)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연령과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은 총 실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

군과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실무능력군과 심미적 실무능력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

〈표 5〉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N=91)

* p <.05   ** p <.01 

일반적특성

실무능력

과학적

능력군

윤리적

능력군

인격적 

능력군

심미적 

능력군
총 실무능력

연령    .356**    .175    .175    .343**    .313**

총 임상경력    .362**    .145    .191    .334**    .310**

수술실 경력    .351**    .130    .178    .327**    .298**

학력   -.159   -.022   -.052    .03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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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력에 따른 총 실무능력의 차이

  최종학력은 RN-BSN 재학과 방송통신대 재학을 학사과정 재학군으로,  

RN-BSN졸업과 방송통신대 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과정 재학, 석사졸업 

이상을 학사졸업 이상군으로 재분류하여 3년제 졸업군, 학사과정 재학군, 학사

과정 졸업 이상군의 3개 군으로 분석하 다. 최종학력에 따른 총 실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 학력에 따른 총 실무능력의 차이

                                                                    (N=91)

구분 실수 총 실무능력
 F p

평균평점±표준편차

3년제 졸업 35 2.64±.34 .23 .79

학사과정 재학 19 2.57±.33

학사과정 졸업이상 37 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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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실무능력과 관련요인의 다중회귀분석

  실무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의 실무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수술실 간

호사의 일반적 사항에서 총 실무능력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자아개념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 자아개념을 다중회귀분석 하 을 때 다중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R=.577, F=10.70, p=.00), 실무능력 변이

의 총 3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B값은 .459(t=5.221, 

p=.000), 연령의 B값은 2.168E-02(t=1.105, p=.272), 총 임상경력의 B값은 

9.263E-03(t=1.056, p=.294), 수술실 경력의 B값은 -9.0E-03(t=-1.051, p=.296)

으로 독립변수 중 자아개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 고(B=.459, 

t=5.221), 연령,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 총 실무능력과 관련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 

                                                                (N=91)  

      

관련요인 B β t p

자아개념 .459      .465      5.221 .000

연령 2.168E-02      .257      1.105 .272

총 임상경력 9.263E-03     1.251      1.056 .294

수술실 경력 -9.0E-03    -1.209     -1.05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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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수술실 간호사들의 업무는 특성상 병동 간호사들의 업무와 구별되므로 전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부 조직에서는 수술실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은 수술실 자체 부서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임

상간호사들의 실무능력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의 실무능력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실무능력이 

수술실 간호사의 자아개념, 리더십, 일반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

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3개 대학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91명을 대상으로 하 다. 

1.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

  본 연구에서는 장금성(2000)이 개발한 각 임상등급별 13가지 간호실무능력 

역을 과학적 실무능력군, 윤리적 실무능력군, 인격적 실무능력군, 심미적 실

무능력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4가지 실무능력군은 총 실무 능력을 기준

으로 하여 차이를 보 는데 윤리적 실무능력군과 인격적 실무능력군은 평균 

이상을 보 고 과학적 실무능력군과 심미적 실무능력군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 다. 13가지 실무능력 역은 4가지 실무능력군에서 각 실무 역들의 평

점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각 실무능력 역들이 고르게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실무능력군이 가장 낮은 평점을 보 는데 이는 과학적 실무 능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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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은 평점을 보 다고 한 장금성(2000), 이미정(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심미적 실무능력군에서 환자이해 능력과 환자 지향성은 평

균이하의 평점을 보 다. 이는 정정숙(2002)의 수술간호업무 활동조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수술실 간호사들이 근무시간동안 환자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수술간호행위를 하는 시간이 평균 2.67분이고,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

호행위 시간은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이는 수술실 간호사의 일평균 간호활동 

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목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에 대한 실무능력 역은 

짧은 시간에 수술실 간호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변화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장금성(2000)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 향력 등의 수준은 

분명하게 발전하 지만 일부 다른 실무 능력들, 즉 타인육성 능력이나 전문성 

개발력, 윤리적 가치 지향성 등과 같은 실무능력들이 함께 폭넓게 발전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다. 이미정(2001)의 연구에서도 전문성 개발력

과 타인육성 능력이 가장 낮은 평점을 보 고 협력과 유연성이 가장 높은 평

점을 보 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성 개발력과 타인육성 능력이 가장 낮은 평

점을 보 고 협력과 유연성이 가장 높은 평점을 보 다. 

  이미정(2001)이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간호실무능력군의 13가지

실무능력 역 수준에 대해 수술실 간호사들의 실무능력 역 수준은 전문성 개

발력과 자신감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1가지 실

무능력 역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실무능력 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 다. 장금

성(2000)은 전문성 개발력의 정의를 ‘간호직무와 관련된 전반적 지식(기술포

함)에 숙달하는 일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용하고 전파하는 동

기가 포함된다’라고 하 다. 정정숙(2002)은 수술간호 업무를 사정 및 평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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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술적 업무, 감독 및 감시업무, 환자준비 업무, 정돈 및 관리업무, 기타업

무로 분류하 는데 그 중 기술적 업무가 273.70±54.58(분)으로 54.58%, 환자

준비업무가 24.80±35.34로 4.95%를 차지한다고 보고하 다. 기술적 업무와 환

자준비업무는 수술실 간호사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

으로 직접 간호라고 할 수 있다. 장현숙(1990)은 환자 분류군별 직접간호시간

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분류하여 보고하 는데, 2군환자(중등환자)를 기준으로 

하 을 때 내과계의 직접 간호시간은 258분, 외과계는 198분으로 수술실 간호

사의 직접 간호시간이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정숙(2002)이 분류한 기

술적 업무와 환자준비업무의 수술간호 행위 요소는 신규간호사가 수술실에 입

사하여 교육을 받고 경력간호사가 되어서는 숙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현

(1995)은 수술실 간호단위에서 전문직 실무와 근무실적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Edward(1973)는 수술실의 환자간호는 외과적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술적이고 행동적인 간호라고 하 으며, 윤계숙

(1987)은 수술실 간호사는 다양한 질병상태와 수술과정간의 상호관련성을 파

악한 후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 다. 선행연구에서 수술실간호사에

게 기술적인 업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술실간호사

의 전문성 개발력의 평점이 좀더 높게 나타난 이유라 할 수 있다.

2.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

다. 이미정(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같다. 이 현(1995)의 연구에서도 주임

간호사 이하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근무수행능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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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 서보경(1995)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는 순상

관관계를 가지므로 간호교육과 임상간호행정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을 하 다. 손은진(1996)

은 간호사의 자아개념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일수록 간호

전문직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 다.

  자아개념의 핵심은 자기자신을 보는 관점이다. 자기를 무능하고 가치없고 

불필요한 존재로 지각한다면 성취에 대한 욕구나 동기도 약하고 반대로 자기

를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로 지각한다면 긍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

이므로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본다. 수술실이라는 폐쇄된 조직내에서 수술간

호업무는 수술진행에 따라 계속되는 수술상황 관찰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대처를 요하는데 이는 수술실 간호사들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이 확고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는 조직 분

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미정(2001)

의 연구에서는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사의 실무능력간에 순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이 실무능력에 대해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이 간호생산성을 높

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정(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활동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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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한 임 이(1998)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간호사의 근무긴장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업무성과 

및 이직률에 향을 미치며(Sheridan, Vredenburgh, 1984), 집단 구성원 개개

인의 특성과 집단의 특성이 맞물려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 그 결과 개인의 

태도와 업무성과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Szilagyi, Waiiace, 1984). 수간

호사의 리더십은 일반간호사의 퍼스낼리티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망하고 이 때

의 실무능력을 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실무능력의 관계

  대상자의 연령은 실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고, 총 임상경력과 수술실 경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 이는 이미정(2001)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에 따른 총 실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미정(2001)의 연구에서 실무능력 평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 고, 총 

임상경력이 길수록 실무능력 평점이 높았고, 현 병동 근무기간이 길수록 실무

능력 평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 따라 실무능력이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최종학력이 실무능력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ner(1984)에 의하면 현병동 근무기간은 총 임상경력이 많아도 근무하는 

병동이 바뀌면 실무능력이 낮아진다고 하 는데 수술실 간호사는 총 임상경력

과 수술실경력의 기간이 비슷하여 총 임상경력과 수술실 경력이 모두 실무능

력과 순상관관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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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인 등(1997)은 간호업무수행은 간호사의 연령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간

호사의 연령이 많은 집단이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높고 연령이 제일 어린 

집단이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낮다고 하 다. 또한 간호업무수행의 효율성

은 근무경력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 총 근무경력, 현병원 근무경력, 현병동 

근무경력이 많은 간호사 집단일수록 간호업무수행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도 간호업무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보 다. 송순덕(1993)의 연구

에서도 수술실 간호사중 연령, 경력이 많은 집단의 업무 수행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수술실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은 연령별, 총 임상경력별, 수술실 경

력별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수술실 간호사들의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에는 차이가 거

의 없다. 정정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수술실 간호사들이 연령별로 담당하는 

업무 역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고하 다. 25∼30세의 간호사

는 기술적 업무 역에서 31∼40세의 간호사보다 더 많은 업무 시간을 담당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적 업무 역을 제외한 다른 업무 역에서는 31∼

40 세 간호사의 업무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경력에 따

른 업무와 실무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라 요구되는 실무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 33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자아개념,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며 직접 

수술업무에 참여하는 책임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년차의 간호사 91명이었고 자

료수집 기간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9일 간이었고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95부를 배부하여 9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5.8% 다.

  본 연구에서 실무능력은 장금성(2000)에 의해 개발된 실무능력에 관한 행동

지표를 이미정(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Cronbach's α=.922)를 수술실 간호

사에게 적절한 용어로 다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 으며, 13개 역의 실무

능력을 4개의 실무능력군으로 구분하 다. 자아개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

구를 이정연(1980)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Cronbach's α= .775)를 사

용하 으며, 리더십은 Bass and Avolio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탁(1996)이 번역, 

김지양(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Cronbach's α=.928)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0.0으로 전산처리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일반적 사

항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 으며 실무능력 수준과 자아개념, 

리더십의 정도는 평균을 구하 다.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 리더십과 실

무능력의 관계,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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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최종학력에 따른 총 실무능력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 다. 실무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7.5세 으며, 미혼이 65.9%, 총 임상경력은 평균

65.3개월, 수술실 경력은 64.2개월, 학력은 3년제 졸업이 59.3% 다.

  2) 실무능력은 최대 4점에 대해 총 실무능력 평점이 2.61로 나타났고 과학

적 실무 능력군이 평점 2.56, 윤리적 실무능력군이 평점 2.70, 인격적 실무능력

군이 평점 2.73, 심미적 실무능력군이 평점 2.54 다. 유연성이 평점 2.84, 협력

이 평점 2.80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인 실무능력이었으며, 전문성 개발력이 

2.46, 타인육성능력이 2.43으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인 실무능력이었다. 

  자아개념은 최대 4점에 대해 평점이 3.18로 나타났고, 리더십은 총 평점이 

2.35로 개별적 배려가 평점 2.32, 지적자극이 평점 2.35, 카리스마가 평점 2.40

으로 나타났다.

  3) 자아개념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실무능력군, 윤리적 실무능력군, 인격적 실무능

력군, 심미적 실무능력군은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다.  

  4) 리더십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실무능력의 관계는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p<.05)를 보 으며, 최종학력에 따

른 총 실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 자아개념을 다중회귀분석 하 을 때 다

중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R=.577, F=10.70, p=.00), 실무능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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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총 3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자아개념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하 고(B=.459, t=5.221), 연령, 총 임상경력, 수술실 경력

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행정 측면으로는 첫째, 구조적으로 폐쇄된 수술실 내에서 긴장된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

략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높은 실

무능력을 보유한 수술실 경력 간호사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 필요하다.

  간호연구 측면으로는 첫째, 수술간호 실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에 향을 주는 다른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간호교육 측면으로는 첫째,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에 따른 실무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실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

가 필요하다. 둘째, 수술실 간호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실무능력 표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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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과학적 실무능력군

                                                                        (N=91)

실무능력 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전문성 개발력

 나는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적용한다.

2.46±.40

2.69±.65

 나는 프리셉터와 선배간호사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2.55±.70

 나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배우  

 려고 노력한다.

2.98±.64

 나는 수술환자간호와 관련된 연구들을 읽고 수술간호에 활용한다. 2.22±.62

 나는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하며, 나만  

 의 간호전문 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2.35±.52

 나는 수술간호에 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수술실 내에서 새로운 간호  

 방법을 적용해보며 동료간호사들에게도 알린다.

2.05±.72

자원관리 능력

 나는 병동 물품의 수량이나 기능을 점검할 때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도움  

 이 필요하다.

2.56±.53

3.08±.72

 나는 수술실 물품의 수량이나 기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점검한다. 2.67±.72

 나는 수술에 사용하는 간호 및 의료용품에 생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  

 도록 건의한다.

2.46±.71

 나는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물품관리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적용한  

 다.

2.01±.76

병동업무 처리력

 나는 업무 처리에 시간은 걸리지만 끝까지 해내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  

 다.

2.70±.46

2.93±.73

 나는 대체로 혼자서 시간내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2.94±.62

 나는 업무 처리에 능숙하고 독자적이며, 효과적인 주변 자원의 활용으로   

 업무가 효율적이다.

2.62±.67

 나는 수술실 상황과 비용효과를 고려해서 업무개선 및 혁신방안을 제안하  

 고 시도하며, 업무처리가 매우 효율적이다.

2.29±.63

과학적 실무능력군 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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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윤리적 실무능력군

                                                                       (N=91)

실무능력 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윤리적 가치지향성 

 나는 모든 수술환자에게 일관성있게 간호를 제공한다.

2.59±.56

2.96±.71

 나는 환자의 입장을 옹호한다. 2.87±.70

 나는 환자의 가족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2.57±.78

 나는 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기 위해 수술실과 병원조직에 건의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1.95±.76

협력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다.

2.80±.51

3.07±.62

 나는 신규간호사를 도와주며 의료팀원과도 상호 협력한다, 2.93±.62

 나는 후배간호사를 지원하며 의료팀원과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77±.72

 나는 수술실내에 상호협력적인 기반 구성을 위해 건의하고 노력한다. 2.44±.63

윤리적 실무능력군 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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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인격적 실무능력군

                                                                       (N=91)

실무능력 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자신감

 나는 업무 수행이 미숙해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2.78±.40

3.21±.63

 나는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느낀다. 2.80±.61

 나는 업무에 익숙해 자신감을 느끼며 필요한 주장을 한다. 2.61±.61

 나는 나의 책임을 인정한다. 3.19±.61

 나는 자진해서 어려운 일을 맡는다. 2.28±.66

 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84±.66

 나는 간호직에 강한 애착을 갖고 만족한다. 2.61±.76

자기조절능력

 나는 근무 중에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충동적으로 대꾸  

 하지 않는다.

2.53±.45

2.62±.76

 나는 근무중에 감정을 조절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는  

 다.

2.64±.68

 나는 갈등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효과적으로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  

 리한다.

2.61±.70

 나는 갈등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킨다. 2.48±.58

 나는 유머감각을 유지한다. 2.42±.63

유연성

 나는 업무의 미숙함과 부담으로 융통성이 부족하다

2.84±.46

3.26±.67

 나는 일부 업무에는 어느정도 익숙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 2.77±.57

 나는 간호규정이나 절차를 비교적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2.73±.61

 나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2.81±.64

 나는 수술실이나 간호부의 변화에 즉각 자신을 적응시킨다 2.65±.61

인격적 실무능력군 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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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심미적 실무능력군

                                                                        (N=91)

실무능력 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환자이해 능력
 나는 환자가 말하는 요구를 경청하고 관심을 보인다.

2.55±.54

3.08±.63

 나는 환자가 속마음이나 감정까지 표현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2.47±.70

 나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요구까지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정서적 개입의 기술  
 을 활용한다.

2.35±.68

 나는 환자와 가족의 태도, 기분, 감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지각하고 정서적 및 대인  
 간 개입의 기술을 활용한다.

2.31±.65

환자지향성
 나는 적절한 시기에 기본적인 간호중재로 환자의 기본 요구는 해결한다.

2.52±.51

2.69±.57

 나는 비교적 복잡한 간호요구나 문제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한다. 2.60±.59

 나는 간호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적절하게 수술환자의 요구/문제를 해결한다. 2.63±.62

 나는 환자뿐 아니라 수술환자 가족의 상황/요구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  
 한다.

2.57±.78

 나는 수술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필요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다. 2.41±.74

 나는 수술환자와 가족의 간호문제나 요구에 대해 개별적인 간호 대안들을 마련하여  
 환자가 삶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갖도록 돕는다.

2.21±.67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나는 명백한 징후변화나 문제가 나타나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기대응을 한다.

2.57±.61

2.60±.69

 나는 발견된 징후나 문제 요소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하  

 고 조치를 취한다.

2.65±.68

 나는 확실한 진단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준비하여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조치를 취한다.

2.47±.74

 나는 간호문제와 요구들을 전체적인 유형으로 인식하고 조기에 문제의 핵심에 접근  
 하여 의사의 지원이 있기까지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2.53±.67

향력
 나는 근무중에 자신있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2.62±.45

3.19±.69

 나는 근무중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2.55±.63

 나는 능숙해진 간호기술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환자와 가족을 설득하고 개별    
 적인 대안들을 활용한다.

2.43±.68

 나는 의사로부터 적절한때에 적절한 응답을 얻어낸다. 2.79±.58

 나는 수술실 내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실천한다. 2.20±.63

타인육성능력
 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교육 혹은 상담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다.

2.43±.47

2.61±.72

 나는 환자나 동료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며 용기를 준다. 2.66±.65

 나는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한다. 2.50±.67

 나는 교육을 스스로 준비하여 실시한다. 2.19±.76

 나는 교육을 실시하여 타인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다. 2.18±.77

심미적 실무능력군 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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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자아개념의 각 문항별 실수와 백분율

                                                            (N=91)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

13

(14.3)

57

(62.6)

21

(23.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24

(26.4)

58

(63.7)

9

(9.9)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다. 
53

(58.2)

32

(35.2)

6

(6.6)
․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1

(1.1)

18

(19.8)

54

(59.3)

18

(19.8)

나는 자랑 할 것이 별로 없다.
39

(42.9)

44

(48.4)

8

(8.8)
․

나는 내 자신에 대해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13

(14.3)

62

(68.1)

16

(17.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
25

(27.5)

56

(61.5)

10

(11.0)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2.2)

33

(36.3)

43

(47.3)

13

(14.3)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

(81.3)

14

(15.4)

3

(3.3)
․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7

(73.6)

18

(19.8)

6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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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리더십의 각 문항별 실수와 백분율

                                                                        (N=91)

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개

별

적

배

려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

다

4

(4.4)
49(53.8)

33

(36.3)

5

(5.5)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의 경력관리를 세심하게 고려해 

준다.

6

(6.6)

48

(52.7)

32

(35.2))

5

(5.5)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

(8.8)

59

(64.8)

21

(23.1)

3

(3.3)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에도 깊은 관심

을 보인다.

11

(12.1)

45

(49.5)

32

(35.2)

3

(3.3)

나의 상사는 소외되는 부서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11

(12.1)

49

(53.8)

28

(30.8)

3

(3.3)

지

적

자

극

나의 상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도록 자극

을 준다.

3

(3.3)

55

(60.4)

31

(34.1)

2

(2.2)

나의 상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점을 제시해 준다.

3

(3.3)

49

(53.8)

38

(41.8)

1

(1.1)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

시하도록 격려해 준다

6

(6.6)

58

(63.7)

25

(27.5)

2

(2.2)

나의 상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자주 

요구하는 편이다.

5

(5.5)

52

(57.1)

32

(35.2)

2

(2.2)

나의 상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도록 

자극을 준다.

6

(6.6)

49

(53.8)

32

(35.2)

4

(4.4)

카

리

스

마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1

(1.1)

49

(53.8)

38

(41.8)

3

(3.3)

나의 상사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업에 열중

하도록 만든다.

6

(6.6)

41

(45.1)

42

(46.2)

2

(2.2)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따를 만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

7

(7.7)

43

(47.3)

39

(42.9)

2

(2.2)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성취의 표상이 되고 있다.
7

(7.7)

54

(59.3)

30

(33.0)

나의 상사와 알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

(6.6)

44

(48.4)

35

(38.5)

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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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설문지

설 문 지

 

                                                     秘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 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수술실 간호사의 실무능력(competency)과 관련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시간에 

   설문에 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연구자 : 이미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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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해당란에 “∨” 표시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연령 : 만         세

2.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총 임상근무 년 수 : 만           년             개월

4. 수술실에서의 근무 년 수 : 만           년             개월

5. 최종학력은?   ① 전문대(3년제) 졸업      ② RN-BSN 재학       

                 ③ 방송통신대 재학         ④ RN-BSN 졸업       

                 ⑤ 방송통신대 졸업         ⑥ 대학교(4년제) 졸업     

                 ⑦ 석사과정 재학           ⑧ 석사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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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간호사의 변화하는 실무능력에 대한 진술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태에   

  해당되는 칸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부정문항

내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럴다
1 2 3 4

 1. 나는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적용한  

    다.

 2. 나는 프리셉터와 선배간호사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3. 나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기  

    술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4. 나는 수술환자간호와 관련된 연구들을 읽고 수술간호에 활용한   

    다.

 5. 나는 간호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유지  

    하며, 나만의 간호전문 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나는 수술간호에 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수술실 내에서 새로  

    운 간호방법을 적용해보며 동료간호사들에게도 알린다.

*7. 나는 병동 물품의 수량이나 기능을 점검할 때 시간이 걸리고 약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8. 나는 수술실 물품의 수량이나 기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점검한  

   다.

 9. 나는 수술에 사용하는 간호 및 의료용품에 생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건의한다.

 10. 나는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물품관리의 대안들을 제시하  

    고 적용한다.

*11. 나는 업무 처리에 시간은 걸리지만 끝까지 해내며, 약간의 도움  

     이 필요하다.

 12. 나는 대체로 혼자서 시간내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13. 나는 업무 처리에 능숙하고 독자적이며, 효과적인 주변 자원의  

     활용으로 업무가 효율적이다.

 14. 나는 수술실 상황과 비용효과를 고려해서 업무개선 및 혁신방안  

    을 제안하고 시도하며, 업무처리가 매우 효율적이다.

 15. 나는 모든 수술환자에게 일관성있게 간호를 제공한다.

 16. 나는 환자의 입장을 옹호한다.

 17. 나는 환자의 가족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18. 나는 환자와 가족을 옹호하기 위해 수술실과 병원조직에 건의하  

    고 변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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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문항

내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럴다
1 2 3 4

 19.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완수할 수 있다.

 20. 나는 신규간호사를 도와주며 의료팀원과도 상호 협력한다,

 21. 나는 후배간호사를 지원하며 의료팀원과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한다.

 22. 나는 수술실내에 상호협력적인 기반 구성을 위해 건의하고 노력  

    한다.

*23. 나는 업무 수행이 미숙해서 부족하다고 느낀다.

 24. 나는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느낀다.

 25. 나는 업무에 익숙해 자신감을 느끼며 필요한 주장을 한다.

 26. 나는 나의 책임을 인정한다.

 27. 나는 자진해서 어려운 일을 맡는다.

 28. 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9. 나는 간호직에 강한 애착을 갖고 만족한다. 

 30. 나는 근무 중에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충동적  

     으로 대꾸하지 않는다.
 31. 나는 근무중에 감정을 조절하여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내보  

    이지 않는다.
 32. 나는 갈등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효과적으로 스스로의 스트  

    레스를 관리한다.

 33. 나는 갈등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진정시킨다.

 34. 나는 유머감각을 유지한다.

*35. 나는 업무의 미숙함과 부담으로 융통성이 부족하다

 36. 나는 일부 업무에는 어느정도 익숙해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

 37. 나는 간호규정이나 절차를 비교적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38. 나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39. 나는 수술실이나 간호부의 변화에 즉각 자신을 적응시킨다. 

 40. 나는 환자가 말하는 요구를 경청하고 관심을 보인다.

 41. 나는 환자가 속마음이나 감정까지 표현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42 나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요구까지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정서적 개입의 기술을 활용한다.

 43. 나는 환자와 가족의 태도, 기분, 감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지각하  

    고 정서적 및 대인간 개입의 기술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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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문항

내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언제나 

그럴다
1 2 3 4

 44. 나는 적절한 시기에 기본적인 간호중재로 환자의 기본 요구는

    해결한다.

 45. 나는 비교적 복잡한 간호요구나 문제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한다.

 46. 나는 간호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적절하게 수술환자의 요구/문

    제를 해결한다.

 47. 나는 환자뿐 아니라 수술환자 가족의 상황/요구에도 관심을 갖

     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8. 나는 수술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필요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

    한다.

 49. 나는 수술환자와 가족의 간호문제나 요구에 대해 개별적인 간호

    대안들을 마련하여 환자가 삶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갖도록 돕는다.

 50. 나는 명백한 징후변화나 문제가 나타나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  

    기대응을 한다.

 51. 나는 발견된 징후나 문제 요소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조치를 취한다.

 52. 나는 확실한 진단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  

    리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준비하여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하  

    고 대응조치를 취한다.

 53. 나는 간호문제와 요구들을 전체적인 유형으로 인식하고 조기에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의사의 지원이 있기까지 상황을 효과적  

    으로 관리한다.

*54. 나는 근무중에 자신있게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55. 나는 근무중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56. 나는 능숙해진 간호기술이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환자와 가족  

    을 설득하고 개별적인 대안들을 활용한다.

 57. 나는 의사로부터 적절한때에 적절한 응답을 얻어낸다.

 58. 나는 수술실 내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을 세워 실천한  

    다.

*59. 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교육 혹은 상담하고자 하  

    는 의도는 있다.

 60. 나는 환자나 동료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시하며 용  

    기를 준다.

 61. 나는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한다.

 62. 나는 교육을 스스로 준비하여 실시한다.

 63. 나는 교육을 실시하여 타인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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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아개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께서 자신에 대해 느껴지는 대  

   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칸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부정문항

▶ 다음은 귀하의 병동의 간호 리더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께서 느끼    

   시는 칸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럴다

1 2 3 4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다. 

 4.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 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

 2.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의 경력관리를 세심하게 고려해 준

   다.

 3.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 그것을 성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

 5. 나의 상사는 소외되는 부서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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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럴다

1 2 3 4

 6. 나의 상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도록 자극을

   준다.

 7. 나의 상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점을 제시해 준다.

 8.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

   하도록 격려해 준다. 

 9. 나의 상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자주 요

   구하는 편이다.

 10. 나의 상사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도록 자

    극을 준다.

 11.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12. 나의 상사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업에 열중

    하도록 만든다.

 13.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이 따를만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14. 나의 상사는 부서원들에게 성취의 표상이 되고 있다.

 15. 나의 상사와 알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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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adership 

and Competency in Operating Room Nurses 

                                 Lee, Me Hyeon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For effective in-service education, the operating room in nursing 

department must identify different nursing competencies and develop a 

systematic in-service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nursing competency for operating 

room nurses and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adership and 

competency.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which was done between 

October 23 and October 31, 2003. The respondents were 95 staff nurses 

including charge nurses employed in operating room of 3 hospitals. Two 

hospitals are located in Gyung gi Province and one in metropolitan Seoul.  

  Nursing competency was measured using the scale developed by Jang 

(2000) of behavioral indicators of 13 nursing competencies. Additions were 

made by Lee(2001). Self-esteem was measured using the self-esteem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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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senberg and the leadership of the head nurse as perceived by 

respondents was measured using the Trnsformational Leadership Scale by 

Bass and Avoli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s, mean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done with SPSS-W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total mean score for competency was 2.61 on a 4 scale. For the 

four competency groups on Jang's scale, the total means for each were as 

follows: scientific competency group, 2.56, ethical competency group, 2.70, 

personal competency group, 2.73, and esthetical competency group, 2.54. 

The individual competency item with the highest mean score was 

flexibility(mean=2.84) in personal nursing, followed by cooperation(mean= 

2.80) in ethical nursing. The lowest mean score for an individual item was

developing others in esthetical nursing at 2.43, followed by professional 

development power in scientific nursing at 2.46.

  2. The total mean score for self-concep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as follows: self-concept was 3.18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2.35 on a 4 scale.

  3.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ompetency.

  4.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no positively correlated to 

competency.

  5. Age, total clinical experience, and length of time on operating room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competency.

  6.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etency according to the 



- 58 -

educational background.

  7.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self-concept explained 33.2% 

of competency.

  In conclusion, self-esteem strongly influence competency in operating 

roon nurse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elf-esteem, individualized 

nursing management strategies and in-service education must be  

developed. Further, considering clinical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develop in-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experienced nurses.

Key words : nursing competency, self-esteem,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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