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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작년 이맘때 쯤, 한여름 밤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시작했던 학위논문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와 같이 여전히 뜨거운 밤을 지새우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볍고 시원합니다. 근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에 힘든 시

간들 잘 이겨 내고 학위논문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의 석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흔쾌히 논문 지도를 수락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이승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며 북돋아 주시고 진심어린 조언으로 일깨워 주신 교수님 덕분에 석사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큰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잊지 않고 보

답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부심을 수락해 주시고 심사 때마

다 장문의 글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며 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

언해 주신 최지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구 번역 과정에 있어 많은 도

움 주시고, 실무에서부터 연구까지 유익한 조언과 따뜻한 인사 건네주시며 늘 환한

미소로 응원해 주신 김필자 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현실적인 조언으로 힘든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던 김인숙

교수님, 퇴직으로 석사 과정 전체를 함께 할 순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학사지도를 통

해 교수님의 넓은 혜안과 통찰력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황하던 학부 시절 말썽쟁이를 관심으로 보

살펴 주시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던 김수 교수님, 10년 만에 학교에

돌아온 저를 마주칠 때마다 기특해 하시며 따뜻하게 반겨 주셔서 석사 과정 내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무지했던 저를 연구에 눈 뜨도록 해주신 김희정 교수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

다. 교수님 연구실에서의 뜻깊은 경험들이 저의 석사 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하였고,

교수님의 지도로 이룬 첫 학술지 논문 게재는 저를 학문적으로 보다 성장하게 하였습

니다. 연구의 즐거움과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잊지 않고 보

답하겠습니다. 공동저자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고일선 교수님

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호학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간호학

발전을 위해 늘 정진하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구개발에 도움 주시고 논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하여 따뜻한 조언과 관심 주

시며 응원해 주신 박소영 팀장님, 만삭의 몸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서류 검토하고

유익한 의견 제시해 주신 현수인 파트장님, 초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향숙 파트장님과 장연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신규

때부터 지금까지 친정 엄마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병원 생활에서 든든한 버팀

목이 되어 주신 최미옥 파트장님, 늘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며 현명한 조언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혜영 파트장님, 때로는 직설적이지만 현실적인 고민

들 큰언니처럼 잘 들어 주시고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해 주신 송현숙 파트장님, 모두

학위논문 진행에 도움 주시고 석사 과정 동안 늘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논문 진행에 도움 주신 것도 모자라 멀리서 왔다고 크게 반겨 주시며 응원해 주신

C 병원 간호국장님과 간호행정·교육팀장님, 그리고 연구 담당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논문에 관심 가져 주시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B 병원 간호국 선생

님과 파트장님들, 마지막으로 A 병원 간호국 선생님을 비롯하여 업무 가운데 설문 참

여를 위한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250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도구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 주셨던 병동 식구들과 김지해, 박서희 선생님, 그리

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오래된 선후배 간호사 친구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해 주시고 첫 국제 학회 등록과 참여라는 뜻깊은 경험을

함께 해주신 이수미 선생님과 동기생 황유경, 대학원 생활에 있어 유익한 조언과 함

께 늘 힘찬 응원의 메시지 전해 주셨던 홍소윤 선생님, 공동 연구 제안에 흔쾌히 참

여하여 조력해 주고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안팎으로 많은 도움 줬던 든든한 지원군

임사라, 힘들 때 쉬고 싶을 때 편안한 나무와 숲이 되어 준 후배 유연주, 간호관리를

함께 전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동기생 이유란, 김은재, 박선정 선생님, 대

학원 과정 동안 모든 정보들 함께 공유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석사 동기들, 모

두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묻고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 주시고 지

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항암으로 심신이 힘든 와중에도 공부하는 며느리 물심양면으

로 지원해 주시고 힘내라 응원해 주신 아버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은 많

고 체력은 약한 아내 만나서 참 고생이 많은 사랑하는 내 남편 장동녘, 당신이 있었

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0년 6월

이 진 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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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간호인적자원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 상관관계 연구이

다. 연구 대상은 서울·강원 소재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250

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임상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

는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및 대상 병원의 

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총 59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12

월 3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한국어 번안은 WHO 번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순번역과 역번역, 전문가검토, 예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최종 완성하였다. 완성된 최종 도구는 AMOS version 26.0

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내적 일관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5.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

준편차 도출,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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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평균 3.02±0.50점으로, 기타 외래/검사실 및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병동 

및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평균 3.38±0.53점으로, 기혼 및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지각

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미혼 및 무교인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평균 3.20±0.46점으로, 내재적 만족이 외재

적 만족보다 더 높았으며 석사 이상의 직무만족도가 전문학사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들과,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15~0.46)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정보, 자원

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0.35~0.39), 그 외 나머지 구조적·심리

적 임파워먼트 하위 요인들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r=0.46~0.63)

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3. 내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은 37% (F=13.805, 

p<.001),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조합의 설명력은 61% (F=32.534, 

p<.001)였다. 내재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심리적 임파워먼트(β

=.55, p<.001), 기회(β=.20, p<.00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외재적 만

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은 37% (F=13.828, p<.001), 구조

적·심리적 임파워먼트 조합의 설명력은 42% (F=15.056, p<.001)였다. 외

재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공식적 파워(β=.30, p<.001), 심리적 임

파워먼트(β=.25, p<.001)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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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모두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적 임파워먼트 하위요

인 중 ‘기회’는 내재적 만족에 대하여, ‘공식적 파워’는 외재적 만족에 

대하여 각각 강력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임상간호사의 

내재적·외재적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기회’

와 ‘공식적 파워’증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무 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직 내 공식적 

지위 확립과 그에 따른 권한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마련이 필

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간호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더불어 다양한 구조적 임파워먼트 강

화 방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시적인 간호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

의 구조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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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관련 법제가 강화되고 환자중심케어로 의료 패

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전문화된 간호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더불어 치열한 의료 경쟁과 다인실 확대 정책으로 인한 병상 증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실시는 전문 간호 수요의 양적·질적 증가를 

초래하여 병원 간호사의 업무 과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2019; 

김남순 외, 2017; 박병태, 2017). 또한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 공백

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관련 법적 장치의 부재 

하에 모호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임상간호사의 혼란과 역할갈등 및 불만족을 

양산하고 있다(이경옥 & 장금성, 2018; 장태운 & 최은정, 2016). 

  이 가운데 국내 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2015년 12.4%, 2017년 13.9%에서 

2018년 15.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병원간호사회, 2020; 2019; 2017), 

이직의도는 70~90%에 육박하여(고해진 & 김정희, 2016; 이미애 외, 2015) 남

아 있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사기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병원간호사회, 

2018). 이는 곧 간호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병원조직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

질 수 있어 숙련된 간호사 보유와 이직률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

성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직무만족은 업무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써(Lu et al., 2019), 구

성원의 사기 증진을 통한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latis et al., 2015). 병원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문헌

고찰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직무조건 및 환경,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직무 내용 및 인식, 전문직업성 등의 다양한 조직 관련 요인들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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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다(Lu et al., 2019).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

한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조직몰입, 재직의도와 같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므로

(Diling-Ruiz et al., 2018) 환자 간호의 질과 병원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조직 차원의 간호사 직무만족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캐나다에서는 일찍이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임상 현

장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급격한 직무만족 감소와 이직의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고하며, 조직 내 임파워먼트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Baumann et al., 2001). 미국의 한 마그넷병원(Magnet hospital)에서도 구

조적 임파워먼트 센터(Structural Empowerment Center)를 통해 간호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전문적 발전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바 있다(Tinkham, 2013). 이와 함께 국내외 많은 간호

조직에서도 구성원의 무력감 해소 및 사기 증진을 통한 직무만족과 조직효과

성 향상의 전략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Zhang 

et al., 2018; Goedhart et al., 2017).  

  임파워먼트는 ‘어떠한 행위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의 파워

(power), 권리(right), 권한(authority) 등을 증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

태’로 정의되며(Merriam-Webster Online, 2019), 적용 대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간호조직에서 임파워먼트란, ‘간호사 개개인

의 역량이 업무 상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지적, 구조적 환경을 조성함으

로써 간호사의 직무동기 및 내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오

은희 & 정복례, 2011; 유순옥 외, 2006). 간호조직 내 임파워먼트를 처음 연

구한 Chandler (1986)는 파워(power)의 결핍과 직위의 무력함이 간호사들을 

사기 저하와 무력감, 의존성, 좌절에 이르게 한다고 밝히며 간호업무 환경에

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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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직 내 임파워먼트는 주로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Kanter (1977)의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파워(지지, 정보, 자원)’에 대

한 구성원의 접근성이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

다.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기회(opportunity), 지지(support), 정

보(information), 자원(resource), 공식적 파워, 비공식적 파워와 같은 구조

적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들 요인이 결핍된 구성원은 무력감을 느끼며 직무만

족도와 조직효과성이 저하된다(Kanter, 1979). Spreitzer (1995)의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개인의 내적·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동기부여적 개념으로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내적 동기가 증가된 상태’로 정의된다.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의미성(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의 4가지 심리 차원을 통해 형성되며, 

구성원의 자기효능과 혁신 성향을 촉진시킴으로써 직무만족과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킨다(Spreitzer, 1995).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간 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들로부터 지지되어 온 가운데(이은순 & 류시

원, 2017; Ouyang et al., 2015), 캐나다 Western Ontario 대학의 임파워먼트 

연구팀(Laschinger et al., 2001)은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Kanter 

(1977)의 이론을 확장한 새로운 임파워먼트 모델을 제시했다. 구조적 임파워

먼트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선행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조직효과성에 관여한

다는 이 개념적 모델(Laschinger et al., 2001)은 다양한 임상 환경과 사회문

화적 배경 하에 반복 검증되어 왔다. 간호업무환경에서의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에 관한 Cicolini 등(2014)의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행연

구 결과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조합이 직무만족과 같은 조직효과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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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구설계 및 기간의 차이(Laschinget et al., 2004), 문화적 배경의 

차이(Ahmad & Oranye, 2010), 함께 관여한 다른 변수의 차이(Smith et al., 

2010), 일반적 특성의 차이(Zhang et al., 2018) 등에 따라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간 상관관계의 정도와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양한 맥락에서의 임파워먼트 간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보강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두 유형의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

가 부재한 실정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두 임파워먼트의 각기 독립적 영향의 

정도와 상호관련성에 대한 국내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업무 환경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사하고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임파워먼트 연구에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인 간호업무 환경 조성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

무만족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간호 

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간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3)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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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구조적 임파워먼트 (Structural empowerment)

§ 이론적 정의: 구조적 임파워먼트란, ‘구성원들이 상호 관계하는 과정  

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존중, 지지, 격려함으로써 

타인의 파워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과정’을 뜻하며, 업무환경에서 구성원이 기회

(opportunity), 정보(information), 지지(support), 자

원(resource)에 접근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Kanter, 

1979).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 

4가지 구성 요인의 접근력은 공식적 파워(formal power)

와 비공식적 파워(informal power)로부터 획득 가능하

다.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구조적 임파워먼트란, Laschinger 등(2001)

의 CWEQⅡ (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를 본 연구에서 국내 병원 환경에 맞춰 번

안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CWEQⅡ는 Kanter 

(1977)의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Structural theory of 

power in organizations)을 기반으로 Chandler (1986)가 

개발한 CWEQ를 Laschinger 등(2001)이 2차례 개정하여 완

성한 척도로, ‘기회’, ‘정보’, ‘지지’, ‘자

원’,‘공식적 권한’, ‘비공식적 권한’, ‘글로벌 임

파워먼트(Global empowermetn; GE)’의 지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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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리적 임파워먼트 (Psychological empowerment)

§ 이론적 정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업무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증가된 상태’로,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해 가지

는 의미성(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의 4가지 인지과정

을 통해서 구체화된다(Spreitzer, 199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Spreitzer (1995)의 

PEI (Psychological  Empowerment Instrument)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따라 국내 병원 환경에 맞춰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

성’, ‘영향력’의 지표를 포함한다. 

  3)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 이론적 정의: Herzberg (1968)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충족될 때 개인의 

만족을 가져오는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외재적 만족(extrinsic satisfaction)

으로 구분된다. ‘내재적 만족’은 직무의 난이도, 도전

감, 업무의 중요성 및 다양성과 같은 직무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서 성취되는 만족감을 뜻하며, ‘외재적 만족’은 

임금, 보상, 복리후생, 업무환경 등 직무 수행의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보상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Herzberg, 1968).  



- 7 -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이란, Minnesota 직업심리 연구소에

서 Weiss 등(1967)에 의해 개발된 20문항의 단축형 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춰 국내 병원 환경에 맞춰 번안한 18문항의 도구

로 측정한 값을 말하며,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

족’의 지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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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임파워먼트는 사회학자들이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민주적 

권리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파워(power)의 증진 과정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개

념으로, 시민 권리운동, 흑인 저항운동, 노조활동, 여성해방 운동과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Vogt, 1990). 이후 임파워먼트는 교육학, 보건학, 정치학, 경

영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면서(구옥희, 

1998) 적용 대상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문명자, 2003). 이에 따라 임파워먼트는 접근 방식과 대상에 따라 다층적으

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어(원희정 & 박경옥, 2016) 그 의미를 단순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간호조직에서의 임파워먼트는 인력 부족 문제와 높은 이직률 및 피지배 집

단행동, 소극적 침묵 반응, 부정적 간호 이미지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개

선하는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Chandler, 1991).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져 임파워먼트가 간호실무의 주요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간호 관리 과정에

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Havens & Mills, 1992). 또한 간호사에게 보다 많

은 역할과 책임을 위임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직무 동기와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통하며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널

리 인정되고 있다(구옥희, 1998). 

  간호연구에서의 임파워먼트는 간호업무 환경과 임파워먼트 및 무력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Chandler (1986)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내

에서 임파워먼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시작되었으며, 초기의 개념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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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순, 1991; 1992; 한명수, 1996; 구옥희, 1998; 나정순, 2003)로 시작되

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이론 검증 연구(양길모, 1999; 이혜경, 

2001)를 거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임파워먼트와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Chandler (1991)는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가 급성기 치료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 자기결정성을 갖고 치료에 

필요한 간호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 권한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 인구 대비 부족

한 의료인력으로 인하여 비용효과적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간

호사의 파워(power)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무시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및 감염관리 강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Chandler (1991)의 이러한 관점은 급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조직에 임상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통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Chandler (1991)에 의하면, 임파워된(empowering) 간호사는 조직의 목표달

성을 위해 몰입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며, 직무 관련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자율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임파워먼트와 관련 변

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최근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

전문직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통한 간호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유용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파워먼트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간호학에서는 

주로 Kanter (1977)의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Spreitzer (1995)의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조직적 

측면인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적 측면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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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조적 임파워먼트 (Structural empowerment)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의 파워 구조에 대한 접근력을 조직 차원에서 

강화하여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킨다는 개념이다. Kanter (1984; 1987)

는 조직 내 특정 사회적 범주(여성 대 남성, 또는 흑인 대 백인 등)의 비율에 

따라 소수 그룹의 행동 양식이 달라짐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직 내 구조적 문

제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의 해소와 여성 근로자의 파워(power) 획득을 위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편향된 그룹에서의 소수그룹은 

직위에 비해 의사결정 등의 참여 기회가 적고, 해당 직위에서의 임기가 지나

도 유임되는 등 무력감(powerless)을 나타내곤 하는데, Kanter (1987)는 이러

한 특성이 개인의 특질적인 면에 기인하다기 보다 이들이 그룹 내 ‘주류

(majority)’가 될 수 없는 조직구조 상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Kanter (1977)는 조직 내 자원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지지력 정도를 파

워(power)로 정의하고, 획득 여부에 따라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정도가 결정된

다고 했다. 조직 내 구성원이 파워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은 ‘기회’, 

‘지지’, ‘정보’, ‘자원’, ‘공식적 파워’, ‘비공식적 파워’로, 이들 

요인이 결핍되면 구성원은 무력감을 느끼고 소진에 민감해지며 직무만족도와 

조직효과성이 저하된다(Kanter, 1979). 각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Kanter (1977)에 의하면 지지,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큰 구성원은 정보화된 의사결정을 보다 빠르게 함으로써 과업을 원활하게 수

행하게 되며, 개인의 파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생산성

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지지,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확장될수

록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잘 되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간 협력이 활

성화되어 위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써 점차 더 많은 기회가 생성됨으로써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의 성장이 촉진된다(Kanter,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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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dler (1991)는 Kanter (1977)의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환경이 간호

사들을 임파워링(empowering) 하는지 분석한 결과 지지, 기회, 정보 등의 업

무 환경적 요인들이 효율적 업무 수행의 주요인임을 밝히며 파워의 공유와 위

임을 통한 임파워먼트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Kanter (1977)의 이론

Table 1. Components of structural empowerment (Kanter, 1977)

Components Contents

파워

구조

접근성

기회

구조
기회

§ 현 지위에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

§ 승진 및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 직무조건과 관련됨

파워

구조

정보
§ 자신의 지위 내에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술적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지지

§ 조직 내 상사, 동료, 부하로부터 받는 피드백 또는 지

도, 칭찬, 격려

§ 자신의 직무에 대한 판단의 기회

§ 조직 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상호작용

자원
§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 물품, 장비 등 

§ 물적 자원 및 시간과 인적 자원 포함

체계적 

파워

요인

공식적 파워 § 조직 내 공식적 지위에 따른 직무활동과 관련됨

융통성 § 융통성, 창조적, 적극성이 요구되는 직무

가시성 § 위험의 감수, 혁신적 행동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직무

중심성 §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되는 핵심적 직무 활동

비공식적 파워 § 조직 내 개인의 관계망과 관련됨

조직

내부
§ 후원자, 동료, 부하직원, 타 부서와의 관계

조직

외부
§ 조직 외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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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검증연구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임파워먼트 연구가 처음 시작된 1991

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편의 구조적 임파워먼트 연구가 수행되어 국내 임파

워먼트 연구 전체 66편 중 31.8%를 차지했다. 이 중 제목이나 본문에 ‘구조

적 임파워먼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는 총 2편(이은순 & 류시원, 2017; 

이혜경, 2001)으로, 그 외 대부분의 연구가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편의 국내 구조적 임파워먼트 문헌에서 다룬 연구 대상은 간호사(직

위, 부서 구분 없이)가 13편(61.9%)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간호사가 2

편, 신규,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아동간호사가 각각 1편씩, 그리고 간

호관리자가 1편이었다. 대상자 수는 대다수의 연구가 300∼500명 규모로 수행

되었고, 측정 도구는 CWEQ (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

를 각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 

측정된 관련 변수로는 직무만족이 9편(24.8%)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성과 및 

생산성이 총 5편(21.8%),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잔류의도가 각각 4편씩

(19.0%),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3편(14.2%)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자

아존중감, 자아성취감, 감염관리, 업무수행, 감정노동, 소진, 공감리더십, 셀

프리더십, 간호조직문화가 각각 2편씩이었으며, 사회적지지, 내부마케팅, 조

직공정성, 파트너십이 각각 1편씩으로 확인되었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 (Psychological Empowerment)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내적 자원 및 심리적 자산을 임파워먼트의 주 

원동력으로 보고, 과업 발전과 관련된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정

은영, 2013). 임파워먼트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체계화한 Cong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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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ungo (1988)는 임파워먼트를 크게 관계적 개념과 동기부여적 개념으로 구

분하고, 통제를 전제로 하는 관리자와 구성원 사이에서 파워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무기력의 발생 요건을 제거

하여 구성원의 자기효능을 고취시키는 과정’으로, 의미성(meaning), 과업자

신감(competence), 자기결정감(self-determinant), 영향력(impact)의 다차원

적 개념으로 구성된다(Conger & Kanungo, 1988). 이와 같은 맥락으로 Thomas

와 Velthouse (1990)는 임파워먼트를 의미(meaningfulness), 선택(choice), 

역량(competence), 효과(impact)의 ‘4가지 지각을 통해 증진되는 내재적 동

기부여’로 보고, 주관적 차원에서 개인이 이를 인식하고 형성하는 과정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Spreitzer (1995)는 앞선 Conger와 Kanungo (1988) 및 Thomas와 Velthouse 

(1990)의 개념적 기반을 토대로 다차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론을 정립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형성되는 개인 차원의 인지 과정을 개념화했다. 

Spreitzer (1995)에 따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과업에 대하여 개

인이 가지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4가지 인

지과정에 의해 형성되며, 외부 요인인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 

‘자아존중감’,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상’에 의해 영향 받는다. 

Spreitzer (1996)는 이후 모형 검증 연구를 통해 조직의 목표가 분명할수록, 

중간관리자의 통제 범위가 넓을수록, 사회정치적 지지가 많을수록, 정보에 대

한 접근이 용이할수록, 조직구성원의 창조적, 자율적 가치가 선호될수록 구성

원의 임파워먼트가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Conger와 Kanungo (1988), 

Thomas와 Velthouse (1990), Spreiter (1995)가 제시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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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간호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함께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에 대한 국외 초기 연구들에 의하

면(Bishop et al., 2000; Spreitzer et al, 1997)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구성

원들은 상호 간 긍정적 태도와 신뢰가 형성되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가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꾸

준히 검증 및 지지되어 왔다(권상민 & 권말숙, 2019; Fan et al., 2016). 국

내 심리적 임파워먼트 연구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구조적 임파워먼

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

Table 2. Componen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uthors Components Definition

Conger &  
 Kanungo
 (1988)

의미성
자신의 업무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

자기

결정감
자신의 업무를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과업

자신감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영향력 전략, 행정, 경영상의 결과물에 영향 미치는 정도

Thomas &
 Velthouse
 (1990) 

의미 일에 대한 개인의 이상이나 목표와 같은 가치에 대한 
판단 

선택 개인의 직무 활동에 대한 인과적 책임

역량 직무 수행에 있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효과 구성원이 직무 활동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

Spreitzer   
  (1995)

의미성 개인의 신념과 조직의 직무 목표가 일치하는 정도

역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 확신, 자기효능

감

자기

결정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율성, 독립성, 

재량권

영향력
직무활동 결과가 조직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개인의 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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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내 임파워먼트 연구는 총 35편으로 전체 임파

워먼트 연구의 약 53.0%를 차지한다. 이 중 제목이나 본문에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구는 총 7편(20%)으로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두 유형의 임파워먼트를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35편의 국내 심리적 임파워먼트 문헌에서 다룬 연구 대상은 간호사(직

위, 부서 구분 없이)가 총 25편(71.4%)으로 대다수였고, 간호장교, 정신간호

사, 보건간호사가 각각 2편씩, 프리셉터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전문간호

사, 간호관리자가 각각 1편씩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수는 대다수가 300~500명 

규모였으며, 측정 도구로 모든 연구가 PEI (Spreitzer, 1995)를 제각각 번

안·수정하여 사용했다. 함께 측정된 관련 변수로는 직무만족이 12편(34.2%), 

조직몰입과 리더십 관련 개념(변혁적, 진성, 셀프, 상황적, 촉진적 의사소통)

이 각각 11편씩(11.4%), 업무수행 및 업무성과가 총 9편(25.7%), 이직의도가 

7편(20%), 소진이 3편(8.5%)이었으며, 직무특성, 감정노동, 간호조직문화, 자

율성, 감염관리가 각각 2편씩 연구되었다. 연구설계는 유사실험설계 1편(박인

숙, 2015)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상관관계조사로 수행되었다.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독립변수로써의 역할을 한 연구는 총 18편(51.4%)으로, 나머지 11편

(11.3%)과 6편(17.1%)은 각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연구되었다. 

  

  3)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Kanter (1977)는 업무환경의 사회적·구조적 요인이 구성원들이 업무를 효

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필수 조건이라 했으며, Conger와 

Kanungo (1988)는 구성원들 사이의 강력한 자율성을 북돋게 하기 위해 업무환

경에서 임파워먼트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한편, Conger와 Kanungo (1988)는 부적절한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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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성과 저하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 차원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경험과 인지가 충분한 상황에서만이 구조적 임파워먼

트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주장했다. 즉, 구조적 임파워먼트를 통한 기회, 지

지,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구성원의 본질적 동기 부여의 경험을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고, 이렇게 증진된 심리적 임파워

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

다(Lashinger et al., 2001). 따라서 조직 내 임파워먼트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

고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Laschinger 등(2001)은 조직 내 임파워먼트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임파워먼트의 구조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을 통합하여 Kanter (1977)의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을 확장시켰다. 이들은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상호보완

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캐나다 간호사 185명을 대상으로 직무만

족과 직무긴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변수 간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역할을 밝혔으며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의해 향상된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직무만족과 직무긴장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했다

(Laschinger et al., 2001). 반면,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 밝

혀진 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이어 수행한 3년간의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study)에서는 이전의 결과와는 달리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과 구조적 임파워먼트 사이에서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

다. Laschinger 등(2004)은 이에 대하여 개인의 단면적 심리 상태가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며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중요

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처럼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조직 차원

의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개인 차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 미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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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Laschinger et al. 2001). 이러한 필요

성에 의해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상호보완성과 여러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국외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두 임파워

먼트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상호관련성 관련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의 연구에서 두 임파워먼트의 연계가 간호성과, 직무태도, 직무만족, 소진 등

의 조직효과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hang et al., 2018; 

Cicolini et al., 2014). 그러나 연구설계 및 기간의 차이(Laschinget et 

al., 2004), 연구가 수행된 문화적 배경의 차이(Ahmad & Oranye, 2010), 함께 

관여한 다른 변수의 차이(Smith et al., 2010)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

이(Zhang et al., 2018) 등에 따라 두 임파워먼트 간 상관관계의 정도와 결과

가 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과 다른 변수들 사이에서의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보강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두 유형의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분석한 간호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두 임파워먼트의 각기 

독립적 영향의 정도와 상호보완성에 대한 국내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 환경

에서의 임파워먼트 작동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임파

워먼트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간호인적자원 관리의 중요한 핵심 원

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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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Job satisfaction)

  

  원활한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의 주요 지표로 알려진 직무만족은(최병우, 

2004)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인지 형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잠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Judge et al., 

2012). 직무만족에 대한 초기 연구는 Hoppock (1935)의 저서 ‘Job 

Satisfaction’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다고 표현하게끔 만드는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Locke (1976)은 직무만족을 ‘직무 또는 직무 경험으로 인해 얻어지는 즐거

움, 또는 즐거운 감정 상태’로 정의하며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강조했는데 

이는 오늘날 직무만족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직접 간호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의

료서비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

만족에 관한 Dilig-Ruiz 등(2018)의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간호사는 직무에 대한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직몰입, 이직의

도 감소와 같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므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관리하는 일

은 환자 간호의 질과 병원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직무만

족에 관한 국내 간호연구는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해마다 증가

되는 양상이며,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측정 및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병원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Lu et al., 

2019),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결근, 이직의도, 근무형태, 리더십, 간호업

무수행, 노력에 대한 보상 방식과 같은 변수들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업무 환경,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경력몰입, 직무스트레스, 환자 만족, 

환자 간호사 비율, 사회적 자본, 근거기반간호, 민족적 배경 등과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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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로

부터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환자 간호의 질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강

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관리는 간호조직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Lu et al., 2019).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1990년대 초부터 임파워먼트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일찍이 간호의 전문적 지식과 기

술이 간호현장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함으로써 간호사의 직무만족

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함을 파악하여 조직내 임파워먼트 활성

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Baumann et al., 2001). Kanter (1979)는 직무 수

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파워(power)의 획득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관점으로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을 수립하고, 구조적 임파워먼

트가 구성원의 무력감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과 개인의 직무만족을 향

상시킨다고 하였다. 김명숙과 박영배(1999) 또한 서울경기지역 종합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직무 특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조직 구

조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구체적인 상황과 맥

락에 따른 다양한 배경 및 그룹 간의 비교, 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임파워

먼트 간 상호관계와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로 한층 다각화되고 있다.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Ning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 일의 가치 및 목적(work objective)에 따라 구조적 임파워

먼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이 

연령과 임상경력, 현 근무지 경력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한 이혜경

(2001)의 국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간호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한 최지연 등(201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연령,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미혼보다 기혼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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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만족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

력이 Baby boomer 와 X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Sparks 

(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최승혜 등(2014)은 간호조직문화 유형에 따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

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혁신지향적 문화에서 이들 간 관계의 강도가 가장 

커짐을 밝혔으며, 관계지향적 간호조직문화 내에서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강순정(2013)의 연구에서는 이전 

결과들과 달리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보다 조직몰입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영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구조적 임파

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한 Ahmad와 Oranye 

(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영향

력이 말레이시아와 영국 간호사 사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임파워먼트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문화적·상황적 맥

락 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의 복잡성을 확인

한 Lu 등(2019)은 지리적,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차이에 따라 직무만족의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정도와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며 모든 간

호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일 전략 마련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한 직무만족 관련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1 -

Ⅲ.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Kanter (1977)의 조직내 파워구조 이론

(Structural theory of power in organizations)과 Lashinger 등(2001)에 의

해 확장된 모델(Expended workplace empowerment model)을 바탕으로 하며, 앞

선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관련 일반적 특성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Kanter 

(1977)는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조직적 행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파워(power)를 제시하고 이들 요

인이 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조직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파워

는 구성원이 기회, 지지, 자원, 정보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

터 획득될 수 있다(Kanter, 197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anter (1977)의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의 주요 구성개념인 ‘기회’, ‘지지’, ‘자원’, 

‘정보’, ‘공식적 파워’, ‘비공식적 파워’를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으로 정하고 개인 차원의 업무 효과성 결과인 ‘직무만족’을 종속 변수

로 하여 이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Kanter (1977)의 이론을 기반으로 간호조직 대상의 여러 가설을 유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해 온 Laschinger 연구팀은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둔 연구(Laschinger et al., 2001)를 진행하여 구조

적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선행하며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

이어 수행한 후속 연구(Laschinger et al., 2004)에서는 단면적 현상인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으며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 사이에서의 매개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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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간호에서는 아직 두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국내 상황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Spreitzer 

(1995)가 제시한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을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으로 정한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본 연구의 개념

적 기틀 및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Framework of Study



- 23 -

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강원 소재의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임상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발령일 기준 1년 미

만의 신규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하는 자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함기준 

  - 현재 병원에 재직 중인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일반간호사

-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검사실, 외래 간호사 

  -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

  2) 제외기준

  - 중간 관리자(파트장) 이상의 간호 관리자

  - 업무특성의 차이가 큰 임상전담 간호사 

-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행정부서 간호사(예: 간호국, 감염관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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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 기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18개를 기준으로 표본 크기 산출 프로그램(G-Power 3.1)을 이용하였

으며,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 크기인 문항수의 10배수 및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목표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총 59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8문항, 구조적 임파워먼트 21문항,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문항, 직무만족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Table 3. Components of questionnaire

Source Variable Subscale Number 
of items

Developed 
by PI

General 
characteristics

Age, Gender, Marriage, Religion, Education
Year of total experience, Work unit & shift 8

CWEQⅡ 

Lashinger 
et al. (2001)

Structural 
empowerment

opportunity 3

Information 3

Support 3

Resources 3

Formal power 3

Informal power 4

Global empowerment 2

PEI 

Spreitzer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Competence 3

Meaning 3

Self-determination 2

Impact 2
MSQ 

Weiss et al.
(1967) 

Job satisfaction
Intrinsic satisfaction 12

Extrinsic satisfaction 6
CWEQ=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 MSQ=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PEI=Psychological  Empowerment Instrument; PI=Principal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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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원도구의 한글 번

안은 WHO 가이드라인(WHO, 2010)에 따라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순번역과 

역번역, 전문가검토, 사전조사(인지면담)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순번역과 역

번역은 영어권 거주 경험이 있거나 2개 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전

문 번역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간호대 교수와 2개 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간호사 및 영어영문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문항을 검토하여 예비버

전을 완성하였다. 예비버전은 본 연구 대상과 동일한 인구 15인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사전조사와 간호대 교수 및 간호관리자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이를 통해 완성된 최종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으며, 척도화 가정 분석을 위해 각 문항

의 왜도와 첨도, 문항-전체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AMO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Figure 2).

  

Figure 2. Process of Translation and Verification of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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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8문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5문항과 임상관련 특성(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 구조적 임파워먼트 – CWEQⅡ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Laschinger 등(2001)의 CWEQⅡ를 본 연구에서 국내 병

원 환경에 맞춰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CWEQⅠ(Lashinger & Shamian, 

1994)의 단축형인 CWEQⅡ는 조직내 파워 구조 이론(Kanter, 1977)을 기반으로 

Chandler (1986)가 개발한 CWEQ를 Laschinger 등(2001)이 2차례 개정하여 완

성한 척도로, 하위요인인 ‘기회’, ‘정보’, ‘지지’, ‘자원’에 대한 각

각 3문항과 ‘공식적 권한’ 3문항, ‘비공식적 권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글로벌 임파워먼트(Global Empowerment; GE)’2문항이 포함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type 척도 5점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회’, ‘정보’, ‘지지’, 

‘자원’, ‘공식적 권한’, ‘비공식적 권한’에 대한 각각의 평균 점수는 

영역 별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영역의 전체 문항수로 나누어 산

출된 산술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구조적 임파워먼트 총점은 ‘글로벌 

임파워먼트(GE)’ 2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9문항의 평균 점수를 합산한 후 전

체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된 산술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별도로 측정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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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GE) 점수는 해당 영역 2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글로벌 임파워먼트(GE) 척도는 전체 구조적 임파워먼트 총점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치로만 사용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CWEQⅡ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척도화 가정 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항 별 왜도의 범위는 –0.50~0.27, 문항 별 첨도의 범위는 –0.46~0.26로 분

포되어 척도의 정상성 가정 기준이 충족되었다(West et al., 1995). 문항 전

체 상관관계(ITC)는‘공식적 파워’에 대한 1개 문항(.70)을 제외한 모든 문

항의 ITC가 .51~.69로 나타나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CWEQⅡ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모수추

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적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χ2
137=296.44(p<.001)로 

유의하였고 χ2/df=2.16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air 

et al., 2010). 그 외 CWEQⅡ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CFI (comparative fit 

index)=.92,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05,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7로 나타나 타당한 도구로서 CWEQⅡ의 적

합성이 확보되었다. 

  Laschinger 등(2000)에 의한 개발 당시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기회’, 

‘정보’, ‘지지’, ‘자원’, ‘공식적 권한’, ‘비공식적 권한’, ‘전반

적 임파워먼트’의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 .81, .80, .89, .84, .67, 

.69, .87이었으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상기 동일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 .78, .86, .73, 

.75, .73, .72였으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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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리적 임파워먼트 - PEI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Spreitzer (1995)의 PEI (Psychological Empowerment 

Instrument)를 본 연구에서 국내 병원 환경에 맞춰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PEI는 Spreitzer (1995)가 Conger와 Kanungo (1988)의 영향을 받아 개발

한 척도로, 하위요인인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에 

대하여 각각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type 척도 5점으로 평가되

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점수는 해당 영역에 포함된 모든 문항 별 점수들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전체 심리적 임파워먼트 총점은 각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전체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된 산술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PEI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척도화 가정 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항 

별 왜도의 범위는 –0.55~-0.03, 문항 별 첨도의 범위는 –0.79~1.97로 분포되

어 정상성 가정의 기준이 충족되었다(West et al., 1995). 문항 전체 상관관

계(ITC)는 일반적으로 .30 미만인 경우 척도 내 기여도가 낮은 문항으로 평가

되며, .70 이상인 경우 동일 개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측정 문항으로 평가

되는데(Polit & Beck, 2008), 분석 결과,‘의미성’1개 문항(.63)과 ‘자기결

정성’1개 문항(.69)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문항의 ITC가 모두 .70이상

(.70~.80)으로 나타나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문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 파악을 위한 위계적 회귀

분석 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각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점을 투입

하여 분석하였다.    

  PEI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모수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E)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χ2
48=131.02(p<.001)로 유의하였고 χ2/df=2.73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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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air et al., 2010). 그 외 PEI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CFI=.94, RMR=.03, RMSEA=.09로 나타나 타당한 도구로서 PEI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Spreitzer (1995)에 의한 개발 당시 각 영역별 신뢰도는 ‘의미성’, ‘역

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 .87, 

.81, .81, .88로 나타났으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72였다. 본 연구

에서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상기 동일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 .84, 

.83, .80, .84였으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다. 

  

  4) 직무만족 – MSQ 

  직무만족은 Minnesota 직업심리 연구소에서 Weiss 등(1967)에 의해 개발된 

20문항의 단축형 MSQ를 본 연구에서 국내 병원 환경에 맞춰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의 MSQ는 일 자체로부터 성취되는 개인적 성장에 관한 

‘내재적 만족’ 12문항과, 보수나 승진 등으로부터 성취되는 ‘외재적 만

족’ 6문항 및 기타‘일반적 만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Weiss et al., 

1967). 본 연구에서는 상호 독립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Herzberg (1968)의 2요인 이론에 따라 

분류가 불명확한 일반적 만족 2문항을 제외하고 ‘내재적 만족’에 관한 12

문항과 ‘외재적 만족’에 관한 6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인 Likert-type 척도 5

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영역 별 모든 문

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해당 영역의 전체 문항수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전체 직무만족도 총점은 각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전체 문

항수로 나누어 산출된 산술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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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Q의 척도화 가정 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항 별 왜도의 범위는 –

0.64~0.19, 문항 별 첨도의 범위는 –0.62~0.98로 분포되어 정상성 가정의 기

준이 충족되었고(West et al., 1995). 문항 전체 상관관계(ITC) 분석 결과, 

‘내재적’2개 문항(.72)과 외재적 1개 문항(.72)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문항

의 ITC 범위가 .45~.67로 나타나 분석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Weiss 등(1967)에 의한 개발 당시의 각 영역별 신뢰도는 ‘내재적 만족’

이 Cronbach’s α = .77, ‘외재적 만족’이 Cronbach’s α = .78이었으

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각 영역별 신뢰도

는 상기 동일 순으로 각각 Cronbach’s α = .87, .82였으며, 도구 전체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의 소속기관 산하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한 달 간 시행되었다. 설문

지는 대상 병원의 행정 경로를 통하여 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직

접 각 간호단위를 방문하여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와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 간호단위

의 게시판과 간호사 휴게실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문지

를 배부하여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가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동봉된 

봉투에 직접 봉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상자가 설문을 작성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설문지에 연구의 목

적과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설문 작성과 연구 참여는 본인 의사에 따

라 중도 철회 가능함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고지하였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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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성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 진행 중 얻은 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될 것과 3년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연

구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 발생 시 문의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설

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3500원 상당의 보상을 제

공하였다.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일정기간 후에 연구자가 해당 단위를 재방문하여 

직접 회수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250부 중 미회수된 6부와 무응답 4부를 제

외한 총 240부가 회수되어 96.0%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중 선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3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IBM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정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을 위해 S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Hierarchi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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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41±6.91세로, 최소 23세부터 최대 51세까지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209명(95.9%)으로 대다수였고, 결혼상

태는 미혼이 134명(61.5%), 기혼이 84명(38.5%)으로 미혼이 기혼에 비해 1.6

배 가량 많았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18명(54.1%),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00명(45.9%)으로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교육수준은 학사가 186명(85.3%)으로 

대다수였고, 석사 이상이 20명(9.2%), 전문학사가 12명(5.5%)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총 임상경력은 평균 9.01±6.97년으로, 최소 1년 부터 최대 29년 

1개월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일반 병동이 112명(51.4%)으로 과반

수였고, 특수부서가 77명(35.3%), 기타 부서가 29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부서 중에서는 중환자실이 47명(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급실과 수

술실이 각각 14명(6.4%)과 16명(7.3%)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서로는 검사실과 

외래 부서가 있었으며, 각각 18명(8.3%)과 11명(5.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자가 185명(84.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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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 32.41±6.91

Gender Female 209 (95.9%)

Male   9 (4.1%)

Marital status Unmarried 134 (61.5%)

Married  84 (38.5%)

Religion No 118 (54.1%)

Yes 100 (45.9%)

Education level Diploma  12 (5.5%)

Bachelor 186 (85.3%)

Masters≤  20 (9.2%)

Years of experience 9.01±6.97

Work unit General 112 (51.4%)

Special  77 (35.3%)

 Intensive care unit  47 (21.6%)

 Emergency room  14 (6.4%)

 Operating room  16 (7.3%)

Others  29 (13.3%)

 Laboratory  18 (8.3%)

 Outpatient department  11 (5.0%)

Shift-work No  33 (15.1%)

Yes 185 (84.9%)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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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정도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02±0.50점이었다. 하위요인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지지

(3.30±0.62)’와 ‘기회(3.30±0.63)’였으며, 그 다음은 ‘비공식적 파워

(3.14±0.61), ‘정보(2.97±0.72)’‘공식적 파워(2.75±0.64)’, ‘자원

(2.65±0.7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음으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38±0.53점이었다. 하위요인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은 ‘의미

성(3.67±0.60)’이었고, 그 다음은 ‘역량(3.45±0.62)’, ‘자기결정성

(3.32±0.64)’, ‘영향력(3.07±0.65)’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20±0.46점이었다. 하위요인 별로는 ‘내재적 만족’이 3.31±0.46점, ‘외

재적 만족’이 2.97±0.59점으로 ‘내재적 만족’ 평균이 ‘외재적 만족’보

다 더 높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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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tem of CWEQⅡ
 (N=218)

Factor Item Mean±SD Total

Opportunity  1. 도전적인 업무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3.08±0.79 3.30±0.63

 2.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
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3.39±0.76

 3. 나의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기회가 
주어진다.

3.43±0.72

Information  4. 우리 병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 3.08±0.75 2.97±0.72

 5. 최고 경영층(예: 병원장, 간호부(원)장)의 가치관(사명
과 비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

2.94±0.87

 6. 최고 경영층(예: 병원장, 간호부(원)장)의 목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 

2.90±0.85

Support  7.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information)가 
충분히 주어진다.

3.39±0.72 3.30±0.62

 8.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comments)이 충분히 주어진다. 

3.12±0.79

 9.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3.40±0.81

Resources 10. 서류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2.58±0.82 2.65±0.76

11. 직무요건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2.70±0.85

12. 필요시 일시적 도움(예: 인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67±1.10

Formal 
 power

13. 혁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2.50±0.77 2.75±0.64

14. 나의 직무수행에 대한 융통성(flexibility)이 충분히 보
장된다.

2.85±0.84

15. 병원 내에서 나의 업무관련 활동이 충분히 가시화
(visibility)된다. 

2.91±0.77

Informal 
 power

16. 환자간호 시 의사와 협력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2.89±0.85 3.14±0.61

17. 문제해결을 위한 동료들의 도움 요청에 응할 기회가 충
분히 주어진다. 

3.55±0.73

18. 문제해결을 위한 상사(예: 파트장, 수간호사)의 도움 요
청에 응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3.44±0.86

19. 의사 외 다른 전문직(예: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견
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2.69±0.86

Total 3.02±0.50

* SD=Standard deviation
* The original instrument is given in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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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tem of PEI (N=218)

Factor Item Mean±SD Total
Competence  1. 나는 내 직무능력에 자신이 있다. 3.54±0.70 3.45±0.62

 9. 나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 3.29±0.75

12. 나는 나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3.52±0.67

Meaning  2.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3.77±0.67 3.67±0.60

 5. 나의 업무활동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3.54±0.72

10.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3.69±0.70

Self-
 determi-
 nation

 3. 나는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자율성

을 가지고 있다.  

3.39±0.76 3.32±0.64

 7. 나는 내 업무처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3.34±0.74

 8. 나는 업무처리에 있어 독립성과 재량권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3.21±0.77

Impact  6.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 3.14±0.72 3.07±0.65

 4.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3.02±0.73

11. 나는 우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다.

3.05±0.80

Total 3.38±0.53
* SD=Standard deviation
* The original instrument is given in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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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item of MSQ
  (N=218)

Factor Item Mean±SD Total

Intrinsic  1. 나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대해 2.76±0.82 3.31±0.46

 2. 혼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36±0.71

 3. 때때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19±0.73

 4. 직장에서 ‘중요한 인물(인정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11±0.72

 7. 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3.73±0.67

 8. 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3.52±0.80

 9.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70±0.68

10.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17±0.63

11.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45±0.64

15.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해 3.19±0.71

16. 내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3.19±0.70

18.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3.33±0.80

Extrinsic  5. 직속상사(파트장, 수간호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3.18±0.88 2.97±0.59

 6. 직속상사(파트장, 수간호사)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3.16±0.90

12. 병원 정책이 시행되는 방식에 대해 2.77±0.76

13. 내 업무량 대비 급여 수준에 대해 2.67±0.85

14. 승진 기회에 대해 2.80±0.76

17. 나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인정 정도에 대해 3.20±0.69

Total 3.20±0.46
* SD=Standard deviation
* The original instrument is given in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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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  

   무만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교육수

준, 근무부서, 근무형태(교대근무 유무)에 따른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근무부서

(F=4.478, p=.012)’와 ‘근무형태(t=2.580, p=.013)’에서만 유의하였다. 

‘근무부서’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기타 외래 및 검사실 간호사(3.18±0.54)

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일반병동 간호사(2.92±0.50)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

(3.22±0.50)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가 교대근무자(2.97±0.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결혼상태

(t=-4.207, p<.001)와 종교유무(t=-2.021, p=.045)에서만 유의하였다. 구체적

으로 미혼(3.26±0.53)보다 기혼 간호사(3.55±0.47점가, 무교(3.31±0.53점)

보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3.45±0.52)가 지각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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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하위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Table 9), ‘지지’‘자원’‘비공식적 파워’에서는 대상자의 

근무부서와 근무형태에 따라, ‘공식적 파워’에서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외 ‘기회’에서는 대상자의 근무부서(F=3.251, 

p=.04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보’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근무부서(F=3.788, p=.024)에 대한 사

후검증 결과 기타 외래 및 검사실 간호사(3.53±0.70)가 지각하는 지지가 일

Table 8. Differences in empowerment by sample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uctural empower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Mean±SD t or F

(scheffé)
p Mean±SD t or F

(scheffé)
p

Gender Female 3.02±0.52 0.929 .376 3.39±0.53 1.486 .172

Male 2.90±0.37 3.14±0.49

Marital status Unmarried 3.02±0.52 0.159 .874 3.26±0.53 -4.207 ***

Married 3.01±0.49 3.55±0.47

Religion No 3.00±0.48 -0.406 .685 3.31±0.53 -2.021 .045*

Yes 3.03±0.55 3.45±0.52

Education 
 

Diplomaa 2.77±0.45 1.561 .212 3.21±0.52 1.201 .303

Bachelorb 3.02±0.51 3.37±0.49

Masters≤c 3.07±0.51 3.50±0.78

Work unit Generala 2.92±0.50 4.478
(a<c)*

.012* 3.33±0.50 1.099 .335

Special†b 3.09±0.49 3.41±0.49

Others‡c 3.18±0.54 3.47±0.69

Shift-work No 3.22±0.52 2.580 .013* 3.49±0.68 1.158 .253

Yes 2.97±0.50 3.35±0.49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laboratory, out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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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병동 간호사보다(3.20±0.6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t=2.224, 

p=.031)에 따라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3.52±0.65)가 교대근무자

(3.26±0.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근무부서(F=3.316, p=.038)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형태(t=2.154, p=.036)에 따라서는 교대근무

를 하지 않는 간호사(2.90±0.76)가 지각하는 자원이 교대근무자(2.60±0.7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파워’에서는 대상자의 성별(t=2.705, p=.023)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여성(2.77±0.64)이 남성(2.37±0.42)보다 높았다. ‘비공식

적 파워’에서는 근무부서(F=3.531, p=.031)와 근무형태(t=2.410, p=.020) 외 

교육수준(F=3.266, p=.040)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근

무부서에서는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수준에서는 전문학사

(2.71±0.49) 보다 학사(3.17±0.61)가,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교대근무를 하

지 않는 간호사(3.35±0.55)가 교대근무자(3.10±0.61)보다 ‘비공식적 파

워’에 대한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하위요인 별로 

분석한 결과(Table 10), ‘역량’과‘영향력’에서는 결혼상태와 종교유무에 

따라, ‘의미성’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자기결정

성’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역량’의 차이는 결혼상태(t=-5.321, 

p<.001)와 종교유무(t=-2.436, p=.016)에 따라 기혼(3.71±0.52)이 미혼

(3.29±0.62) 간호사보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3.56±0.60)가 무교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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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6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의미성’의 차이에서도, 결혼상태에 따라 기혼(3.81±0.49)이 미혼

(3.57±0.64)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16, p=.00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결혼상태(t=-4.135, 

p<.001)와 종교유무(t=-2.203, p=.029)에 따라 기혼(3.29±0.62점)이 미혼

(2.93±0.64) 간호사보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3.17±0.64)가 무교인 간호사

(2.98±0.6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영향력’에서는 

근무형태(t=2.070, p=.040)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으며, 교대근무를 하지 않

는 간호사(3.28±0.79)가 지각하는 영향력이 교대근무자(3.03±0.62)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는 교육수준(F=3.371, p=.036)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증 결과 석사 이상(3.38±0.40)의 

직무만족이 전문학사(2.95±0.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

위요인인‘내재적 만족’에서도 교육수준(F=3.745, p=.025)에 따른 차이만 유

의하였으며, 사후 검증 결과 직무만족에서와 같이 석사 이상(3.49±0.38)의 

직무만족이 전문학사(3.04±0.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외재적 만족’

에서는 대상자의 근무형태(t=2.232, p=.030)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으며, 교

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3.15±0.51)의 직무만족이 교대근무자

(2.93±0.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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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structural empowerment by sample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
 istics Categories

Opportunity Information Support Resources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Gender Female 3.30±0.64 0.009 .993 2.97±0.73 -0.136 .895 3.31±0.63 1.877 .086 2.65±0.76 0.243 .814

Male 3.30±0.39 3.00±0.58 3.11±0.29 2.60±0.74

Marital 
status

Unmarried 3.31±0.66 0.389 .698 2.92±0.73 -1.330 .185 3.28±0.60 -0.590 .556 2.69±0.78 0.873 .384

Married 3.28±0.58 3.06±0.71 3.33±0.66 2.60±0.73

Religion No 3.34±0.59 1.029 .305 2.98±0.72 0.199 .842 3.26±0.61 -1.064 .288 2.64±0.73 -0.212 .833

Yes 3.25±0.67 2.96±0.74 3.35±0.63 2.66±0.80

Education 
 

Diplomaa 3.03±0.63 1.577 .209 2.94±0.71 0.024 .976 3.06±0.62 1.124 .327 2.50±0.69 0.285 .752

Bachelorb 3.30±0.62 2.98±0.71 3.31±0.61 2.66±0.77

Masters≤c 3.43±0.70 2.95±0.90 3.38±0.76 2.62±0.69

Work unit Generala 3.19±0.59 3.251 .041* 2.92±0.75 1.409 .247 3.20±0.63 3.788
(a<c)*

.024* 2.52±0.79 3.316 .038*

Special†b 3.41±0.66 2.98±0.69 3.36±0.55 2.78±0.68

Others‡c 3.41±0.63 3.17±0.72 3.53±0.70 2.80±0.77

Shift-work No 3.46±0.59 1.708 .094 3.13±0.71 1.443 .155 3.52±0.65 2.224 .031* 2.90±0.76 2.154 .036*

Yes 3.27±0.63 2.94±0.73 3.26±0.61 2.60±0.75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laboratory, out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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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fferences in structural empowerment by sample characteristics (continued) (N=218)

Character-
 istics Categories

Formal power Informal power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Gender Female 2.77±0.64 2.705 .023* 3.14±0.61 0.136 .895

Male 2.37±0.42 3.11±0.65

Marital 
status

Unmarried 2.75±0.66 -0.226 .822 3.18±0.61 1.203 .230

Married 2.77±0.60 3.08±0.61

Religion No 2.72±0.58 -0.842 .401 3.14±0.60 -0.113 .910

Yes 2.80±0.70 3.15±0.62

Education 
 

Diplomaa 2.50±0.58 1.121 .328 2.71±0.49 3.266
(a<b)*

.040*

Bachelorb 2.76±0.64 3.17±0.61

Masters≤c 2.83±0.69 3.16±0.59

Work unit Generala 2.73±0.63 0.223 .800* 3.04±0.59 3.531  .031*

Special†b 2.79±0.66 3.22±0.63

Others‡c 2.77±0.62 3.31±0.56

Shift-work No 2.89±0.66 1.305 .198 3.35±0.55 2.410 .020*

Yes 2.73±0.63 3.10±0.61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laboratory, out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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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empowerment by smaple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
 istics Categories

Competence Meaning Self-determination Impact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Gender Female 3.46±0.61 0.890 .398 3.68±0.60 1.446 .183 3.33±0.64 1.986 .078 3.08±0.65 0.625 .548

Male 3.26±0.66 3.41±0.55 2.96±0.54 2.92±0.70

Marital 
status

Unmarried 3.29±0.62 -5.321 *** 3.57±0.64 -2.916 .004** 3.26±0.65 -1.677 .095 2.93±0.64 -4.135 ***

Married 3.71±0.52 3.81±0.49 3.40±0.61 3.29±0.62

Religion No 3.36±0.62 -2.436 .016* 3.60±0.63 -1.925 .056 3.30±0.64 -0.319 .750 2.98±0.65 -2.203 .029*

Yes 3.56±0.60 3.75±0.55 3.33±0.64 3.17±0.64

Education 
 

Diplomaa 3.56±0.64 1.625 .199 3.36±0.61 1.800 .168 3.08±0.45 0.837 .434 2.83±0.63 1.895 .153

Bachelorb 3.42±0.58 3.68±0.56 3.33±0.63 3.06±0.63

Masters≤c 3.67±0.88 3.75±0.85 3.32±0.79 3.29±0.79

Work unit Generala 3.39±0.58 1.276 .281 3.63±0.59 0.429 .652 3.28±0.62 0.365 .694 3.01±0.60 2.077 .128

Special†b 3.51±0.62 3.70±0.57 3.36±0.62 3.07±0.63

Others‡c 3.54±0.73 3.72±0.71 3.33±0.76 3.29±0.83

Shift-work No 3.56±0.72 1.018 .314 3.75±0.72 0.797 .430 3.38±0.75 0.580 .565 3.28±0.79 2.070 .040*

Yes 3.43±0.59 3.65±0.57 3.30±0.62 3.03±0.62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laboratory, out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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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sample characteristics (N=218)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 satisfaction Intrinsic satisfaction Extrinsic satisfaction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Mean±SD t or F
(scheffé test)

p

Gender Female 3.20±0.47 0.655  .529 3.32±0.46 1.543  .155 2.96±0.59 -0.376 .716
Male 3.11±0.39 3.15±0.31 3.04±0.58

Marital status Unmarried 3.16±0.47 -1.383  .168 3.28±0.47 -1.172  .243 2.92±0.60 -1.455 .147
Married 3.25±0.45 3.36±0.44 3.04±0.57

Religion No 3.15±0.42 -1.693  .092 3.26±0.44 -1.834  .068 2.92±0.52 -1.184 .238
Yes 3.25±0.50 3.37±0.47 3.02±0.66

Education 
 

Diplomaa 2.95±0.35 3.371
(a<c)*

 .036* 3.04±0.51 3.745
(a<c)*

 .025* 2.78±0.37 1.827 .163
Bachelorb 3.19±0.46 3.31±0.45 2.96±0.60
Masters≤c 3.38±0.40 3.49±0.38 3.17±0.54

Work unit Generala 3.16±0.50 0.838  .434 3.26±0.49 1.127  .326 2.95±0.63 0.705 .495
Special†b 3.22±0.42 3.36±0.41 2.95±0.54
Others‡c 3.27±0.44 3.36±0.44 3.09±0.51

Shift-work No 3.33±0.43 1.944  .058 3.42±0.43 1.588 .119 3.15±0.51 2.232 .030*

Yes 3.17±0.47 3.29±0.46 2.93±0.59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laboratory, outpatient department; SD=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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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상관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더불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

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이산형 변수이자 이분변수

(dichotomous variable)인 ‘성별, 결혼상태, 종교유무, 근무형태’와 연속형 

변수인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의 상관관계는 양류상관계수

(Point 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였다(Table 12). 분석은 

Dancey와 Reidy (2004)에 따라 상관계수 r=1일 때 완전 상관, 0.7≤r< 0.9일 

때 높은 상관, 0.4≤r< 0.7일 때 중간 정도의 상관, 0.1≤r< 0.4일 때 낮은 

상관, 그리고 r=0일 때 변수 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립변수인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각 하위

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r=0.25~0.46), 이 중 역량

(r=0.25), 의미성(r=0.35), 영향력(r=0.28)은 낮은 상관관계, 전체 심리적 임

파워먼트(r=0.40)와 자기결정성(r=0.46)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임상경력(r=-0.15)과 근무형태(r=-0.18)가 구

조적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모두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및 각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r=0.15~0.42),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보인 비공식적 파워(r=0.42)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요인들

(r=0.15~0.36)은 모두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r=0.22), 결혼상태(r=0.27), 종교유무(r=0.14), 임상경력(r=0.20)이 심

리적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모두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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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독립변수인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각각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0.35~0.63). 

이 중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정보(r=0.35)와 자원(r=0.39)은 직무

만족과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직무만족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중 내재적 만족도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각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r=0.28~0.68). 이 중 구조

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정보(r=0.28)와 자원(r=0.35)은 내재적 만족과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중간 정도의 상관성

을 보였다. 직무만족 및 내재적 만족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이에서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만족 또한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각 하위요인들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r=0.30~0.59). 이 중 구조적 임파워

먼트의 하위요인인 정보(r=0.38), 자원(r=0.36)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인 역량(r=0.30), 의미성(r=0.38), 영향력(r=0.38)은 외재적 만족과 낮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유일하게 근무형태(r=-0.14)만 

외재적 만족과 유의하게 낮은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임상경력(r=0.95)과 높은, 결혼상태

(r=0.69)와 중간 정도, 종교유무(r=0.15)와 유의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성별은 임상경력(r=-0.14)과 유의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결혼상태는 임상경력(r=0.66)과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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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key study variables                                             (N=218)                                      
Variables A 1 2 B 3 4 5 6 7 8 C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 Total JS
  1. Intrinsic .95***

  2. Extrinsic .88*** .70***

B. Total SE .63*** .57*** .59***

  3. Opportunity .46*** .44*** .41*** .73***

  4. Information .35*** .28*** .38*** .69*** .49***

  5. Support .55*** .52*** .50*** .82*** .53*** .52***

  6. Resources .39*** .35*** .36*** .70*** .34*** .36*** .51***

  7. Formal power .56*** .50*** .56*** .81*** .51*** .43*** .61*** .56***

  8. Informal power .52*** .50*** .44*** .80*** .52*** .45*** .62*** .42*** .60***

C. Total PE .63*** .68*** .44*** .40*** .23*** .28*** .36*** .15*** .35*** .42***

  9. Competence .46*** .51*** .30*** .25*** .09 .21** .26*** .05 .22** .26*** .85***

 10. Meaning .55*** .59*** .38*** .35*** .18** .21** .35*** .15* .32*** .39*** .81*** .58***

 11. Self-determination .62*** .66*** .43*** .46*** .30*** .31*** .35*** .25*** .42*** .47*** .83*** .58*** .57***

 12. Impact .51*** .53*** .38*** .28*** .19** .20** .25*** .05 .23** .29*** .88*** .71*** .59*** .64***

 13. Age .10 .09 .10 -.11 -.08 -.04 -.06 -.14* -.03 -.19** .22** .33*** .14* -.00 .26***

 14. Gender† -.04 -.07 .03 -.05 -.00 .01 -.06 -.02 -.13 -.01 -.09 -.07 -.09 -.12 -.05 -.06
 15. Marriage‡ .09 .08 .10 -.01 -.03 .09 .04 -.06 .02 -.08 .27*** .33*** .20** .11 .27*** .69*** -.02
 16. Religion‡ .12 .12 .08 .03 -.07 -.01 .07 .01 .06 .01 .14* .16* .13 .02 .15* .15* -.01 .10
 17. Work experience .06 .06 .05 -.15* -.11 -.06 -.09 -.17* -.05 -.22** .20** .30*** .12 -.00 .24*** .95*** -.14* .66***  .12
 18. Shift-work‡ -.13 -.10 -.14* -.18** -.11 -.10 -.16* -.15* -.09 -.15* -.10 -.08 -.06 -.05 -.14* -.12 .03 -.12 -.02 -.13
†0=Female, 1=Male; ‡0=No, 1=Yes; JS=Job satisfaction; PE=Psychological empowerment; SE=Structural empowermen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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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차원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영향 받는 개념으로(Kanter, 1979), 다차원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업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 하위요인 별 영향관계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혜정 외, 2000). 심리적 임파워먼트 또한 다면적 측

면을 가진 개념이지만(Conger & Kanugo, 1988), 앞선 도구의 타당도 분석에서 

대다수 문항의 ITC 지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문항

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 구조적 임파워먼트를 각 하위요인 별로 구분하여 투입하고,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전체 총점만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무만족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난 ‘교육수준’과 ‘근무형태’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직무만족과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전반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전체 평균에 대하

여 모형 1에 구조적 임파워먼트 전체 평균을, 모형 2에 심리적 임파워먼트 전

체 평균을 각각 투입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내재적, 외재적 

만족에 대하여 모형 1에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6개 하위요인을, 모형 2에 심리

적 임파워먼트 총점을 각각 투입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수인 구조적·심리

적 임파워먼트 및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앞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444~0.904, VIF는 1.106~2.255로 나

타나 변수들 간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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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

  직무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을 보면, 모형 1에서 구조적 임파워먼

트가 직무만족을 41% (F=36.374, p<.001), 모형 2에서 구조적·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직무만족을 58% (F=57.510, 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투입된 모형 2가 모형 1보다 직무만족을 17%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 2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 크

기는 구조적 임파워먼트(β=.44, p<.001)와 심리적 임파워먼트(β=.45, 

p<.001)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일반적 특성 변수들은 직무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투입에 따른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영향력 크기 및 유의성 변화를 보면, 모형 1의 β=.62(p<.001)에서 모형 2의 

β=.44(p<.001)로 감소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직무만족에 대

한 ‘석사 이상’의 영향력 크기는 모형 1에서 β=.11(p=.046)로 유의하였으

나 모형 2에서 β=.08(p=.077)로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의 Durbin-Watson 값은 2.03으로, 기준치인 2에 근접하므로 잔차들 간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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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재적·외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 각 하위요인들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

  먼저 내재적, 외재적 만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을 보면 모형 1에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각 하위요인들이 내재적 만족(F=13.805, p<.001)과 외재

적 만족(F=13.828, p<.001)을 각각 37%씩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 2에서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각 하위요인들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내재적 만족을 61% (F=32.534, p<.001), 외재적 만족을 42% (F=15.056, 

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외재적 만족 모두에 대하여 

모형 2가 모형 1보다 각각 24%와 5%씩 더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변수가 투입된 모형 2에서 각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내재적 만족에 대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β=.55, p<.001)의 영향력이 가장 

Table 1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job satisfaction      (N=218)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Job satisfaction 
(Control) Education† 

   Diploma -0.10 -.05 -0.882 -0.07 -.04 -0.791
   Masters≤ 0.18 .11  2.004* 0.13 .08 1.779
Shiftwork‡ 0.02 .02  0.307 0.03 .02 0.468

Structural empowerment 0.56 .62  11.488*** 0.40 .44 8.976***

Psychological empowerment 0.39 .45 9.209***

R2 41% 58%
Change in R2 - 17%
F (df) 36.374*** (4, 213) 57.510*** (5, 212)
Durbin-Watson 2.03

†Reference=Bachelor; ‡Reference=Yes;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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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고, 그 다음은 기회(β=.20, p<.001), 정보(β=-.14, p=.012), 지지(β

=.14, p=.030), 그리고 자원(β=.13, p=.0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

적 만족에서는 공식적 파워(β=.30,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심리적 임

파워먼트(β=.25, p<.001)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투입에 따른 구조적 임파워먼트 각 

하위요인들의 영향력 크기 및 유의성 변화를 보면, 먼저 ‘기회’의 영향력 

크기는 내재적 만족에 대하여 모형 1 β=.15(p=.038)에서 모형 2 β

=.20(p<.001)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외재적 만족에 대한 ‘기회’의 영향

력 크기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지지’의 영향력 크

기는 내재적 만족에 대하여 모형 1 β=.23(p=.060)에서 모형 2 β

=.14(p=.023)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면 외재적 만족에 대한 ‘지지’의 

영향력 크기는 모형 1에서 β=.18(p=.034)로 유의하였으나, 모형 2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정보’와 ‘자원’은 내재적 만

족에 대한 모형 2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식적 파워’와 ‘비공식적 파워’는 내재적 만족에 대하여 모형 1에서 

각각 β=.17(p=.041), β=.20(p=.010)으로 유의하였으나 모형 2에서는 더 이

상 영향력 크기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만족에서는 ‘공식

적 파워’의 영향력만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모형 1 β

=.35(p<.001)에서 모형 2 β=.30(p<.001)으로 감소하였다. 외재적 만족에 대

한 ‘비공식적 파워’의 영향력 크기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일반적 특성 중 내재적·외재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없었으며, 모형의 Durbin-Watson 값은 각각 1.83, 1.98로 나타나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4). 



- 53 -

Table 1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intrinsic & extrinsic satisfaction  
    

(N=218)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Intrinsic satisfaction 

(Control) Education† 

  Diploma -0.10 -.05 -0.856 -0.09 -.05 -1.014
  Masters≤ 0.16 .10 1.749 0.11 .07 1.473
Shiftwork‡ 0.03 .02 0.403 0.05 .04 0.788

Structural empowerment
Opportunity 0.11 .15 2.091* 0.15 .20 3.585***

Information -0.05 -.08 -1.196 -0.09 -.14 -2.539*

Support 0.17 .23 2.750** 0.10 .14 2.181*

Resources 0.03 .04 0.601 0.08 .13 2.333*

Formal power 0.12 .17 2.052* 0.05 .07 1.055
Informal power 0.15 .20 2.604* 0.03 .04 0.686

Psychological empowerment 0.48 .55 11.237***

R2 37% 61%
Change in R2 - 24%
F 13.805*** (9, 208) 32.534*** (10, 207)
Durbin-Watson 1.83

Extrinsic satisfaction 

(Control) Education† 

  Diploma -0.01 -.00 -0.042 -0.00 -.00 -0.018
  Masters≤ 0.15 .08 1.317 0.12 .06 1.095
Shiftwork‡ -0.06 -.04 -0.611 -0.05 -.03 -0.533

Structural empowerment
Opportunity 0.06 .06 0.843 0.08 .08 1.216
Information 0.07 .09 1.280 0.05 .06 0.947
Support 0.17 .18 2.134* 0.13 .14 1.734
Resources 0.00 .00 0.021 0.03 .04 0.597
Formal power 0.32 .35 4.300*** 0.28 .30 3.866***

Informal power 0.05 .05 0.624 -0.02 -.02 -0.288
Psychological empowerment .27 .25 4.088***

R2 37% 42%
Change in R2 - 5%
F 13.828*** (9, 208) 15.056*** (10, 207)
Durbin-Watson 1.98

†Reference=Bachelor; ‡Reference=Ye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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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간호인적자원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강원 소재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경력 1년 이상의 임상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과 미회수 및 선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32부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정도

    

  본 연구 결과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수준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미경과 조규영(2019)의 연구,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전소연 등(2014)의 연구,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양엽과 주현

옥(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타 

외래 및 검사실 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일반병동 간호

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석실과 내시경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허영주 & 이병숙, 2011; 오주, 2007)에서 측정된 구조적 임

파워먼트 수준이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근 또는 외래 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

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다른 간호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

적 임파워먼트가 조직의 가시적인 업무 환경에 영향 받는 개념이라는 Kanter 

(1983)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다른 선행연구(박종선 & 박복남, 2008; 

고명숙, 2004; 이혜경, 2001) 결과들 또한 이를 지지한다.



- 55 -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영역별로는 지지와 기회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비공식적 파워가 그 다음, 그리고 공식적 파워와 자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국내 초기 연구(양길모, 1999; 구옥

희, 2000) 및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경숙과 박희옥(2016)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임파워먼트 요인 중 지지 요인이 가장 높게 지각된 것

은 간호 업무 중 문제해결이나 조언, 교육, 위기 상황 시 구성원 간 지지와 

도움이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비공식적 파워에 대한 

지각이 공식적 파워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며, 간호사들이 조직 내에서 부여된 공식적 권한보다 동료 및 상사, 또

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는 도움과 지지를 통해 더 많은 파워를 형성한다고 

한 구옥희(200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본 연구 결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서미경 & 조규영, 2019; 

전소연 외, 2014; 민아리 & 김인숙, 2013; 송명숙, 2013; 허영주 & 이병숙, 

2011; 전윤주 외, 2004) 공식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중 자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규모와 부서, 지역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

하고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한 적절한 인력 충원과 물자 

공급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핵심이므로(조성일, 2007) 간호조직의 인적, 물

적 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향상 및 우수인력 양성 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보건복지부, 

2019), 간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보건복지부에 신설되어(병원간호사회, 2020) 향후 귀추

가 주목된다. 병원간호사회(2020; 2018)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근무형태를 유

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 전담간호사’의 운영률이 증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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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간호 전문성 계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의 근무 조건이 특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법정 인력기준을 확보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간호사-간호 보조 인력 간 간호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병원간호사외, 2020) 향후 이에 대한 후속 검토 및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수준은 동일 인구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김선영 & 권영은, 2020; 김미정 & 한지영, 

2019; 최지연 외, 2014; 전재희 & 염영희, 2014)들과 유사하였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의미성이 가장 높고,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의 선행연구들(김미정 & 한지영, 2019; 최지연 외, 2014; 오은희 & 정복례, 

2011)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와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어 부서에서의 영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파워된 간

호사는 환자결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Madden, 2007) 의사결정에 

있어 간호사의 파워와 자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상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직무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간호사가 업무 상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권한 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과 직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Tinkham, 2013). 

미국간호협회 산하 간호사 자격 인증 센터(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ANCC)에서는 최근 간호전문성 개발(nursing professional 

development; NPD) 모델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간호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자기효능감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Harper & Malone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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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특성 중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각 수준의 차이는 결혼 여부와 

종교 유무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혼일수록, 연령, 근무경력, 지위, 

학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른 선행연구(김선

영 & 권영은, 2020; 황은정 & 문숙자, 2019; 최한교 & 안성희, 2016; 최지연 

외, 2014; 이영숙 & 정면숙, 2013; 유순옥 외, 2006) 결과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어 종교적 사명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에서 수행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본 연구 결과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직무만족 평균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하여 서울 및 지방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재활병동 간호

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한 선행연구(송효숙 외, 2019; 선영미 & 정경

희, 2019; 조관웅 & 김은아, 2018; 고정옥 & 고은, 2014)들과 유사한 수준이

었다. 본 연구에서의 외재적 만족 평균은 내재적 만족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이 역시 다른 선행연구(송효숙 외, 2019; 선영미 & 정경희, 2019; 조관웅 & 

김은아, 2018; 고정옥 & 고은, 2014) 결과들과 일치했다. 이는 지역 및 근무

부서에 관계없이 많은 간호사들이 현재 간호 업무 환경에서 승진, 보수, 인

정, 정책, 상사의 역량과 같은 위생요인(hygiene factor)에 불만족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Herzberg (1968)는 동기요인이 충족되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만, 불충족되더라도 불만족을 야기하진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위생요인이 결

핍되면 직무불만족을 유발하게 되므로 임상간호사의 내재적 만족을 충족시키

는 전략과 함께 승진, 보수, 인정, 정책 등의 위생요인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적합한 인사 체계 마련과 업무 환경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외

재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학력에 따라 석사 이상이 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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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총 직무만족도와 내재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업을 통한 자기 발전이 직업에서의 자율성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

직 위상과 같은 내적 요인을 향상시킨다고 한 선행연구(최진 & 박현주, 2009; 

Zangaro & Soeken, 2007) 결과와도 일치한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본 연구 결과, 직무만족은 낮은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낸 정보, 자원을 제외

한 모든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 하위요인들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

냈으며, 이는 직무만족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김미정 & 한지

영, 2019; 이은순 & 류시원, 2017; 최지연 외, 2014; 최승혜 외, 2014; 오은

희 & 정복례, 2011; 박현희 외, 2006; 전윤주 외, 2004) 결과들과 일치하였

다. 정은영(2014)은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대한 국내 간호연구를 체계적으

로 고찰한 결과 직장 내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모

두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과 큰 상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캐나다

(Laschinger et al., 2001; 2004; Manojlovich & Laschinger, 2002; Wagner 

et al., 2013)와 중국(Ning et al., 2009; Cai et al., 2011), 말레이시아와 

영국(Ahmad & Oranye, 2010), 이탈리아(Lautizi et al., 2009)에서 수행된 연

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체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구조적 임파워먼트

가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약 17%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제했을 때 구조

적 임파워먼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작아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조적 임

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는 Lashinger 등(2001)이 시행한 단면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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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유사

하다. 그러나 직무만족에 대하여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각각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 구

조적 임파워먼트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보다 직무만족에 대한 더 강력한 예측요

인이라고 밝힌 국외 선행연구(Dahinten et al., 2016; Ahmad & Oryane, 2010; 

Ning et al., 2009; Lashinger et al., 2001) 결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국내외 간호시스템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것으로 유추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

계를 동시에 연구한 문헌이 없어 이에 대한 향후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만족을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재

적 만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였으며, 구조적 임

파워먼트 중에서는 ‘기회’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만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공식적 파워’

로 나타나 내재적 만족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임상간호사의 내재

적·외재적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각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기회’

와 ‘공식적 파워’증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선행 연구(송효숙 외, 2019; 선영미 & 정경희, 

2019; 조관웅 & 김은아, 2018; 고정옥 & 고은, 2014)들에서 임상간호사의 외

재적 만족이 내재적 만족보다 현저히 낮음을 고려했을 때, 특히 조직 내 간호

사의 공식적 지위 확립과 그에 따른 권한이 적절히 부여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윤주 등(2005)과 이혜경(2001)의 연구에서도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기회’가 직무만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을 구분하여 수행하지 않아 해석에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내재적·외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

트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반복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 60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제했을 때 내재적·외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 각 하위요인의 영향력 크기 변화를 분석한 결

과, 내재적 만족에서 ‘지지’, 외재적 만족에서 ‘공식적 파워’의 β값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여 내재적 만족과 ‘지지’ 사이, 외재적 만족과 ‘공식

적 파워’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부분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제했을 때 내재적·외재적 만족과 구조

적 임파워먼트 각 하위요인의 유의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만족에서 

‘공식적·비공식적 파워’, 외재적 만족에서 ‘지지’의 유의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완전 매개역할을 할 가능

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

았으므로, 향후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독립-종속 관계 검증 및 sobel 

test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구조적·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영향관계 및 상호관련성 분석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

의가 있다. 또한 두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국내 간호 연구에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임파워먼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

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임상간호사의 가시적인 간호업무환경 

개선과 외재적 직무 만족 향상을 위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재고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개인 차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강화

와 더불어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커지기를 기대하며, 향후 

폭 넓은 기회와 정보 제공, 지지적 분위기 조성과 자원에의 접근성 증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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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비공식적 파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사회 관계망 마련 등의 구

조적 임파워먼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제한하여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임상간호사에 대한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병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넓힌 후속 연구를 통한 반복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의 직무만족 도구는 특정 직업의 특

성을 반영하기 보다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직무상 

특수성이 큰 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work-life balance 등 

세대 변화로 인한 직무만족도 기준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다른 

직무만족 도구를 사용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한 일반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탐색적 연구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전반적

인 한계가 있으며 해석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향후 이에 대

한 다양한 연구 설계 및 추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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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강원 소재 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 250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임상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제외하였

다. 자료 수집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및 대상 병원의 자료수집 허

가를 받은 후 총 59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12월 3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6.0%였으며, 미

회수를 포함하여 불성실한 응답과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2부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IBM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평균 3.02±0.50점으로, 하위요인 별로는 지지

(3.30±0.62)와 기회(3.30±0.63)가 가장 높았고, 공식적 파워(2.75±0.64)와 

자원(2.65±0.76)이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기타 외래 및 검사실 

간호사와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 및 교대근무를 하

는 간호사보다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각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평균 3.38±0.53점으로, 가장 높은 요인은 의

미성(3.67±0.60), 가장 낮은 요인은 영향력(3.07±0.65)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 특성 중에서는 기혼 간호사와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와 무교인 

간호사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지각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은 평균 3.20±0.46점으로, 내재적 만족(3.31±0.46)이 외재적 

만족(2.97±0.5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석사 

이상의 직무만족도가 전문학사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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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중 자기결정성과 중간 정도

의 정적 상관성(r=0.46), 역량, 의미성, 영향력과 낮은 정적 상관성

(r=0.25~0.35)을 나타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 중 비공

식적 파워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성(r=0.42)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하위요

인들과는 모두 낮은 정적 상관성(r=0.15~.0.36)을 나타냈다. 직무만족은 구조

적 임파워먼트 중 정보, 자원과 낮은 정적 상관성(r=0.35~0.39)을 보였으며, 

그 외 나머지 구조적·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들과는 모두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성(r=0.46~0.63)을 나타냈다. 

  셋째,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을 41% (F=36.374, p<.001) 설명하였으

며,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조합은 이전보다 직무만족을 

17% 더 설명하여 총 58% (F=57.510, 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에 대한 영향력은 심리적 임파워먼트(β=.45, p<.001)가 구조적 임파워먼

트(β=.44, p<.001)보다 β=.01만큼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은 37% (F=13.805, p<.001)였으며, 구조적·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합의 설명력은 총 61% (F=32.534, p<.001)로 이전보다 

내재적 만족을 24%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만족에 대한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설명력은 37% (F=13.828, p<.001)였으며, 구조적·심리적 임파

워먼트 조합의 설명력은 총 42% (F=15.056, p<.001)로 이전보다 외재적 만족

을 5%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심리

적 임파워먼트(β=.55, p<.001)와 기회(β=.20, p<.001)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외재적 만족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공식적 파워(β=.30, p<.001)와 심리

적 임파워먼트(β=.25,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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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며, 그밖에‘지지’와 내재적 만족 사이, ‘공

식적 파워’와 외재적 만족 사이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부분 매개 역할

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파워’와 내재적 만족 사

이, ‘지지’와 외재적 만족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 등의 보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외에서는 일찍이 구조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과 이직의도 감소를 위해 간호사를 임파워하는 구조적 환경 조

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데 반하여(Tinkham, 2013; Baumann et al., 

2001) 국내에서는 개인 차원의 동기부여적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정은영, 201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폭 넓은 기회와 

정보 제공, 지지적 분위기 조성과 자원에의 접근성 증진, 공식적·비공식적 

파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사회관계망 마련 등의 구조적 임파워먼트 

강화 방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가시적인 간호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간호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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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과정 중인 이진혜입니다. 
현재 임상간호사가 지각하는 구조적,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
한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
로 본 설문지 작성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설문은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본 설문지는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모든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특정 병원이나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
가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암호화된 파
일로 저장되고 3년의 보관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과 연구 
참여는 자의에 따라 중도 철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밝힙니
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들은 임상간호사의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
을 위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
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뒷장에 첨부된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시간과 연구 참여에 감사드리며 연구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년 12 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이진혜 (titanya85@yuhs.ac)
지도교수 이승은 (LEESE@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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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체크

※  다음은 ‘임파워먼트’에 대한 귀하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가평가 문항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본 적 없다.

     ② 들어본 적 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③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겠으나 정확히는 모른다. 

     ④ 들어본 적 있고 조금은 알고 있다. 

     ⑤ 배운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 다음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정의와 예시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조적 임파워먼트란, 조직 차원의 지지적, 구조적 환경을 조성하여 간호사가 개인
의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임파워하는(힘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② 구조적 임파워먼트란, 임파워된(구성원의 힘을 강화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하여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내적 동기를 향
상시키는 과정이다. 

③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개인이 업무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자기결정성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주변인들에게 영향력을 발
휘하는 것이다.  

④ 임파워된(구성원의 힘을 강화하는) 근무환경에서의 간호사는 최선의 임상적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 받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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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구조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업무환경에서,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전적인 업무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병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고 경영층(예: 병원장, 간호부(원)장)의 가치관(사명과 비

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고 경영층(예: 병원장, 간호부(원)장)의 목표에 대한 정보
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information)가 충분
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comments)이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서류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무요건을 완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필요시 일시적 도움(예: 인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혁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무수행에 대한 융통성(flexibility)이 충분히 보장된
다. ① ② ③ ④ ⑤

15. 병원 내에서 나의 업무관련 활동이 충분히 가시화
(visibility)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환자간호 시 의사와 협력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문제해결을 위한 동료들의 도움 요청에 응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문제해결을 위한 상사(예: 파트장, 수간호사)의 도움 요청에 
응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의사 외 다른 전문직(예: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견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0. 전반적으로, 나의 현재 업무환경은 나를 임파워(empower) 
시켜 내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전반적으로, 나는 나의 근무지가 임파워 하는(empowering)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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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J 잠깐! 쉬어 가세요.

출처: [뽀너스×민지르] 간호냥 이야기 #32 전투준비, https://blog.naver.com/bbonurse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장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직무능력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업무활동들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업무처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처리에 있어 독립성과 재량권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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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만족하는 정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나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2. 혼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3. 때때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중요한 인물(인정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5. 직속상사(파트장, 수간호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6. 직속상사(파트장, 수간호사)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7. 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8. 내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1.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2. 병원 정책이 시행되는 방식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3. 내 업무량 대비 급여 수준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4. 승진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5.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6. 내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인정 정도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18.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대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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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귀하가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또는 괄호 안을 빠짐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  

 1. 나이 만 (        ) 세 

 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3. 학력  ① 전문학사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4.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5. 종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무교 ④ 기타

 6. 임상경력  ① 현 부서: (      ) 년  (      ) 개월 ② 총 경력: (      ) 년  (      ) 개월

 7. 근무형태  ① 2교대  ② 3교대  ③ 고정(D/E/N) ④ 상근(정규시간) ⑤ 기타 (        )

 8. 근무부서
 ① 병동  ② 응급실  ③ 중환자실 ④ 수술실 ⑤ 검사실

 ⑥ 외래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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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원도구(CWEQⅡ, PEI, MSQ)

1. CWEQⅡ
Q. How much of each kind of opportunity do you have in your 

present job? None - Some - A Lot

1. Challenging work ① ② ③ ④ ⑤
2. The chance to gain new skills and knowledge on the job ① ② ③ ④ ⑤
3. Tasks that use all of your own skills and knowledge ① ② ③ ④ ⑤

Q. How much access to information do you have in your present 
job?  

No 
know-
ledge

-
Some
know-
ledge

- Know
A Lot

1. The current state of the hospital ① ② ③ ④ ⑤
2. The values of top management ① ② ③ ④ ⑤
3. The goals of top management ① ② ③ ④ ⑤

Q. How much access to support do you have in your   present job?  None - Some - A Lot

1.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ings you do well ① ② ③ ④ ⑤
2. Specific comments about things you could improve ① ② ③ ④ ⑤
3. Helpful hints or problem solving advice ① ② ③ ④ ⑤

Q. How much access to resources do you have in your present job?  None - Some - A Lot

1. Time available to do necessary paperwork ① ② ③ ④ ⑤
2. Time available to accomplish job requirements ① ② ③ ④ ⑤
3. Acquiring temporary help when needed ① ② ③ ④ ⑤

Q. (JAS) In my work setting/job: None - Some - A Lot

1. the rewards for innovation on the job are ① ② ③ ④ ⑤
2. the amount of flexibility in my job is ① ② ③ ④ ⑤
3. the amount of visibility of my work-related activities within 

the institution is ① ② ③ ④ ⑤

Q. (ORS) How much opportunity do you have for these activities in 
your present job: None - Some - A Lot

1. Collaborating on patient care with physicians ① ② ③ ④ ⑤
2. Being sought out by peers for help with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3. Being sought out by managers for help with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4. Seeking out ideas from professionals other than physicians, eg., 

physio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dieticians ① ② ③ ④ ⑤

Q. How much of each kind of opportunity do you have in your 
present job? None - Some - A Lot

1. Overall, my current work environment empowers me to 
accomplish my work in an effective manner. ① ② ③ ④ ⑤

2. Overall, I consider my workplace to be an empowering 
environment.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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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I – Psychological Empowerment  

3. MSQ – Job Satisfaction    

Question Strongly 
Disagree - Neutral - Strongly

Agree
 1. I am confident about my ability to do my job. ① ② ③ ④ ⑤
 2. The work that I do is important to me.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significant autonomy In determining how I do 

my job. ① ② ③ ④ ⑤

 4. My impact on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is 
large. ① ② ③ ④ ⑤

 5. My job activities are personally meaningful to me. ① ② ③ ④ ⑤
 6. I have a great deal of control over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① ② ③ ④ ⑤

 7. I can decide on my own how to go about doing my 
own work. ① ② ③ ④ ⑤

 8. I have considerable opportunity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in how I do my job. ① ② ③ ④ ⑤

 9. I have mastered the skills necessary for my job. ① ② ③ ④ ⑤
10. The work I do is meaningful to me. ① ② ③ ④ ⑤
11. I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① ② ③ ④ ⑤

12. I am self-assured about my capabilities to perform    
 my work activities. ① ② ③ ④ ⑤

Q. My present job, this is how I feel about... Very 
Dissatisfied - Neutral - Very

Satisfied
 1. Being able to keep busy all the time ① ② ③ ④ ⑤
 2. The chance to work alone on the job ① ② ③ ④ ⑤
 3. The chance to do different things from time to time ① ② ③ ④ ⑤
 4. The chance to be “somebody” in the community ① ② ③ ④ ⑤
 5. The way my boss handles his/her workers ① ② ③ ④ ⑤
 6. The competence of my supervisor in making decisions ① ② ③ ④ ⑤
 7. Being able to do things that don’t go against my 

conscience ① ② ③ ④ ⑤

 8. The way my job provides for steady employment ① ② ③ ④ ⑤
 9. The chance to do things for other people ① ② ③ ④ ⑤
10. The chance to tell people what to do ① ② ③ ④ ⑤
11. The chance to do something that makes use of my 

abilities ① ② ③ ④ ⑤

12. The way company policies are put into practice ① ② ③ ④ ⑤
13. My pay and the amount of work I do ① ② ③ ④ ⑤
14. The chances for advancement on this job ① ② ③ ④ ⑤
15. The freedom to use my own judgement ① ② ③ ④ ⑤
16. The chance to try my own methods of doing the job ① ② ③ ④ ⑤
17. The praise I get for doing a good job ① ② ③ ④ ⑤
18.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I get from the job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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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도구 번안 승인서

1. 구조적 임파워먼트 - CWEQⅡ (Condition of Work Effectiveness Questionnaire)

2. 심리적 임파워먼트 – PEI (Psychological Empowerment Instrument)

3. 직무만족 – MSQ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 86 -

[부록 4] 기관연구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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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웹툰 저작물 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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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Structural Empower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Nurse’s Job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to identify nurses’ 

perception of structural empower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clinical nurses working at 3 university hospitals in South 

Korea, and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3, 2019 to January 3, 2020 using a 59-item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 version 25.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structural empowerment was 3.02±0.50. Structural 

empowerment level perceived by nurses who worked in outpatient/laboratory 

department and non-shift work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worked in 

general wards and shift work. The average scor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3.38±0.53. Psychological empowerment level perceived by nurses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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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ed or had a relig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were 

unmarried or had no religion. 

2. The average score of job satisfaction was 3.20±0.46, and intrinsic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extrinsic satisfaction. Those with a masters or 

bachelor degree were significantly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a 

diploma. Job satisfaction and 4 sub-scale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were all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r=0.35~0.63). 

3. Structural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Specifically, strong predictors of intrinsic satisfaction 

were psychological empowerment (β=.55, p<.001), followed by ‘opportunity’ of 

structural empowerment (β=.20, p<.001). Where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extrinsic satisfaction was ‘formal power’ of structural empowerment (β=.30, 

p<.001).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clinical nurse’s job satisfaction was related 

both structural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o improve intrinsic satisfaction,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ividuals in the job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extrinsic satisfaction, personnel systems and policies should be in place enable to 

establish formal status of clinical nurses and strengthen their autho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development of nursing management strategy to 

improve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in Korean 

healthcare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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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ural empowerment, psychological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clinical n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