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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eth-
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547 nurses from four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done from September 22 to October 10,

2008. The tools used for this study were scale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4 items), self-leadership (14 items),

empowerment (10 items), organizational commitment (7 items), job satisfaction (8 items) and transformational transac-

tional leadership (14 items). Cronbach’s alpha and factor analysis were examined to test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SPSS Window 15.0 Program for actual numbers and percentages,

differences in the dependent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ans, standard deviations, correlation coef-

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ere

identified as self-leadership (β=.247), empowerment (β=.233), job satisfaction (β=.209), organizational commitment (β=

.158),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β=.142). Five factors explained 42.0% of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further management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nurse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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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조직은 조직전체를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행동이 축적됨

에 따라 발전하고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으므로, 자발적이며

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동기에서 행동하는 조직시민행동이

살아날 때, 그 조직은 힘을 갖고 변화에 적응하며 생명력을 가

질 수 있다(Song & Kim, 2002). 특히,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내

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리더에 의해 부하

가 고무되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조직의 성과가 높

아지고 조직의 비젼과 사명이 성취되며(Choi, 2005), 각 구성원

들이 맡겨진 일만 하면 될 뿐이라는 인식을 넘어 한 조직의 구성

원으로서 보다 강력한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조직 발전

을 위해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 조직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Oh & Jeung, 2006).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동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공유하고,

협동하고, 자원 봉사하는 일련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않지만 전

반적으로 조직기능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으로(Kim, Kim, & Kim, 2000; Organ, 1988), 다

른 사람의 일에 관한 개인적 관심의 표현, 개선을 위한 제안, 새

로운사람의훈련, 사무실규칙의준수등을말한다(Choi, 2005).

그밖에도할권리는있지만되도록삼가는행동인불만표현, 사

소한 일에 한 불평, 다른 사람과의 논쟁 등을 삼가는 것을 포

함한다(Seo, 2003).

최근 병원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공식적으로 요구

되는 역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직을 위해 기울이는 추가적 노

력을 요구하면서 병원 조직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여러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을

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의 과업이나 당면한 문제에

하여다양한직종의병원직원들과서로돕고솔선수범해야하

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요구와 간호 조직의 유효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다(Choi & Ha, 2007; Ko, 2008). 특히 간호사의 질

적 서비스의 제공은 병원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향을 미치

므로간호사의조직시민행동은그중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조직시민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서 다른 동료를 돕느라 자신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정

적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조직 내 구성원

들의자발적참여를촉진시켜조직전체의유효성을높이고, 조직

구성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데도움을주게된다. 또한조직전

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해주고,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해 다른 동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조직 내

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Jun 2003;

Park, 2004; Seo, 2003).

조직시민행동에 한 연구는 주로 군인, 호텔종사자, 연구원

그리고 기업체 종사자를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Ha, 2007;

Kim, 2002; Kim, Suh, & Joo, 2006; Shim & Chung, 2007),

최근에는 병원에서도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한 관심을 갖게 되었

다. 병원조직에서 조직시민행동에 한 연구는 병원직원이 인

식하는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Seo, 2003), 간

호사가 지각한 공정성과 조직유효성 관계(Park, 2004), 간호

단위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Jun, 2003) 등으로 간호사의 조직시

민행동과 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직

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분 경 학분야에서 조직유효

성의지표가되는조직시민행동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한

개인이 자신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과정인 셀프리더십(Manz

& Sims, 1995),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

신의 역량과 책임의식을 키우는 임파워먼트(Kim, 2003), 조직

의목표와가치에 한감정적인애착을의미하는조직몰입(Mow-

day, Steers, & Poter, 1979), 일에 해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

인 직무만족(Locke, 1976)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관리자

의 리더십은 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변

혁적 리더십(Bass, 1990), 구성원이 목표에 달성하 을 때 약속

한 보상을 제공하여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적 리더십(Bass,

1990) 등이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조직시민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조

직시민행동 관련요인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직

무만족, 관리자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등의 요인들과 상

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조직시

민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조직의 유

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사 개개인의 발전과 간호실무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특성과특성에따른조직시민행동을비교한다.

둘째, 조직시민행동과관련요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의조직시민행동에 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과 이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4개의 학병원에

근무하고, 본연구에참여를동의한간호사로하 다. 표본의수

는 일반적인 상관성 연구에서 문항 수의 5-10배를 권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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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ee & Lee, 2005), 이 기준에 근거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최소 335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최 탈락률 20%정

도를 고려하여 402명 이상을 목표인원으로 정하 다. 설문지

는 600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557부(92.8%)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된 10부를 제외한 총 547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

용하 다. 

3. 연구 도구

1)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이란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진 역할업무는 아니

나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기

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Organ, 1988), 본 연구에서는

Podsaoff, Mackenzie, Moormas와 Fetter (1990)가 개발하

고 Kim, Kim과 Kim (2000)이 번역한 24문항의 도구를 본 연

구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요인적재량이 0.6 이상

이며, 다른 요인과의 요인적재량에서도 0.3 이상을 넘지 않는

14문항(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 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효율성을 증 시키

는 과정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의미하며(Manz & Sims,

1995), 본 연구에서는 Houghton과 Neck (2002)이 개발하고

Ha (2007)가번역한35문항의Revised Self-Leadership Qu-

estionnaire (RSLQ)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요인적재량이 0.68 이상이며, 다른 요인과의 요인적

재량에서도 0.3 이상을 넘지 않는 14문항(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 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Ha (2007)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

었다.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란 구성원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책임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타인의 역

량 증 까지 도와주도록 하는 것으로(Kim, 2003), Spreitzer

(1995)가 개발하고 Kim (2005)이 사용한 총 10문항(5점 척도)

의 도구를 사용하 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신뢰도는Kim (2005)의연구에서는Cronbach’s α=.88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87이었다. 

4)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조직구성원들이자신이속한조직과자신을동

일시하고그조직에몰두하는경향을나타내는것으로(Mowday

et al., 1979), Mowday 등(1979)이 개발하고 Kim (2005)이 사

용한총7문항(5점척도)의도구를사용하 으며, 점수의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5)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자신의직무또는직무경험에 한평가로부터

결과되어지는자신의유쾌하거나긍정적인감정상태로(Locke,

1976), 본 연구에서는 Weiss, Dawis, England와 Lofguist

(1967)가 개발한 20문항의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

naire (MSQ)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으

로 요인적재량이 0.65 이상이며, 다른 요인과의 요인적재량에

서도 0.3 이상이 넘지 않는 8문항(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

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81로 나타났다. 

6)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란 관리자와 부하 사이에 직접적인 향력

행사보다는 부하의 가치 체계와 신념체계를 변화시켜 조직과

집단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

져오는 리더십이고(Bass, 1990), 거래적 리더십이란 리더와 부

하 사이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 리더십으로, 교환관계에 입각

하여 합의된 목표에 달성하 을 때 부하에게 약속한 보상을 제

공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다(Bass, 1990). 본 연

구에서는 Bass (1990)가 개발하고 Park (1997)이 번역한 36문

항의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Form 5X (MLQ

Form 5X)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요인적재량이 0.70 이상으로 다른 요인과의 요인적재량에서도

0.3 이상을 넘지 않는 6문항의 변혁적 리더십, 8문항의 거래적

리더십 등 14문항(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 다. 점수의 범위

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혁적∙거래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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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997)의 연구에

서 변혁적 리더십의 Cronbach’s α=.86, 거래적 리더십은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Cronbach’s α=.86, 거래

적 리더십 .82이었다. 

4.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1) 사전연구

본 연구의 진행은 사전연구와 본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전연

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종속 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독립

변수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직무만족, 관리자

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여,

선정된 측정도구를 지도교수 1명과 학원생 3명과 함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65문항을 선정하 다.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시 소재 일 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0명을 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설

문지를 수정∙보완하 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과 경

기도 소재 학병원 4곳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학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중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 다. 설

문은 상자가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졌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상자의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AN-

OVA 분석 후 평균비교는 사후검정 Sheffe로 분석하 다. 조

직시민행동,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

혁적∙거래적 리더십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간호사의 조직시민

행동과 관련 요인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

relation (명목척도 dummy 변수로 전환)으로 분석하 다. 또

한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 후 독립

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으

로 진단하 다.

연구 결과

1. 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특성에따른조직시민행동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의 연령분포는 26-28세(29.3%), 학력은 3년

제 간호 졸(37.1%), 종교는 유(59.0%)가 가장 많았다. 결혼여

부는 미혼(63.4%), 간호사경력은 3-5년(33.1%), 현 부서 경력

은 3년 이상(29.8%)이 많았으며, 직위는 평간호사(92.1%)가 가

장 많았다. 근무형태는3교 근무(78.6%), 근무부서는일반병동

(61.4%)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 비교

에서 연령은 31세 이하 집단보다 32세 이상 집단에서(F=10.03,

p<.05), 교육정도는 3년제와 4년제 집단보다 학원이상 집단

에서(F=4.77, p<.05), 간호사경력은3-8년사이의집단보다9년

이상인 집단에서(F=5.77, p<.0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집단보다 기혼집단에서(t=3.15, p<

.05), 직위에 따라서는 평간호사 집단보다 주임간호사 이상 집

단에서(t=-3.95, p<.05),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3부 교 집단

보다 2부 교 또는 통상근무 집단에서(t=-3.98, p<.05)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요인들의 정도

조직시민행동은 Table 2와 같이 문항평점은 3.42점이었다.

조직시민행동의 관련 요인들의 문항평점은 셀프리더십 3.51점,

임파워먼트 3.56점, 조직몰입 3.02점, 직무만족 3.07점, 거래

적 리더십 3.43점, 변혁적 리더십은 3.38점이었다. 

3.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성선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요인,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차이를보인일반적특성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Table 3과

같이 조직시민행동과 셀프리더십(r=.405, p<.01), 임파워먼트

(r=.481, p<.01), 조직몰입(r=.462, p<.01), 직무만족(r=.479,

p<.01), 변혁적 리더십(r=.305, p<.01), 거래적 리더십(r=.189,

p<.01), 연령(r=.209, p<.01), 간호사 경력(r=.186, p<.01), 결

혼여부(r=-.136, p<.01), 직위(r=.155, p<.01), 근무형태(r=.169,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관

계는 r=-.568�.634로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향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나 간호사 총 경력과 연

령의 상관계수가 .950으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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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령을 제외한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 다. 

4.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 요인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주요 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셀

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혁적 리더십, 거

래적 리더십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 중

명목척도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에 한회귀분석의가정을검증한결과오차의자기

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993으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557-.980으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

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21-1.794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ti-

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

ty)의 가정도 만족하 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어 특이값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회귀방정식(조직시민행동=

0.729+0.215×셀프리더십+0.192×임파워먼트+0.092×조

직몰입+0.154×직무만족+0.143×거래적 리더십)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5.944,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20으로 설명력은 42.0%

다.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셀프

리더십(β=.247), 임파워먼트(β=.233), 직무만족(β=.209), 조직

몰입(β=.158), 거래적 리더십(β=.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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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letter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p<.0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 (SD) t or F p Sheffe*

Age (M=29.8) ≤25 122 (22.1) 3.40 (0.32) 10.03 <.001 a
(yr) 26-28 160 (29.3) 3.35 (0.34) a

29-31 118 (21.6) 3.35 (0.35) a
≥32 148 (27.1) 3.54 (0.35) b

Education background 3 yr nursing college 203 (37.1) 3.37 (0.35) 4.77 .003 a
4 yr nursing college 165 (30.2) 3.38 (0.31) a
University/RN-BSN 141 (25.8) 3.46 (0.38) ab
Masters 38 (6.9) 3.57 (0.37) b

Religion Yes 323 (59.0) 3.43 (0.37) 1.08 .282
No 224 (41.0) 3.39 (0.33) 

Marital status Married 200 (36.6) 3.48 (0.37) 3.15 .002
Single 347 (63.4) 3.38 (0.34)

Total period of clinic career ≤2 92 (16.8) 3.42 (0.32) 5.77 .001 ab
(M=7.1) (yr) 3-5 181 (33.1) 3.35 (0.35) a

6-8 118 (21.6) 3.38 (0.35) a
≥9 156 (28.5) 3.50 (0.36) b

Total period on current ward <1 117 (21.4) 3.45 (0.35) 0.51 .677
(M=2.7) (yr) 1-<2 123 (23.0) 3.42 (0.33)

2-<3 140 (25.6) 3.39 (0.35)
≥3 163 (29.8) 3.41 (0.37)

Current position Nurse 504 (92.1) 3.40 (0.34) -3.95 <.001
Senior nurse or above 43 (7.9) 3.62 (0.40)

Shift-work Three shifts 430 (78.6) 3.38 (0.34) -3.98 <.001
Double shift/usual shift 117 (21.4) 3.53 (0.36)

Nursing unit General ward 336 (61.4) 3.43 (0.33) -1.05 .293
Special ward 211 (38.6) 3.39 (0.39)

Table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y Demographic Variables (N=547)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Criter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3.42 (0.35) 2.36-4.57
variable behavior

Influencing Self leadership 3.51 (0.40) 1.80-4.87
variables Empowerment 3.56 (0.43) 2.50-5.00

Organizational commitment 3.02 (0.60) 1.00-5.00
Job satisfaction 3.07 (0.48) 1.38-4.5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38 (0.60) 2.00-4.50
Transactional leadership 3.43 (0.34) 1.00-5.00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인들 중셀프리더십이간호사의가장큰조직시민행동 향요인

임이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인 조직시

민행동을 알아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조

직시민행동을 더욱 함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향 요인 분석 결과 학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평점 3.42점

이었다. 이는 보통 이상의 점수로 조직시민행동에 한 선행 연

구와 비교해보면, 1개 학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 (2007) 연구에서의 평점 3.28점보

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는 모두 정규직 간호사이고,

선행연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호사 모두를 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이기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독립변수 중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향요인으로는 셀프

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리자의거래적리더

십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의 요인이 간호사의 조직시민행

동을 4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셀프리더십

은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첫 번째 향요인으로 그 정도는 평

균 3.51점(5점 척도)이며,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과 셀프리더

십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Lee, 2007), 군인(Ha, 2007)을 상

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셀프리더십과 조직시민행

동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이 조직

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확한 판단과 전문적인 능력 발휘를 통해 간호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증

진시키는 셀프리더십(Ha, 2007)은 조직기능의 유효성이나 효

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호

역에서 셀프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 관계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므로 셀프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반

복연구와본연구결과를토 로간호사의셀프리더십을높일수

있는 중재 방안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두 번째 향요인 임파워먼트는 3.56

점(5점 척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임파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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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x1=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x2=self leadership; x3=transformational leadership; x4=transactional leadership; x5=organization commitment;
x6=job satisfaction; x7=empowerment; x8=age; x9=total period of clinical career; x10=total period on current ward; x11=marital status; x12=current posi-
tion; x13=shift-work.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2 .405**
x3 .305** .131**
x4 .189** .069 .227**
x5 .462** .194** .415** .101*
x6 .479** .226** .329** .045 .634**
x7 .481** .281** .275** .021 .427** .438**
x8 .209** .011 .098* -.042 .233** .195** .262**
x9 .186** -.006 .096* -.059 .205** .186** .270** .950**
x10 .013 .010 .024 -.032 .107* .073 .144** .368** .393**
x11 -.136** .001 -.118** .020 -.149** -.145** -.219** -.568** -.565** -.230**
x12 .155** .036 .043 .038 .168** .185** .155** .546** .554** .174** -.253**
x13 .169** .109** .127** .017 .150** .228** .216** .329** .330** .008 -.221** .42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dj R2=Adjusted R Square.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Dubin-Watson

Constant .729 .167 4.37 <.001 .420 55.944 <.001 1.993
Self leadership .215 .030 .247 7.17 <.001
Empowerment .192 .032 .233 5.94 <.001
Job satisfaction .154 .033 .209 4.72 <.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092 .026 .158 3.58 .002
Transactional leadership .143 .034 .142 4.24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트는 조직시민행동 향 요인의 주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 결과

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업체(Han, 2006), 연구소

(Shim & Chung, 2007)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상자의 임파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파워먼트

는구성원에게자신의역량과책임의식을키우고나아가타인의

역량 증 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Kim, 2003), 간호사에

게 임파워먼트는 간호직에 한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의 능력

을 키워 업무를 능숙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업무에 한 만족감

과 환자에 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주로 금융업체, 연구소(Han, 2006; Shim &

Chung, 2007)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을 뿐, 간호 분야에서 이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간호사를 상으로 임파워먼트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밝

히는 많은반복연구를통한재확인과임파워먼트를증진시킬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세 번째 향요인인 직무만족은 평

점 3.07점(5점 척도)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조직

시민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간호사(Park, 2004), 금융업 종사자(Han, 2006),

호텔종사자(Kim et al., 2006)를 상으로한연구결과와유사

한 것으로, 간호 역에서도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간호사의 직

무만족은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넘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

산성의 증 뿐만 아니라 질적인 환자 간호와 친절한 간호를 제

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Park, 1997),

병원 조직 내에서도 원활한 인간관계와 이타적인 행동으로 다

른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향을 미쳐 조직의 원활한 운

을 돕고(Park, 2004), 조직의 유효성도 증 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조직시민행동 네 번째 향 요인인 조직몰입은 평점 3.02점

(5점 척도)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몰입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물론 향요인임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Jun, 2003; Park, 2004), 호텔종사

자(Kim et al., 2006)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조직몰입이 높게 형성될수록 장기적으로 조직을 건전하게

만드는 조직시민행동이 증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직

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직률과 결근율을감

소시켜 기업 경 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해주는 태도로(Kim,

2005), 간호 역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종사자(Kim, 2002), 호텔종사자

(Kim & Won, 2004) 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래적 리더

십이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Shim과 Chung (2007)이 연구원을

상으로한연구에서거래적리더십과조직시민행동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다. 이는 기

업종사자나호텔종사자(Kim, 2002; Kim & Won, 2004)와 같이

고객을 상으로 하는 직종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

행동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반면, Shim과 Chung (2007)

의 연구에서와 같이 순수하게 연구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종에

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오히려 부정적인 향을 미쳤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연구는

간호 역에서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경 학 등의 타분야의 선

행연구에서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활발

한 반복연구를통하여 확인할 필요성이있다고 본다. 

이상을 요약하면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은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리

자의 거래적 리더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들 요인들을 증진

시킴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 교육정도, 간

호사경력,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차이가 있음도 고려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기 위

한 중재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부분

이 호텔이나 기업체 종사자, 군인 연구원 등을 상으로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상으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의

향 요인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관리자들

에게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키고,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중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병원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고, 조직구성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타분야에서 주로 사

용해오던 셀프리더십, 직무만족, 관리자의 변혁적∙거래적 리

더십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의 측정도구들이 간호사를 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으므로 이 도구

가 추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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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

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추후 반복 연구와 간호사의 조

직시민행동에 향을미치는다른요인들을규명하는많은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향 요인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향 요인을 파악하고 규

명함으로써 간호사가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조직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간호사 개개인의 발전과 간호실무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나아가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상자의 인구 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은 연령, 교육정도, 간호사경력,

현부서 경력, 직위,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문항평점 3.42점이었고, 관련요

인의 문항평점은 각각 셀프리더십 3.51점, 임파워먼트 3.56점,

직무만족 3.07점, 조직몰입 3.02점, 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

3.43점,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3.38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다

소 높았다. 둘째,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셀프리더십, 임파

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

적 리더십 그리고 상자 특성 중에서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경력, 결혼상태, 부서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으로

간호사의조직시민행동을42.0% 설명할수있음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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