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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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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behavioral styles of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DISC) were 
examined and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among newly hired nurses were explored. 
Methods: For this explanatory correlational research, 176 newly hired clinical nurses were recruited from three uni-
versity hospitals and on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in August, 
2013 th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The distribution of behavioral styles was 11.4%, 42%, 29% and 
17.6% for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respectively. DISC behavioral styles were as-
sociated with sub-areas of job satisfaction such as professional position and doctor-nurse relationship. DISC behav-
ioral styl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otal score for clinical competence and sub-areas of data collection, 
basic nursing skills,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leadership, and attitudes towar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actical skil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ISC behavioral styles predicted clinical competence 
(Adj. R2=.14, F=9.42, p<.001). Conclusion: A focus on cultivating influential and steady behavioral styles among 
newly hired nurses can be helpful in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There is a need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each person’s behavioral style based on the analysis 
of DISC behavioral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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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의료서비스 중심의 전문적인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현저하고,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으며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1]. 이러한 특수

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형태의 감정, 사고, 행동은 

환자의 만족과 조직문화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 환

자의 만족과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병원 내 조직

구성원간의 팀워크와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개인의 행동유형

은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따라서 병원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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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조직의 질적 향상과 간호사들에 의한 양질의 간호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업무와 의사결정의 미

숙함으로 인해 중압감과 부담감을 경험하는 실무경력 1년 이

내의 신규간호사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인적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유형은 서로 비

슷한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고, 행동유형의 유사성은 상호 편

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반면 다양성은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개인의 행

동유형 분석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행동유형 분석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

는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구성원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

지할 수 있다[3]. 인간의 행동유형은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에 

의해 4가지로 모형화되었는데, 이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및 신중형(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 Consci-

entiousness, DISC)의 행동유형으로서 내적 성향뿐만이 아

닌 관찰 가능한 인적자원의 행동패턴에 주목한다. DISC 행동

유형은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기주장이 강하

고 추진력이 뛰어난 주도형(Dominance), 낙관적이고 친화

력이 있는 사교형(Influence), 일관된 태도로 한결같은 안정

형(Steadiness), 논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신중형(Consci-

entiousness)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4]. 

DISC 행동유형의 인식은 업무현장에서 개인의 행동유형과 

강점을 발견하여 업무의 우선순위와 선호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고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5]. 또한 자신과 다른 우선순위와 선호를 가진 동료를 이

해하고, 이들과 협조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울 수 있

어 동료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6]. 국내에서 간호사 개인의 특성과 간호조직의 영향

을 연구한 결과들에 따르면, 개인적 성격특성에 따라 외적자

극에 의한 수용과 해결방법이 달라지고[7] 직무만족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성격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를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8]. 따라서 DISC 행동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직무

에 적합한 사람이 어느 유형의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한 후, 이

에 맞는 자원을 선발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한다면 

간호업무의 적절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9]. 

최근 DISC 행동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병원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었으며[10], 치위생

사 대상의 연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과 사회적 간접지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DISC 행동유형별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었으며

[12], 종합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DISC 행동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3]. 하

지만 간호업무수행과 관련된 연구로는 간호사의 DISC 행동

유형에 따라 투약오류의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만이 보고되어[14] 간호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간호실무현장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과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업무수행 요구 등에서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에 대

한 집중도가 요구되는데[15], 특히 신규간호사는 개인의 행동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과 간호업무수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직무의 만족정도는 간호사에게 있어 환

자에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인 특성으로서 전인간호를 이끌

어 내며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게 하여 간호업무수행에 큰 영

향력을 끼치게 되고 병원조직의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운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16]. 또한 신규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 결여로 인한 간호현장 부적응은 간호정체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며 혼란과 갈등은 빠른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

[17].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에게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를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

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신규간호사

의 DISC 행동유형을 고려한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

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정도

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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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의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

력에 대한 예측 유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업

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600~1,100병상 규모

의 대학병원 3곳과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1곳에서 입사 후 

경력이 12개월 미만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

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정하였다. 네 개 집단의 분산분석 검정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 f=.25, 유의수준 .05, 검정력(1-β)은 .80으

로 선정하였을 때 적절한 대상자수는 18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80부(97.3%)가 회

수되었으나, 그 중 설문응답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4부를 제외

하고 최종 결과분석에는 176부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분산

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보다 약간 큰 f=.30으로 했을 때 필

요한 대상자 수는 128명이었고, 예측변수 3개를 투입한 회귀

분석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도 119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분석된 표본 수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도구

1) DISC 행동유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는 한국어판 

DISC PPS (Personal Profile System)를 이용하였다. DISC 

PPS는 1928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Wil-

liam Marston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John Geier 연구팀이 

Carlson Learning Company와 공동으로 개발한 도구로써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개인의 행동유형인 주도형(Domi-

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형

(Conscientiousness)의 하위변인을 포함한다. 각각의 행동

유형에 해당하는 28개의 형용사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

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DISC PPS의 국내 독점 보급원인 한국교육컨설팅

연구소[18]가 번역한 한국어판 ‘DISC 개인 프로파일 시스템’

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업무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경향을 생

각하면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최고치와 최소치를 

각각 1개씩만 선택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를 통해 

DISC 행동유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 행동유형의 

특성을 기술한 1개의 형용사를 자신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요소 ‘최고치’ 하나와 가장 부합되지 않은 요소 ‘최소치’ 하나씩

을 선택한 후 가림(masking)처리되어 있는 표기란을 동전으로 

벗겨내어 표기하도록 하였다. 가림 처리를 벗겨내면 행동유형

이 표시된 부호(Z, ■, ▲, ★로 각각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을 의미함)가 나타나는데 부호별로 ‘최고치’에 표시된 

개수에서 ‘최소치’에 표시된 개수를 뺀 숫자를 조사표에 첨부되

어 있는 집계표로 옮기고 이를 그래프로 옮겨 그린 후 그래프 상

에서 최고점을 찍는 유형을 조사대상자의 성격유형으로 진단하

였다. 자신의 행동유형이 아니라 선호하는 행동유형에 표기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을 벗겨내더라도 부호로 표기되어 

있어 대상자들이 자신이 표기한 형용사가 어떤 성격유형에 해

당되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Ⅱ

의 행동유형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그 이유는 그래프Ⅱ가 현

재의 행동을 가장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다[13,18].

2) 직무만족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Paula[19]가 개발하고 Park[20]이 수

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 직무만족은 전문

적 위치, 보수, 업무요구, 자율성, 행정 사항,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계 등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영역

은 전문적 위치 4문항, 보수 2문항, 업무요구 4문항, 자율성 2

문항, 행정 사항 3문항,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계 6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식 5단계 평정척

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 5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분포된다. Park[20]의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76이었다.

3)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능력 측정도구는 Son, Park, Kim, Lee와 Oh[21]

가 일반간호사에게 분야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간호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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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한 업무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에서 업무수행능력은 정보수집, 기본간호 수행,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교육 및 지도력, 관리능력, 전문직발

전 태도 및 실천능력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부영역은 정보수집 5문항, 기본간호 수행 24문항, 의사

소통 4문항, 비판적 사고 6문항, 교육 및 지도력 9문항, 관리능

력 11문항, 전문직발전 태도 및 실천능력 5문항의 총 64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식 4단계 평정척도로 

‘매우 잘 할 수 있다’ 4점에서 ‘전혀 할 수 없다’ 1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 4점

에서 최고 256점으로 점수가 분포된다. Son 등[21]의 연구에

서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2였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9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연구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시 승

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IRB 승인번호: 2013-49). 연

구시작 전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연

구참여 중에도 참여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언제

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연구참여를 거부하

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과 비밀유지와 익명보

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연구대상병원인 3개의 대학병원

과 1개의 종합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

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료수집 허가를 받은 후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

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DISC 행동유형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값을 이용하였다.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

하였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 정도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집단 간

의 차이는 Duncan 사후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ISC 행동유형의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예측 

유무 확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

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76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25세가 

144명(81.8%), 26~30세가 30명(17.0%), 31~35세는 2명(1.2 

%)이었다. 성별은 남자 9명(5.1%), 여자 167명(94.9%)이었

으며, 학력은 전문학사 91명(51.7%), 간호학사 85명(48.3%)

이었다. 현 근무부서는 내과병동 60명(34.1%), 외과병동 40

명(22.7%), 산부인과 ‧ 소아과병동 19명(10.8%), 정신건강의

학과병동 9명(5.1%), 응급의료센터 ‧ 기타 26명(14.8%), 중환

자실 22명(12.5%)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1~6개월이 64명

(36.4%), 7~12개월이 112명(63.6%)이었고, 현 부서경력은 

7~12개월이 101명(57.4%)으로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 직무만족 및 업무수행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 분석결과 주도형 20명(11.4%), 사

교형 74명(42.0%), 안정형 51명(29.0%), 신중형 31명(17.6%)

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총합은 64.63±7.55 (범위 45~101)

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보면 ‘전문적 위치’ 13.42±1.75점, 

‘보수’ 5.32±1.48점, ‘업무요구’ 14.68±3.60점, ‘자율성’ 5.47 

±1.22점, ‘행정 사항’ 9.02±1.57점,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

계’ 16.72±2.70점이었다. 업무수행능력 총합은 181.43±16.98

(범위 133~245)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보면 ‘정보수집’ 

14.16±1.83점, ‘기본간호 수행’ 70.97±7.28점, ‘의사소통’ 

11.57±1.52점, ‘비판적 사고’ 16.85±2.35점, ‘교육 및 지도

력’ 24.49±2.87점, ‘관리능력’ 29.66±4.11점, ‘전문직발전 태

도 및 실천능력’ 13.72±1.84점이었다(Table 2). 

3.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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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0~25
26~30
31~35

144 (81.8)
 30 (17.0)
 2 (1.2)

Gender Male
Female

 9 (5.1)
167 (94.9)

Education College
Bachelor

 91 (51.7)
 85 (48.3)

Medicine
Surgical
Obstetrics＆Gynecology, Pediatrics
Psychiatry
Emergency room, Others
Intensive care unit

 60 (34.1)
 40 (22.7)
 19 (10.8)
 9 (5.1)

 26 (14.8)
 22 (12.5)

Department

Total clinical experience (month) 1~6
7~12

 64 (36.4)
112 (63.6)

Experience in current department (month) 1~6
7~12

 75 (42.6)
101 (57.4)

Table 2. Participants' Behavioral Styles, Job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ies (N=176)

Variables Min Max n (%) or M±SD

Behavioral Styles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20 (11.4)
 74 (42.0)
 51 (29.0)
 31 (17.6)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position 
Remuneration
Work needs
Autonomy
Administration
Doctor-nurse relationship 

 45
  8
  2
 10
  2
  5
  9

101
 20
  9
 56
  9
 15
 23

64.63±7.55
13.42±1.75
 5.32±1.48
14.68±3.60
 5.47±1.22
 9.02±1.57
16.72±2.70

Clinical Competence
Data collection
Basic nursing skills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Education and leadership
Management skills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actice skills

133
 10
 48
  8
 12
 17
 13
  8

245
 20
 99
 16
 24
 36
 44
 20

181.43±16.98
14.16±1.83
70.97±7.28
11.57±1.52
16.85±2.35
24.49±2.87
29.66±4.11
13.72±1.84

무만족 총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부영역

별로 ‘전문적 위치’(F=8.80, p<.001), ‘의사-간호사 간 상호

관계’(F=3.54, p=.016)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교형이 14.14±1.67점으로 다른 DISC 행동유형보

다 ‘전문적 위치’에 대한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5), 

또한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17.45±2.26

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보수’의 

경우 사교형이 가장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업무요구’의 경우 신중형이 업무

요구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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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Participants' Behavioral Styles (N=176)

Behavioral styles
Total

Professional 
position

Remuneration Work needs  Autonomy Administration
Doctor-nurse 
relationship 

M±SD M±SD M±SD M±SD M±SD M±SD M±SD

Dominancea

(n=20)
62.75±8.46  12.90±1.33**

a, c, d＜b
5.35±1.57 13.60±2.04 5.65±1.23 8.95±1.97 16.30±2.45*

a, d＜c＜b

Influenceb

(n=74)
66.40±6.13 14.14±1.67 6.38±1.43 14.86±1.85 5.43±1.18 9.14±1.56 17.45±2.26

Steadinessc

(n=51)
63.71±6.42 13.12±1.57 5.35±1.44 14.43±1.45 5.51±1.24 8.90±1.46 16.39±3.09

Conscientiousnessd

(n=31)
63.16±10.65 12.55±1.86 5.13±1.65 15.35±7.71 5.35±1.31 9.97±1.52 15.80±2.80

*p＜.05, **p＜.01.

Table 4. Differences in Clinical Competencies by Participants' Behavioral Styles (N=176)

Behavior styles
Total DC BNS Comm. CT EL MS ADS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Dominancea

(n=20)

174.80±20.26*

a, c, d＜b

13.55±1.43*

a, c, d＜b

68.70±10.85*

a, d＜c＜b

11.15±1.69 16.25±2.77*

a, c, d＜b

23.95±3.36*

a, d＜c＜b

28.65±4.11 12.55±1.99*

a＜b, c, d

Influenceb

(n=74)

185.86±18.21 14.55±1.79 72.24±7.15 11.84±1.57 17.45±2.46 25.22±3.08 30.30±4.01 14.25±1.91

Steadinessc

(n=51)

181.24±14.56 14.22±1.80 71.65±6.48 11.67±1.42 16.49±2.06 24.06±2.63 29.63±4.58 13.53±1.67

Conscientiousnessd

(n=31)

175.45±12.14 13.54±1.98 68.26±4.97 11.06±1.31 16.35±1.98 23.84±2.00 28.87±3.39 13.52±1.43

DC=Data collection; BNS=Basic nursing skills; Comm.=Communication; DT=Critical thinking; EL=Education and leadership; MS=Management 
skills; ADS=Attitude towar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actice skills; *p＜.05.

‘자율성’의 경우에도 주도형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행정 사항’의 경우 신중형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3). 

4.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총점에서 차이가 있

었는데 사교형이 185.86±18.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세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20, p=.007).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수집’(F=3.18, p=.025), ‘기본간호 

수행’(F=3.09, p=.029), ‘비판적 사고’(F=3.06, p=.030), ‘교

육 및 지도력’(F=2.81, p=.041), ‘전문직발전 태도 및 실천능

력’(F=5.4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수집의 경우 사교형이 14.55±1.79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기본간호 수행의 경우 사교형이 72.24±7.15점, 다음으

로 안정형이 71.65±6.48점으로 높았다(p<.05), 의사소통

의 경우 사교형이 11.84±1.57점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는 사교형이 17.45±2.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정형이 16.49±2.06점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5). 교육 및 지도력의 경우 사교형이 25.22±3.08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정형이 24.06±2.63점으로 높

았다(p<.05). 관리능력의 경우 사교형이 30.30±4.01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문적 

발전 태도 및 실천능력의 경우 주도형이 12.55±1.99점으로 

다른 세 유형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5)(Table 4). 

5.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DISC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독립

적 예측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enter) 방식의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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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17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32.38 10.85 12.19 ＜.001

DISC behavioral styles (IS vs DC)   7.49  2.66 .20  2.81 .006

Job satisfaction   0.45  0.16 .20  2.77 .006

Total clinical experience   1.02  0.39 .19  2.62 .010

Adj. R2=.14, F=9.42, p＜.001

DISC=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는 0.1 이

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는 10 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직무만족과 임상수

행능력의 회귀분석 모델에는 각각 상관성이 확인된 대상자의 

총 임상경력을 보정 독립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특히 임상

수행능력에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직무만

족을 보정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다. DISC행동유형 변수

는 ANOVA에서 긍정적으로 분류된 사교형과 안정형(n=125)

에 대해 주도형과 신중형(n=51)을 비교하는 2개 그룹으로 재

조정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DISC 행

동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8, p=.077). 그

러나 DISC 행동유형은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유의한 예측인

자로 확인되었는데, 모형의 F값은 9.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001) 세 변수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14%였다. DISC행동유형(β=.20, p=.006), 직무만족(β=.20, 

p=.006), 그리고 총 임상경력(β=.19, p=.010)의 순으로 영

향을 주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

과 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대상인 신규간호사들의 DISC 행동유형은 사교형 42.0%, 

안정형 29.0%, 신중형 17.6%, 주도형 11.4%로 사교형이 가

장 많았다.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Lee[22]의 연구에서는 주

도형 이 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교형 29.5%, 안정형 

24.8%, 신중형 13.7%의 순이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Yoo[12]의 연구에서도 

안정형 45.4%, 사교형 31.1%, 신중형 12.6%, 주도형 10.9%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DISC 행동유형의 분포는 연구에 참여

한 연구대상자의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

무만족 총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부영역인 ‘전문적 위

치’와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계’의 2개 하부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DISC 행동유형 중 사교형이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17개 병원의 병

원 종사자 543명을 대상으로 한 Bang, Jang과 Jung[10]의 연

구에서 사교형이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Lee와 Yoo[12]의 보건교사 1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교형의 행동유형을 가진 보건교사가 업무 및 

대인관계 효능감이 높았다는 결과와, Roh[13]의 임상간호사 

318명 대상 연구에서 사교형의 행동유형이 직무만족이 유의

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형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통제로부터의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지향하고, 행동의 속도가 

빠르며,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

람들과도 쉽게 어울리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18] 직

무만족과 업무 및 대인관계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그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주도형과 신중형은 이 두 가지 하

부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치위생사와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Kim과 Kim[23]의 연구에서 주도형과 신중형이 직

무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도형과 신중형의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적합한 조

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행동유형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의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보수집, 기본간호 수행, 비판적 사

고, 교육 및 지도력, 전문직발전 태도 및 실천능력의 하부영역

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ISC의 행동유형 

중 사교형은 이러한 하부 5개 영역 모두에서 가장 업무수행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형의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

은 상황을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인

정해 주며 의견교환이 자유롭고 감정을 잘 이해해 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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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에 동기부여가 된다[18]. 또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

람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나며 특유의 재치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쉽게 공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업무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지

원하며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성향 때문에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걸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낮

은 유형으로는 주도형으로 나타났는데, 주도형은 성취욕과 경

쟁심이 높은 성격인 만큼 과도하게 경쟁심을 부추기기 보다는 

평등하고 폭넓은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

도형은 권위가 제공되는 환경, 도전, 개인적 성취가 가능한 환

경, 다양한 활동과 업무가 가능한 환경 등을 선호하므로 주도

형에게는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업무를 맡겨 수행하게 함으로

서 업무결과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겠다[18]. 본 연구에서 주도형은 대부분의 업무수

행능력 하부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Kim, Lee와 

Eom[14]의 연구에서 주도형이 신중함과 정확성을 요하는 투

약업무에 소홀하여 투약오류 경험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

한다. 주도형은 행동특성 상 권한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결단력이 강하고 다른 행동유형에 

비해 빠른 편에 속해 업무수행과 의사결정 시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경향이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행동특성을 가지

는 주도형의 간호사들에게는 정확성과 안전성을 요하는 투약

과 같은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신중형은 업무수행능력 하부영역 중 정보수

집, 기본간호 수행, 의사소통, 교육 및 지도력에서 가장 업무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형은 심사숙고하며 엄

격한 유형으로 일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업무의 질과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

다[12]. 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자신과 타인에 대

한 기대가 높아 매우 비판적으로 행동하거나 갈등상황을 돌파

하지 못해 회피전략을 세운다. 또한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너

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므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번번하다[14]. 

간호사를 대상으로 DISC 행동유형과 업무수행능력과의 관계

를 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에 제한은 있지만, Kim 등

[14]의 투약오류에 대한 연구에서 신중형이 투약오류 경험도

가 가장 낮았고 투약오류 인식도는 가장 높았다. 신중형에서 

투약오류 경험도 낮았던 이유는 신중형은 엄격하고 분석적인 

유형으로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며, 격식을 중시하고 항상 

일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는 편이며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DISC 행동유형은 신규간호사의 임상수

행능력을 예측하는 독립적 인자임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에

서 DISC행동유형 변수는 사교형과 안정형(n=125)에 대해 주

도형과 신중형(n=51)을 비교하는 2개 그룹으로 조정되어 투

입되었으며, 회귀식에는 보정변수로서 단변량 분석에서 관련

성이 확인된 총 임상경력과 직무만족이 함께 투입되었다. 비

록 설명력은 14%로 높지는 않았지만 사교형과 안정형의 행동

유형은 총 경력. 직무만족과 함께 임상수행능력을 영향을 주

었으나, 직무만족에는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신규간호사의 긍정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 중 사교형 

및 안정형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다변량 분석을 통해 직무만족

이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DISC 행동유형의 예측 유무를 확

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DISC 행동유형은 동료 및 상사관계의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24] 개인의 DISC 행동유형을 진단하

고 훈련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또한 DISC 행동유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에도 영향

을 미치지만, 내부고객 즉 직원간의 신뢰와 팀워크에도 영향

을 주어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

해하고 배려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별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정서

적인 배려와 지지를 통한 간호업무에 대한 애착과 동기를 높

이고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인간관계 개선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간편하

게 인간의 행동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DISC 행동유형 측정도

구를 통해 간호업무와의 관계를 조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DISC 행동유형에 대한 교육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간관계를 개선하

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신규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적 차원

에서 DISC 행동유형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

별화된 실무교육과 DISC의 행동유형을 고려한 전략적 방안

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DISC 행동유형 분

석을 통해 간호조직 특성에 적합한 신규간호사의 업무배치뿐

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적용과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도 개인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더 나아가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이직을 감소

시켜 신규간호사 개개인의 안녕과 직업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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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간호사 또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DISC 행동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 논의하

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자가보고식 설문에 의해 임상수행능

력을 측정한 점과 DISC 행동유형 중 사교형의 경우 자신의 행

동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업무수행능력 측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

만족 총합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부영역인 ‘전문

적 위치’와 ‘의사-간호사 간 상호관계’의 2개 하부영역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수행능력의 하부영

역에서는 정보수집, 기본간호 수행, 비판적 사고, 교육 및 지

도력, 전문직발전 태도 및 실천능력에서 사교형이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안정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에서 DISC 행동유형은 직무만족과 총 임상경력을 

통제했을 때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독립적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 

중 사교형 및 안정형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력에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차원에서 DISC 행동유형 분석을 통해 먼저 간호사 개개

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의 성공적 행동개발을 통한 상

대와의 이해관계 개선을 이룸으로써 직무만족과 업무수행능

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병원자체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을 다양한 규모의 병원으로 

확대하여 신규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업무수

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DISC 행동유형별 병동 및 특수부서 배치의 효과성을 탐색하

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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