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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DISC성격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자
료는 K시의 5개 병원에 근무하는 30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집하였다.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D형이 I형과 S형보다 더 높음을 나타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 영역에서는 간호과정, 간호기술, 전문직발전에서 D유형이 S유형보다 높았고, 자기효능감에서도 D유형이 I유형
과 S유형보다 높았다. DISC 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I 유형 (r = .66, p<.01), S 유형 (r = .60, p<. 01), 

D유형(r =.56, p<.01), C 유형 (r = .52, p<.01)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D유형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I유형과 S유형에서는 교육/협력관계가 가장 낮았다. C유형에서는 간호기술이 가장 높고, 

간호과정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특성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호사 부서 배치에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업무수
행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사, DISC검사,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DISC personality types,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302 nurses in 5 hospitals in K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regard to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D type showed a higher score than type I type and S type. The lower region of the clinical 
performance showed the nursing process, nursing skills, higher score than the D Type S Typ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the type D (r=.56, p<.01), I 
type (r=.66, p<.01), S type (r=.6, p<.01)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ype C (r=.52, p<.01). As shown 
by these results, each personality type has a different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This facto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signment of nurses to departments or individual training 
programs so that they can deliver the most effective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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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병원은 의료기술  의약품 발달과 최첨단 의

료장비의 도입으로 형화, 문화되고 있다[1]. 한 간

호의 등도와 다양성이 증가하여 질 높은 간호서비스에 

한 요구가 커졌으며, 실무에서의 복잡한 상황에 처

할 수 있는 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2]. 여기에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하기 해서는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까지도 요구

된다[3]. 그러나 간호 장에서 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

은 환자의 요구나 의료기 의 장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지 되어 왔다[4].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학습

되어진 지식, 단력, 기술  태도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

는 가장 한 간호수행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5].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

과 높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간호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수행

은 우수한 간호사를 신할 수 없으며, 우수한 간호사라

도 소극 이고, 비 의욕 인 태도와 감정으로 일한다면 

간호업무성과에서 부정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6]. 따라

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문  지식과 간호기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간호사의 태도, 자질, 성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병원은 다양한 직종의 문가들이 

공존하는 조직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이 다양하고, 직무

가 복잡하며, 이질성이 크고, 부서나 구성원간의 긴 한 

조가 필요하며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다[7]. 한 과다

한 업무와 환자의 요구도 증가 등으로 직무스트 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8]. 특히 병원조직에서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간호직은 병원 내에서 업무특성 상 다른 

부서와의 긴 한 련성이 높아 타부서와 업무 력 능력

은 효율 인 간호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조

직구성원들의 워크는 간호의 질을 높이고 구성원의 이

직률을 낮추는데 요하며[8],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만

족을 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인간 계는 개인의 행

동유형과 효과 인 간호 업무수행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10]. 서비스 행동이나 태도는 교육이나 훈련 등에 

의해 개선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개별  성격특성과 

깊은 련이 있다[11]. 즉,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함은 지

식을 바탕으로 자신 특유의 인성을 통해 상자와 간호

사의 인 계 자체가 요한 간호 도구가 되어 나타난

다[12]. 따라서 자신 특유의 인성인 성격은 간호업무와 

매우 한 계를 갖게 된다. 한 성격은 살아가면서 

상황과 여건에 맞춰 계속 성장,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를 

해 노력한다면 간호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격특성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1]. 

최근에는 행동  행동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로 에니

어그램(Enneagram),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DISC (Dor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등과 같은 모델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

니어그램, MBTI 모델은 세분화되어 신뢰도가 높으나,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리 활용하기에는 복잡하다

는 단 이 있다[13]. 반면, DISC 행동유형은 진단이 용이

하고 간편하게 사람의 행동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 회사

나 기업, 업체 등에서도 고객의 행동특성에 따른 마  

략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14]. 그러므로 DISC 성격유

형으로 각 개인의 행동유형을 분석하여 자기 자신의 성

격유형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면 조직구성원의 인간 계에 도움을 주어  단합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련 부서와의 원활한 상

호 조로 양질의 간호와 효율 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

로 병원을 이용하는 상자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다.

인간의 사기진작과 자아성취감에 향을 미치는 개념

으로 Bandura[15]의 자기효능감이 두되고 있다[16]. 자

기효능감은 자신감과 자기조  효능감의 복합 인 개념

으로서 성공 인 업무수행을 한 자기능력에 한 구체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17, 18]. 한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 노력, 항 능력에 향을 미

쳐[19] 어떤 일에 시작과 그 일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20].직무수행을 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 스트 스와 같은 감정표

에서 야기되는 부정  효과를 낮춘다[1]. 간호 장에서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개개인의 활동에 한 동기 부여

와 변화를 주며, 연구 활동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된다

[1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 일수록 성공 인 업무수

행으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21]. 소속집단에 한 강한 

애착 등 다양한 업무  성과를 높인다[1, 22]. 일반 으로 

업무 수행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통해 자기효능감

도 함께 높은 경향이 있으나,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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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어 간호업무수행에서 고려해야 할 요한 요인이

라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능력의 개념을 연

결시킨 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사 상 DISC 성격유형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연구

[23, 24], 병원종사자의 DISC 행동유형  스트 스 처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연구[25], 보건직 종사자 상 

행동유형별 직무만족, 조직몰입 연구[26] 등과 같이 성격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연구가 부분이었다. 

행동유형 도구별로 보면,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간호사 

직무만족과 직무몰입[27], A-B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

스  직업만족도 연구[28]등이 있고, DISC 성격유형별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연구[29]가 있으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계성에 한 선행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자의 DISC 성격유형 분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상자의 성격 유

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계를 규명하여, 

DISC 행동유형을 고려한 임상수행능력  간호업무성과

를 향상시키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자의 DISC 성격 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간의 상 계를 규명하기 함이다.

⦁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악한다.

⦁ 상자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임상수

행능력을 악한다.

⦁ 상자의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을 악한다.

⦁ 상자의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DISC 성격 유형

과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의 련성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200병상 이

상의 3개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의 2개 병원에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 과 설명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 다. 상자수 선정

은 G*power 3.1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α=.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0.25, 성격유형별 집단을 포함하

여 계산하 을 때 280명이 표본크기로 추출되었다. 표본

크기와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

으며, 락, 불성실하게 작성된 18부를 제외한 302부를 

최종 으로 분석 하 다. 

 

2.3 연구도구

2.3.1 DISC 성격유형

미국의 Carlosn Learning Company가 개발한 도구로 

한국교육컨설 연구소의 PPS(Personal Profile System) 

진단지를 참고하여 24문항으로 Lee[3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4개의 단어 에 자신의 성향과 가장 

유사한 것에 4 , 가장 유사하지 않은 것에 1 으로 합산

한 수  가장 높은 수에 해당하는 것이 상자의 성

격유형임을 의미한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 Jacobas[31]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

정도구를 기 로 Jeong[32]이 수정, 보완한 17개 문항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Jeong[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4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 다.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Schwirian[33]의 Six-Dimension Scale

을 기반으로 개발한 도구를 Choi[34]가 수정, 보완한 것

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5가지 하 역으로 총 45문항

이다. 하 역으로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

항, 교육/ 력 계 8문항, 인 계/의사소통 6문항, 문

직 발  9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매우 잘 



간호사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33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333-345

한다’ 5  ‘매우 못한다’ 1 으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

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34]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 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 α=.93이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월 3일에서 1월 15일까지로 

G시 소재 K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IRB 번

호: kaya IRB-29호)을 받고 시행하 다. G시 소재 병원

의 간호부서장  각 병동 수간호사를 개별 하여 본 

연구의 목 과 차를 설명하 고, 참여에 동의한 5개 병

원의 병원장, 간호부서장  수간호사의 승인을 받아 연

구 진행하 다. 연구의 목 , 내용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제공

하 으며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수거하 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으며, 각 연구목 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은 평

균과 표 편차, 최 값, 최소값, 평균평 을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임상수행

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 다.

⦁ 상자의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정

도는 빈도, 평균과 표 편차, ANOVA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간

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96.7%로 

부분이었으며, 연령분포는 31∼40세 이하가 31.5%로 가

장 많았으며, 25세 이하가 28.8%, 26∼30세 이하가 22.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52.6%로 기혼보다 

많았고, 종교는 있음 52.3%로 없음보다 많았다. 학력은 

문 학 졸업 67.9%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재학이상 

6.3%로 나타났다. 직 는 일반간호사 68.5%로 많았고, 

주임간호사 17.9%, 수간호사 9.9% 순으로 나타났다. 근

무부서는 외과 계열 병동이 29.5%, 특수부서가 27.2%, 외

래  기타부서가 24.5%, 내과계열 병동이 18.9%순이었

고, 근무형태는  64.2%가 교 근무, 35.4%가 상근으로 나

타났다. 총 근무경력은 5∼10년 미만 23.2%, 2년 미만 

22.5%, 2∼5년 미만 22.2%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의 근

무경력으로는 1년 미만 39.1%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 26.2%, 3∼6년 미만 16.2%, 6년 이상 18.5%순이었

다. 근무부서의 배치 배경으로는 본인의 희망으로 배치

된 경우가 56%, 병원발령으로 배치된 경우가 44% 고, 

병원 선택의 이유로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가 44.7%, 본

인이 원해서가 42.1%순이었다. 병원에 한 만족도는 보

통 51.0%, 만족 32.8%, 불만족 16.2%로 나타났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에

서는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에서 연령은 41～50세 이하가 4.04 , 51세 이상이 

3.92±0.42 , 31～40세 이하가 3.86±0.45 , 26～30세 이

하가 3.81±0.49 , 25세 이하가 3.63±0.44  순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F=6.96, p<.001), 사후검정 결과 51

세 이상이 25세 이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 

3.94±0.42 , 미혼 3.70±0.47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t=12.06, p<.001), 최종학력은 학원 재학 이상 

4.15±0.43 , 졸 3.79±0.52 , 문 졸 3.78±0.44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5.63, p=.004), 사후검

정 결과 문   졸보다 학원 재학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 에서는 간호 장 이상이 4.11±0.40 으

로 가장 높았으며(F=3.36, p<.019), 근무형태는 상근 

3.93±0.47 , 교  근무 3.74±0.45 의 순으로 유의한 차

이(t=-3.30, p<.001)를 보 다. 총 경력은 10～15년 미만 

3.96±0.39 , 15년 이상 3.95±0.34 , 5～10년 미만 

3.81±0.42 , 2～5년 미만 3.76±0.50 , 2년 미만 3.66±0.46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F=4.05, p=.003), 사후 

검정 결과 총 경력 2년 미만에 비해 총 경력 15년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부서 경력은 6년 이상이 3.93±0.41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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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Mean±SD t or F
 p

 Scheffe’s
Mean±SD t or F

 p

 Scheffe’s

Gender Male 10(3.3) 3.70±0.75 -0.47 .651 3.53±0.46 -1.80 .073

Female 292(96.7) 3.82±0.45 3.72±0.39

Age(Year) ≤ 25a 87(28.8) 3.63±0.44 6.96 <.001 3.50±0.36 13.40 .001

26～30
b

69(22.8) 3.81±0.49 a<e 3.78±0.40 a〈d

31～40c 95(31.5) 3.86±0.45 3.77±0.36

41～50d 44(14.6) 4.04±0.40 3.94±0.36

51≤
e

7(2.3) 3.92±0.42 3.67±0.42

Material Uunmarried 159(52.6) 3.70±0.47 12.06 <.001 3.60±0.40 -6.00 .001

status Married 143(47.4) 3.94±0.42 3.90±0.35

Religion Yes 158(52.3) 3.86±0.48 1.91 .057 3.76±0.41 2.14 .033

No 144(47.7) 3.75±0.44 3.67±0.38

Education Collagea 205(67.9) 3.78±0.44 5.63 .004 3.70±0.38 6.57 .002

University
b

78(25.8) 3.79±0.52 a,b<c 3.70±0.41 a,b<c

Graduate school≤c 19(6.3) 4.15±0.43 4.01±0.42

position Staff nursea 207(68.5) 3.76±0.47 3.36 .019 3.66±0.40 8.32 .001

Charge nurse
b
 54(17.9) 3.90±0.45 3.84±0.34 a〈d

Head nursec 30(9.9) 3.87±0.40 3.94±0.31

Nursing managerd 11(3.6) 4.11±0.40 3.99±0.31

Work unit medicine ward 57(18.9) 3.80±0.44 0.31 .818 3.69±0.35 0.65 .583

surgery ward 89(29.5) 3.78±0.48 3.74±0.44

special part 82(27.2) 3.84±0.43 3.71±0.39

OPD & etc 74(24.5) 3.82±0.50 3.78±0.36

Shift work 3 duty 195(64.6) 3.74±0.45 -3.30 <.001 3.66±0.38 -4.60 .001

work 107(35.4) 3.93±0.47 3.87±0.38

total work < 2
a

68(22.5) 3.66±0.46 4.05 .003 3.56±0.36 12.53 .001

experience 2～4b 67(22.2) 3.76±0.50 a<d,e 3.70±0.42 a< e

5～9c 70(23.2) 3.81±0.42 3.78±0.35

10～14
d

51(16.9) 3.96±0.39 3.83±0.33

15≤ e 46(15.2) 3.95±0.34 3.95±0.34

work unit < 1a 118(39.1) 3.71±0.48 3.43 .018 3.62±0.39 7.88 .001

experience 1～2
b

79(26.2) 3.86±0.47 3.73±0.39 a〈d

3～5c 49(16.2) 3.82±0.44 3.80±0.38

6≤d 56(18.5) 3.93±0.41 3.91±0.34

appointment hope 169(56.0) 3.78±0.46 -1.25 .213 3.69±0.38 -2.10 .037

appointment 133(44.0) 3.85±0.47 3.78±0.41

workplace hope 127(42.1) 3.87±0.47 2.26 .106 3.75±0.38 0.37 .691

selection local area 135(44.7) 3.77±0.45 3.71±0.40

other 40(13.2) 3.74±0.48 3.74±0.42

satisfaction content 99(32.8) 3.87±0.50 1.54 .217 3.79±0.41 1.61 .202

level usually 154(51.0) 3.79±0.46 3.71±0.39

dissatisfaction 49(16.2) 3.73±0.38 3.69±0.36

 ※ a, b, c, d : Groups of variables subarea

<Table 1>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               (N= 302)

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이 3.71±0.48 으로 유의한 차이

(F=3.43, p=.018)를 보 다.

둘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

서 연령은 41∼50세 이하 3.94±0.36 , 26∼30세 이하 

3.78±0.40 , 31∼40세 이하 3.77±0.36 , 51세 이상 

3.67±0.42 , 25세 이하 3.50±0.36  순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F=13.40, p<.001), 사후검정 결과 41세∼50

세 이하가 25세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결혼 상태

에서 기혼 3.90±0.35 , 미혼 3.60±0.40  순으로 유의하

다(t=-6.00, p<.001). 최종학력에서는 학원 재학이상 

4.01±0.42 , 문 졸 3.70±0.38 과 졸3.70±0.41  순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6.57, p=.001), 사후검정 

결과 문   졸보다 학원 재학이상이 높게 나타

났다. 한  직 에서 간호 장이상 3.98±0.31 , 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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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3.91±0.32 , 주임간호사 3.82±0.35 , 일반간호사 

3.65±0.41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8.32, 

p=.001), 사후검정 결과 일반간호사보다 간호 장이상이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에서는 상근 

3.87±0.38 , 교 근무 3.66±0.38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4.60, p<.001). 총 근무경력에서 15년 이상 

3.95±0.34 , 10년∼15년 미만 3.83±0.33 , 5년∼10년 미

만 3.78±0.35 , 2년∼5년 미만 3.70±0.42 , 2년 미만 

3.50±0.36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F=12.53, p<.001), 

사후검정 결과 2년 미만 경력에 비해 15년 이상 경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서 경력에서는 6년 이상 3.91±0.34 , 

3년∼6년 미만 3.80±0.38 , 1년∼3년 미만 3.73±0.39 , 1

년 미만 3.62±0.39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7.88, p<.001), 사후검정 결과 1년 미만의 경력에 비해 

6년 이상의 경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서배치에서는 병원

발령 3.78±0.41 , 본인희망 3.69±0.38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F=-2.10, p=.037)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 및 근무부서별과 직위별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상자의 성격유형은 S유형(안정형) 40.7%로 가장 많

고, I유형(사교형) 25.2%, D유형(주도형) 20.2%, C유형

(신 형) 13.9%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성격유형으로는 체 S유형(안정형)이 가장 

많았고, 내과계, 외과계 병동, 외래  기타부서에서는  I

유형(사교형)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특수부서는 D유형

(주도형)이 두 번째로 많았다<Table 2>.

 Characteristics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

ousness

Work unit 

  medicine ward 10(17.5) 16(28.1) 22(38.6) 9(15.8)

  surgery ward 17(19.1) 26(29.2) 36(40.0) 10(11.2)

  special part 23(28.0) 20(24.4) 28(34.1) 11(13.4) 

  OPD & etc 11(14.9) 14(18.9) 37(50.0) 12(16.2)

position

  Staff nurse 37(27.3) 62(30.0) 87(42.0) 21(10.1)

  Charge nurse 15(27.8) 6(11.1) 24(44.4) 9(16.7)

  Head nurse 6(20.0) 5(16.7) 9(30.0) 10(33.3)

  Nursing manager 3(27.3) 3(27.3) 3(27.3) 2(18.1)

<Table 2> DISC Behavior by Work Unit & Position
(N=302)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80±0.46

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은 5  만 에 3.73±0.39

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로 나 어 살펴보면, 간호

기술 4.01±0.46 , 교육/ 력 계 3.69±0.50 , 문직발

 3.65±0.50 , 간호과정 3.62±0.47 , 인 계/의사소

통 3.62±0.60 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DISC유형별 자기효능감, 임상

    수행능력

상자의 DISC유형별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에서는 D(주도형)

유형 4.01±0.47 , C(신 형)유형 3.85±0.35 , I(사교형)

유형 3.78±0.45 , S유형 3.72±0.48  순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F=5.71, p=.001). 사후검정 결과, D(주도형)유

형이 I(사교형)유형과 S(안정형)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임상수행능력은 D(주도형)유형 3.87±0.41 , C(신

형)유형 3.76±0.32 , I(사교형)유형 3.72±0.41 , S(안정

형)유형 3.67±0.38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F=3.99, p=.008), 사후검정 결과 D(주도형)유형이 S(안

정형)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하부

역별로는 간호과정에서 D(주도형)유형이 3.79±0.44 , C

(신 형)유형 3.68±0.42 , I(사교형)유형 3.60±0.49 , S

(안정형)유형 3.54±0.47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F=4.08, p=.007), 사후검정 결과, D(주도형)유형이 

S(안정형)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기술에서는 D(주

도형)유형 4.17±0.46 , C(신 형)유형 4.05±0.42 , I(사

교형)유형 4.02±0.49 , S유형 3.90±0.42 의 순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F=5.15, p=.002), 사후검정 결과, D

(주도형)유형이 S(안정형)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

직 발 에서는 D(주도형)유형 3.81±0.47 , I(사교형)유

형 3.63±0.56 , C(신 형)유형 3.61±0.39 , S유형 

3.58±0.50 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F=2.97, p=.032). 

3.5 대상자의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 임상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D유형(주도형)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r=.56, p<.001)로 간 정도

의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  

역과의 계에서는 문직발 (r=.58, p<.001), 간호과정

(r=.54, p<.001), 간호기술(r=.45, p<.001), 교육/ 력 계



Personality Types of Nurses and the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39

DISC behavior   Dominancea Influenceb Steadinessc Conscientiousnessd
F (p)

scheffe's

Self-Efficacy 4.01±0.47 3.78±0.45 3.72±0.48 3.85±0.35
5.71(.001)

a>b,c

Cinical performance ability 3.87±0.41 3.72±0.41 3.67±0.38 3.76±0.32
3.99(.008)

a>c

Nursing courses 3.79±0.44 3.60±0.49 3.54±0.47 3.68±0.42
4.08(.007)

a>c

Nursing skill 4.17±0.46 4.02±0.49 3.90±0.42 4.05±0.42
5.15(.002)

a>c

Education /Partnerships 3.83±0.56 3.72±0.50 3.62±0.48 3.68±0.45 2.46(.06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64±0.68 3.49±0.65 3.66±0.56 3.69±0.44 1.57(.197)

Professional development 3.81±0.47 3.63±0.56 3.58±0.50 3.61±0.39 2.97(.032)

 ※ a, b, c, d, e : Groups of variables subarea

<Table 3>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by DISC Behavior                              (N=302)

Variables
Self

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ursing

Courses

Nursing

Skills

Education

Partnership

Interpersonal 

Communicati

on

Professional

Development

   

Dominance Self Efficacy 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56＊＊ 1

  Nursing Courses .54＊＊ .82＊＊ 1

  Nursing Skill .45
＊＊

.80
＊＊

.55
＊＊

1

  Education Partnership .42＊＊ .89＊＊ .62＊＊ .64＊＊ 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7＊＊ .76＊＊ .48＊＊ .52＊＊ .70＊＊ 1

  Professional Development .58
＊＊

.77
＊＊

.62
＊＊

.45
＊＊

.64
＊＊

.44
＊＊

1

Influence Self Efficacy 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66＊＊ 1

  Nursing Courses .53
＊＊

.78
＊＊

1

  Nursing Skill .47＊＊ .80＊＊ .47＊＊ 1

  Education Partnership .46＊＊ .68＊＊ .44＊＊ .47＊＊ 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55
＊＊

.79
＊＊

.50
＊＊

.54
＊＊

.44
＊＊

1

  Professional Development .56＊＊ .82＊＊ .56＊＊ .55＊＊ .38＊＊ .66＊＊ 1

Steadiness Self Efficacy 1 .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60
＊＊

1

  Nursing Courses .52＊＊ .83＊＊ 1

  Nursing Skill .51＊＊ .81＊＊ .70＊＊ 1

  Education Partnership .34
＊＊

.80
＊＊

.60
＊＊

.53
＊＊

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46＊＊ .78＊＊ .50＊＊ .49＊＊ .61＊＊ 1

  Professional Development .52＊＊ .75＊＊ .42＊＊ .44＊＊ .50＊＊ .63＊＊ 1

Conscientiousness Self Efficacy 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52＊＊ 1

  Nursing Courses .29＊＊ .81＊＊ 1

  Nursing Skill .48
＊＊

.81
＊＊

.64
＊＊

1

  Education Partnership .34＊＊ .73＊＊ .44＊＊ .45＊＊ 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7＊＊ .63＊＊ .33＊＊ .35＊＊ .48＊＊ 1

  Professional Development .42
＊＊

.62
＊＊

.30
＊＊

.32
＊＊

.36
＊＊

.37
＊＊

1

**p<.001

<Table 4> Correla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 Efficacy by Dominance type DISC Behavior  
(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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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2, p<.001), 인 계/의사소통(r=.27, p<.001) 순으

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다.

I유형(사교형)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r=.66, p<.001)로 간정도

의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  

역과의 계에서는 문직발 (r=.56, p<.001), 인 계/

의사소통(r=.55, p<.001), 간호과정 (r=.53, p<.001), 간호

기술(r=.47, p<.001), 교육/ 력 계(r=.46, p<.001) 순으

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다.

S유형(안정형)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r=.60, p<.001)로 간정도

의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의 하  역과의 계에서는 문직발 (r=.52, p<.001), 

간호과정(r=.52, p<.001), 간호기술(r=.51, p<.001), 인

계/의사소통(r=.46, p<.001), 교육/ 력 계(r=.34, p<.001) 

순으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다. 

C유형(신 형)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r=.52, p<.001)로 간정도

의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  

역과의 계에서는 간호기술(r=.48, p<.001), 문직발

(r=.42, p<.001), 인 계/의사소통 (r=.37, p<.001), 교육

/ 력 계(r=.34, p<.001), 간호과정(r=.29, p<.001) 순으

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상자의 DISC 성격 유형을 분석하여 자신

과 상 방의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상자들의 성격 유

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계를 규명하여, 

DISC 행동유형을 고려한 임상수행능력  간호업무성과

를 향상시키는 필요한 기 자료 제공을 함이며,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격유형 분포는 S유형(안정형)이 40.7%로 가

장 많고, I유형(사교형) 25.2%, D유형(주도형) 20.2%, C

유형(신 형) 13.9%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상으

로 한 Roh와 Shin[23]의 연구에서는 안정형(41.6%), 사교

형(31.2%), 신 형(18.5%), 주도형(8.8%) 순이었고, Yu 

[24]의 연구에서는 사교형(38.0%), 신 형(30.1%), 안정

형(21.4%), 주도형(10.5%)의 순이었다. 한 신규간호사

를 상으로 한 Mun과 Hwang[10]의 연구에서는 사교형

(42.0%), 안정형(29.0%), 신 형(17.6%), 주도형(11.4%)

의 순이었으며,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Yoon[29]의 

연구에서도 사교형(47.1%), 안정형(26.3%), 신 형(21.4%), 

주도형(5.2%)의 순이었다. 학생간호사나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사교형이 많았으며 간호사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정형이 많았고, 본 연구에

서는 안정형이 가장 많았으나 고 연차나 간 리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2차병원으로서 간 리자의 직무성

격상 주도형의 성격유형이 다소 많이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성격유형별의 분포는 연구 상자의 근무

경력이나 직 , 직장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는 연령, 

결혼 상태, 최종학력,  직 , 근무형태, 총 경력, 부서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연령에서는 41～50세에

서 가장 높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미혼보다도 높았

고,  직 는 일반간호사보다 간호 장이 높았으며, 근

무형태에서는 교 근무보다 상근근무가 높았고, 총 경력

과 부서 경력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Lim[35], Jeong[32], Ko와 Kang[36]

의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 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 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령, 학

력,  직 , 임상 경력 등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공 인 

경험, 목표달성, 문성 인식강화 등이 높아져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연령, 결혼 상태, 최종학력,  직 , 근무형태, 총 경력, 

부서 경력, 부서배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

한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에 한 Jeong[39]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연령과 학력이 높고 직 가 높아질수록 

업무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간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임상경력이 쌓이면 간호과정

이나 기술이 능숙해 지고, 다른 직종과의 의사소통이나 

력이 원만하여 효율 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며, 이

러한 직무에 한 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을 높게 나타낸

다고 생각된다.

둘째,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80±0.46 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eong[32]연구의 

평균 3.56±0.58 과 Lim[35]연구의 평균 3.61±0.47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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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하 으나, Ko와 Kang[36]연구에서는 평균 

3.41±0.40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상자의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 Jeong[32]연구에서는 37.2%, Lim[35]

의 연구에서는 32.7%, 본 연구에서는 32.1%인데 비해 Ko

와 Kang[36]의 연구에서는 10.6%로 차이가 나 근무경력

이 많아질수록 업무에 한 경험과 간호역량, 조직이해 

정도가 높고 안정 이여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수는 5  만 에 평균 

3.73±0.39 이었다.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Tae와 

Hwang[37]의 연구에서 평균 3.53±0.52 이었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Jun[5]의 연구에서는 평균 3.36±0.46

이었고, Lee와 Gu[38]의 연구에서는 평균 3.25±0.42

으로 간호 학생보다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수가 높

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실무

기술로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능력이 높아진다는 에서 

간호사가 간호 학생보다 높은 수를 보 다고 생각된

다.

임상수행능력의 하 역별로 수 순 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기술 4.01±0.46 , 교육/ 력 계 

3.69±0.50 , 문직 발  3.65±0.50 , 인 계/의사소

통 역 3.62±0.60 , 간호과정 3.62±0.47 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Tae와 Hwang[37]의 연구결과인 간호기술 

3.70±0.59 , 교육/ 력 계 3.51±0.60 , 문직 발

3.49±0.57 , 인 계/의사소통 역 3.47±0.57 , 간호과

정 3.41±0.57 의 순과 같았다. 반면, 간호학생을 상으

로 한 Jun[5]의 연구에서 교육/ 력 계 3.40±0.55 , 

문직 발  3.39±0.54 , 간호과정 3.37±0.48 , 인 계/

의사소통 3.36±0.59 , 간호기술 3.28±0.52  순의 결과를 

보 고, Lee와 Gu[38]의 연구에서 문직 발  3.33±0.49

, 교육/ 력 계 3.31±0.61 , 인 계/의사소통 3.31±0.58

, 간호기술 3.24±0.39 , 간호과정 3.14±0.46  순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사들은 간호기술과 

교육/ 력 계, 문직 발  순으로 수가 높았으며, 간

호 학생은 간호기술이 가장 낮은 수를 보여 간호기

술은 실무경력과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

와 간호 학생 모두 환자상태를 사정하고 진단을 내리

며 계획, 재, 평가하는 과정인 간호과정에 한 수가 

낮아, 간호과정에 한 체계 인 교육과 실무 용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제공해야 하는 간호기술 인 면에만 치 하다보니 

체 인 으로 환자 상태를 악하고 계획, 재, 평

가하는 간호과정 용능력이 훈련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고 사료된다.

셋째, 상자의 DISC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에서는  D유형(주도형) 

4.01±0.47 , C유형(신 형) 3.85±0.35 , I유형(사교형) 

3.78±0.45 , S유형(안정형) 3.72±0.48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임상수행능력에서도 D유형(주도형) 

3.87±0.41 , C유형(신 형) 3.76±0.32 , I유형(사교형) 

3.72±0.41 , S유형(안정형) 3.67±0.38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 역에서는 간호과정, 간

호기술, 문직 발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

력 계, 인/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에서 D유형(주도형), C유형(신

형), I유형(사교형), S유형(안정형) 순으로 높았으며, 

문직 발 에서 D유형(주도형), I유형(사교형), C유형

(신 형), S유형(안정형) 순으로 나타났고, 모두 D유형

(주도형)이 최고 높았으며 S유형(안정형)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는 Roh와 Shin[23]의 연구에서 나타난 업무수

행 자세는 D유형(주도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직무만족은 

I유형(사교형)이 가장 높은 수를 보 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Mun과 

Hwang[10]의 연구와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Yoon[29]

의 연구에서는 I유형(사교형)이 기본간호 수행, 정보수집, 

비  사고, 교육  지도력, 문직 발  태도  실천

능력의 하부 5개 역 모두에서 가장 업무수행능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D

유형은 권한과 책임을 요하게 여기는 행동특성을 보이

며  지향하는 목표가 높고 강한 결단력으로 다른 행동유

형에 비해 업무수행과 의사결정 시 빠른 결과물을 도출

해 내는 결과지향 인 경향이 있다[40]. 따라서 본 연구

상자의 병원 특성상 고 연차나 간 리자가 많고 그 

역할이 범 하며 리더로서의 주도 인 성격이 강하고 

개인  성취가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사료된

다. 반면, I유형(사교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은 낙

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새로운 사람

들과 쉽게 공감되는 성향 때문에 의사소통이 요한 간

호업무 환경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하며 조화로운 환경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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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으로 신규간호사나 학생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하고 신

하게 처리해야하는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에서는 C유형

(신 형)이 I유형(사교형) 보다 높게 나타났고, 문직 발

은 친화력과 공감 특성이 높은 I유형(사교형)이 C유형

(신 형)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상자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 계 결과에서는 I유형(사교형)이 r=.66(p<.001)

로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고, S유형(안정형)이 

r=.60(p<.001), D유형(주도형)이 r=.56(p<.001), C유형(신

형)이 r=.52(p<.001)순으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사람과의 계를 요시하고 쉽게 공감하는 특성을 가진 

I유형(사교형)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에 가장 강한 계를 나타냈고, 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내향 이며 인간 계에 우선순 를 두는[40] S유

형(안정형)이 두 번째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강한 계를 보 다.

상자의 성격유형별로 살펴보면, D유형(주도형)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 계(r=.56, p<.001)

는 간 정도의 양의 상 계를 보 다. 임상수행능력 

하부 역별로 살펴보면 문직발 (r=.58, p<.001), 간호

과정(r=.54, p<.001), 간호기술(r=.45, p<.001), 교육/ 력

계(r=.42, p<.001) 순으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

를 나타냈고, 인 계/의사소통(r=.27, p<.001)에서 가장 

낮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목표 지향 이며 

일에 우선순 가 명확하고, 강하고 직선 이며 지배 인 

성향[40]의 본인 주장으로 D유형(주도형)에서는 인

계/의사소통 역이 가장 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D유

형(주도형)은 개인  성취가 제공되는 환경, 도 인 업

무수행을 통해 업무결과에 한 자부심, 성취감을 갖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30], 인 계나 의

사소통에서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감성교육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유형(사교형)의 경우 문직발 (r=.56, p<.001), 인

계/의사소통(r=.55, p<.001), 간호과정(r=.53, p<.001), 

간호기술(r=.47, p<.001), 교육/ 력 계(r=.46 p<.001) 순

으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를 보 다. 인간 계를 

우선시하여 낙천 이며 비체계 인 성향[40]의 I유형(사

교형) 특성이 간호기술이나 교육/ 력 계 역에서 낮

은 상 계를 보 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I유형(사교형)

은 체계 인 리와 신 하고 정확한 실무교육을 제공하

여 산만하고 비체계 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S유형(안정형)의 경우 문직발 (r=.52, p<.001), 간

호과정(r=.52, p<.001), 간호기술(r=.51, p<.001), 인

계/의사소통(r=.46, p<.001), 교육/ 력 계(r=.34, p<.001) 

순으로 간 정도의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S유형

(안정형)은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우유

부단한 성향으로 의사결정이 더디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좋아하기[40] 때문에 교육/ 력 계에서 낮은 상 계

를 보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S유형(안정형)은 창의

인 업무보다 조용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업무에 하며,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이나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기

술을 주기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C유형(신 형)의 경우에서는 간호기술(r=.48, p<.001), 

문직발 (r=.42, p<.001), 인 계/의사소통(r=.37, p<.001), 

교육/ 력 계(r=.34, p<.001), 간호과정(r=.29, p<.001) 

순으로 다른 성격유형에 비해 체 으로 낮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간호과정에서 가장 낮은 상 계를 

보인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비 인 평가를 하는[40] 

C유형(신 형)의 성향으로 자기기 에 미치지 못한 결과

라 생각된다. 따라서 C유형(신 형)은 분석 이고 정확

한 기 이 필요한 업무가 하나, 완벽을 추구하다 시

기를 놓친다거나 비 인 평가나 갈등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간호사의 DISC 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

상수행능력 간의 계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

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

해 성격유형별 장, 단 을 이해하고 정 인 업무수행

능력을 유도하기 해 성격유형별 장, 단 에 맞는 실무 

교육으로 개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직무 특성에 따른 구성원 배치나  구성, 근무부서

를 결정할 때 활용하거나,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 취업을 

비할 때 는  간호사의 개인 맞춤형 훈련 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수행능력을 설문지에 의해 측정하 고  

DISC 성격유형으로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4가지 유형만

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성격유형을 악하는 것은 개인별 차이

를 이해함으로써 배려와 신뢰를 통한 워크 향상으로 

간호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되고 박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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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미가 부족한 병원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 간호사를 상으로 DISC 성격유형을 

분석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유형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

공하고, 상자들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

력과의 계를 규명하여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실시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자의 성격유형 분포는 S유형(안정형), I유형(사교

형), D유형(주도형), C유형(신 형) 순으로 나타났고, 일

반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은 연령, 

총 경력, 부서 경력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미혼보다 기

혼이, 최종학력은 학원 이상에서, 근무형태에서는 상근

이 높은 수를 보 고,  직 는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과 임상수행능력은 높게 나타냈다.

DISC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모두 D

유형(주도형), C유형(신 형), I유형(사교형), S유형(안정

형)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의 하

부 역에서는 간호과정, 간호기술, 문직 발 에서 D유

형(주도형)이 S유형(안정형)보다 높았고, 자기효능감에

서도 D유형(주도형)이 I유형(사교형)과 S유형(안정형)보

다 높았다.

DISC성격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계는 I유형(사교형)이 가장 높은 양의 상 계를 보 으

며 S유형(안정형), D유형(주도형), C유형(신 형) 순으로 

나타났다. D유형(주도형), I유형(사교형), S유형(안정형) 

모두 문직 발 에서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냈고 C

유형(신 형)에서는 간호기술에서 가장 높고, 간호과정

에서 가장 낮은 상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성격유형을 D, I, S, C  네 가지로 구분하

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DI, DS, DC, ID, IS, IC  등 두가지 

특성이 함께 반 된 12가지 성격유형별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규모와 특성의 병원별로 확 하여 간호

사의 성격유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의 계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의 경력은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요한 변수로 나타나 장기근속을 한 제도 인 

체계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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