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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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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es i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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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 간의 인과 계와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해 시도하 다. 연구방법은 병원 간호사 244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조사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와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은 사회

 자본,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  자본은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 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에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인 자원 리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s nurs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244 nurses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with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and Amos 18.0. A positiv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ocial capital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ing between the head nurs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ocial capital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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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오늘날, 병원조직은 의료시장 개방,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자의 권리의식 변화와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에 처해야 하는 

실에 직면하고 있다[1,2]. 이에 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통해 간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궁극

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이 요구된다[2]. 
간호 리자의 리더십은 의료과정에서 추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고 자기의 직무에 몰입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도 으로 이끌어 나가는 요한 

역할을 한다[3,4]. 이처럼, 간호 리자의 리더십은 간호

사의 직무태도와 조직몰입,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4], 간호 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여겨진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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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조직에서 리더십의 요성이 두되면서 
리더와 구성원 간에 복잡한 계분석을 통한 다양한 리

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변  리더십은 리

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비 과 목표를 제시하고 조직구성

원 개개인에 한 섬세한 배려를 통해 조직목표와 략

의 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변  리더십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6]. 이에 간호계에서는 
효과 인 간호단  리를 하여 간호 리자의 변  

리더십이 간호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과 
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3,7], 병원 간호
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3,7,8]에서 간호 리자의 변

 리더십이 간호사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직무몰
입, 사회  자본 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특히 조직몰입은 조직 체에 한 개인의 감정을 반

하는 포 인 개념으로[5],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쏟는 열정으로 부각된다[9,10]. 이에 조직몰입은 개
인과 조직 입장에서 요한 의미가 있는데[11] 개인  

입장에서는 조직몰입을 통해 내외 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조직입장에서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몰입을 하

게 되므로 조직성과에 유익할 수 있다[9,12]. 이처럼, 조
직몰입은 조직성과에 직간 으로 작용하게 되므로[13] 
조직몰입의 기여요인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직원의 태도변수는 조직 내에 형성된 사회  자본

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3]. 최근, 사
회  자본에 한 심은 기존의 자본주의 모형을 신

하여 지식기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구

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발 인 동과 제도  

유연성이 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두되었다[15]. 사회
 자본은 조직 내의 사회  상호 계를 통해 얻는 무형

의 자본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  자본이 구축되면 상

호신뢰하고 규범, 력 등을 요시 여기게 되고[15,16], 
조직 구성원은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의 행동을 측할 수 있고 나아가 조직에 한 

일체감이 증가하게 된다[17-20]. 이에 사회  자본은 조

직몰입에 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원 간호사는  간호와 교 근무의 특수성으

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력 등의 사회  계성

이 무엇보다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21]. 이

에 병원 리나 간호 리 분야에서도 사회  자본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변  리더십, 조직몰입 등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7,16,21,22].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간호사의 조직몰입[7]과 사회  

자본에 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8,23].  다른 연구
[21,24]에서 사회  자본이 높은 경우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애착심을 가지고 만족하여 조직몰입에 정 으

로 작용한다고 하 다. 이처럼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간호사의 사회  자본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들 변수들의 련

성과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

몰입과 련된 선행연구는 부분 단편  조사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인과 계  매개효과를 확인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간호사들의 조직몰입의 계

에서 사회  자본이 매개변수로서의 효과를 규명함으로

써, 효율 인 인 자원 리와 간호업무 성과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를 악하고 변  리더십

과 조직몰입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함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 사회  자본과 조직몰입의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 사회  자본과 조직몰입의 상 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 조직몰입의 계에 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

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

과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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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300병상 이상의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표집하 으

며,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고 

서면날인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자의 윤리  측

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는 연구자의 권리, 연구목 만으

로 사용할 것, 연구 참여에 한 비 보장, 익명을 보장
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
함을 설명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
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를 이용하여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80%, 효과의 크기(fz)를 .05일 때, 본 연구의 목 에 부

합하는 정 표본크기는 193명이었다. 편의표집 상자
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연구 상자는 255명을 계획 
수행하 으며, 25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6
부를 제외하고 244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구도구

2.3.1 변혁적 리더십 

변  리더십은 조직의 장기  비 과 목표를 제시

하고,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 조직구성원의 고차

원 욕구를 자극하고 배려하는 등의 리더십 자질을 의미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Bass [25]가 개발한 도구를 
Chae [2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하 역은 카리스마 5문항, 개인  배

려 5문항, 지  자극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로 수가 높을수록 변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 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2 다

2.3.2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목 이나 이익을 해 

서로 조 하고 력하는 상호 계를 의미한다[17]. 본 
연구는 Lee [1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이 도
구는 총 23문항으로, 하 역은 네트워크 연결성 2문
항, 공유된 가치 4문항, 규범 3문항, 신뢰 5문항, 력 5
문항, 참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아니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로 
수가 높을수록 사회  자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ang, Kim과 Oh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다.

2.3.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해 애착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조직
을 해 자발 으로 헌신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9]. 본 
연구에서는 Mowday, Steers와 Porter [9]가 개발한 도구
를 Kim [1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총 9문항으로, 하 역은 가치몰입 3문항, 노력몰입 
3문항, 유지몰입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로 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Kim[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3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1.0 Program와 AMOS 
Program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제 변수들은 기술  

통계로 산출하 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 다. 둘째,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 조직몰입의 
계에 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은 비 표 화

계수(unstandardized β)와 표 화 계수(standardized B), 
표 오차(S.E), C.R (Critical Ratio), 유의확률(p)을 구하
고, 모형의 합도는 χ2, 자유도(df), 표 카이자승

(normed chi-square, NC)인 χ2/df 값, 비교 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조정 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증분 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IFI), 기 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IF), 근사원소 평균자승 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산출하 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과 제변수의 기술통계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이 
82.8%, 연령은 ‘26-30세’가 45.9%, ‘31세 이상’이 3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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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 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55.3%, 교육정도는 
‘4년제 졸’이상이 61.5%, 근무부서는 ‘일반병동’이 
63.8%, 직 는 ‘일반간호사’가 84.4%로 나타났다. 임
은 ‘251만원 이상’이 54.9%, 간호사로서의 경력은 ‘1-5
년’이 45.9%로 나타났다<Table1>.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변  리

더십은 3.08 /5 , 사회  자본은 3.70 /5 , 조직몰입
은 3.25 /5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변수인 변  리

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의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 값이 값 2를 넘지 않았고, Kolmogorov- 
Smirnov 검증결과 p>.05 이상으로 정규성을 만족하 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02 (82.8)
Male 42 (17.2)

Age (year)
≤ 25 49 (20.1)
26-30 112 (45.9)
≥ 31 83 (34.0)

Marital status Single 109 (44.7)
Married 135 (55.3)

Education level
3-year nursing school 94 (38.5)
Bachelor or higher 150 (61.5)

Working unit
Ward 156 (63.8)
Special
(ER, ICU, OR, OPD) 88 (36.1)

Position Staff 206 (84.4)
Charge 38 (15.6)

Income
(10,000won/month)

＜ 200 24 (9.9)
200-250 86 (35.2)
≥ 251 134 (54.9)

Total period of clinical 
career (year)

1-5 112 (45.9)
6-10 92 (37.7)
≥ 11 40 (16.4)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ve 
room; OPD=Out patient department. 

Table 2.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N=244)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3.08±6.43 0.29 0.06

Social capital 3.70±8.81 0.67 1.42

Organizational 
commitment 3.25±5.44 1.59 1.97

4.2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변  리더

십은 사회  자본(r=.64, p<.001)과 조직몰입(r=.50, 
p<.001) 간의 정  상 계가 있었으며, 사회  자본은 

조직몰입(r=.59, p<.001) 간의 정  상 계로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3>. 본 연구에서 다 공선성

(multicolinearity)의 검증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 계

수가 .80을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가 0.1 이하인 
변수가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서 독립변수들 간
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for Measured Variables 
(N=244)

Variables
Social capital Organizational 

commitment 
r (p) r (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64 (.001) .50 (.001)

Social capital 1 .59 (.001)

4.3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단위 관리자의 변혁

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변수 간 사회적 자

본의 매개효과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 변수 간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본 연구의 설정모형에 제시된 연구변수의 계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리자의 변  리더십이 사회  자본

에 통계 으로 유의하 고(C.R.=6.73, p<.001), 사회  

자본이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하 다(C.R.=2.70, 
p=.007). 한 간호사가 지각한 리자의 변  리더십

이 조직몰입에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C.R.=2.23, 
p=.026), 사회  자본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able 4, Fig 1>. 

Table 4. Model Path Coefficients               (N=244)
Path β B S.E. C.R. 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social capital .78 0.20 .03 6.73 .001

Social capital
→ organizational commitment .57 1.64 .61 2.70 .00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organizational commitment .46 0.33 .15 2.23 .026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2016

286

Fig. 1. Path diagram of the model.
        A=Transformational leadership; B=Social capital; C=Organizational commitment.

Table 5. Model Fit                                                                             (N=244)
Model x2 df p x2/df CFI AGFI IFI GFI RMSEA

Criteria 〉.05 〱3 〉.90 〉.90 〉.90 〉.90 〱.08

Partially mediated effect 88.70 51 .001 1.74 .96 .92 .96 .96 .06

CFI=Comparative fit index; AFG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IFI=Normed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지각한 리자의 변  리더십의 직  효과(β=.45, 
p<.001), 간  효과(β=.47, p=.003), 총효과(β=.92, 
<.001)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ig 1> 본 연구의 설
정모형 합지수는 x2 값 88.70(p<.001), x2/df 1.74, 
CFI .96, AGFI .92, IFI .96, GFI .96, RMSEA .06로 나
타나 x2 값을 제외한 기타 합지수는 모두 기 치를 만

족하 다<Table 5>. 한편 x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향을 받으므로 χ2/df 값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됨
에 따라 본 연구의 설정모형 합지수는 비교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의 계에 한 인과
계와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

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악한 후 이를 근거로 간호인력 리의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하 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한 일

체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
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7,16,21,22,28]에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이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간호단  리자

의 변 인 리더십이 병원조직과 간호조직의 목표와 가

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동

기부여시킴으로써[28]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동일시하고 일체감

을 형성하여 자신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해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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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하려는 행동에 기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변하는 의료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간호단

 리자의 리더십의 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병원
조직과 간호조직의 리자들은 간호단  리자가 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립과 함양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간호단  

리자는 리더십의 요성을 인식하고, 변  리더십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주기 인 로그램 참여와 자발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상자의 사회  자본이 조직몰입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자본이 높을수록 조

직몰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간호사
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21,24]의 결과에서 사회  자

본의 구성요소인 력과 참여가 조직몰입의 직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Han 
등[21]에서는 조 변수의 하 구성요소 별로 조 효과

를 분석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하여 분석한 차이는 

있다. 이에 각 변수의 하 구성요소에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병원간호사는 3
교  근무를 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력, 신
뢰 등이 환자간호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

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 간호사의 사회  자본의 요

성은 구성원의 조직 동일시와 일체감을 가지도록 변화시

키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사회  자

본에 한 심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발 인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간호 리자는 간호사들

의 사회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개발하

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이 사회  자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높을수록 사회

 자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

단  리자의 변  리더십은 조직 내의 공식 이고 

비공식 인 신뢰와 규범, 규칙 등에 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8]의 연구에
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높을수록 사회  

자본이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하 다. 이는 간호단  

리자의 변 인 리더십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 범  내

에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조

정하고 력하게 함으로써[17,19] 조직 내 구성원들 간
에는 한 유 계를 형성하여 간호조직내의 사회  

자본에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조직과 
간호조직의 리자들은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에 

한 인식을 높이고 육성하기 해서는 자신들만의 업무

분야 내에서만 활동하기 보다는 병원조직 체와 지역사

회 다양한 활동분야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16] 보여진다. 
넷째, 상자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

더십과 조직몰입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는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자의 사회  자본 수 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다른 정

도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 조
직을 상으로 한 Son과  Chung [6]의 연구에서 리자
의 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의 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함께 간호조직 연구 분야에서 조직의 유효성

의 변수로 측정되고 있다[28]. 직무만족은 직무 련요인

이며, 조직몰입은 조직 련요인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

로, 각 변수에 따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병원조직의 인 자원 리부에서 간호단 의 리

자의 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반간호사의 조직몰입

을 높이기 해서는 사회  자본의 구축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이 

조직몰입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 따라서 간호조직에 효과 인 변  리더십 략 

개발을 통해 간호행정 리자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7], 
사회  자본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에 한 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
다고 본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의 정도와 이들 변

수 간의 인과 계를 악하고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계에서 사회  

자본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 수행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는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과 사회  자본, 조직몰입 간의 인과 계에서 사

회  자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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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간호단  리

자의 변  리더십 략을 통해 사회  자본을 증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사를 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한다. 첫째, 상자의 표집을 무작 로 하여 결과의 

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의료기 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확 하여 후속연구가 필요

함을 제안한다. 셋째, 간호단  리자의 변  리더십, 
사회  자본을 증진시키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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