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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병원간호사의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간호서비스 제공은 고객만

족, 의료의 질보장과 직결되고, 병원의 생산성 증대에도 영향을 미

치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전인 간호 제공을 위

한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능

력,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능력,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환자를 대하면서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간호사 개개인이 그 조직

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셀프리더십을 지녀야 한다[1] 셀프리더십

은 복잡하고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박은하1 ·채영란2

1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강원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for Hospital Nurses

Park, Eun Ha1 · Chae, Young Ran2

1Department of Nursing, Mun Kyung College, Mungyeong; 2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for hos-
pital nurse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64 individuals 
(32 in each group), all of whom were nurses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job experienc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two hours of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once per week, for four weeks. The questionnaire for 
pre and post test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transfer motivation for learning,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clinical 
nursing competen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leader-
ship scor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F= 15.10, p < .001).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ransfer motivation for learning (t = -5.44 p < .001), communication ability 
(F = 15.29, p < .001), clinical nursing competency (F = 15.23, p < .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cores (F = 7.21, p = .009). 
Conclusion: The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leadership, commu-
nication ability, clinical nursing competen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us, by implementing the program at clinical levels, it 
will be a basis for nursing personnel resource administration. 

Key Words: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Communication; Nurses
국문주요어: 셀프리더쉽, 강화, 의사소통,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Chae, Young Ran
 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G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86 Fax: +82-33-259-5636 E-mail: yrchae@kangwon.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 박은하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19, 2018 Revised: May 20, 2018 Accepted: May 24,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www.bionursingjournal.or.kr

https://doi.org/10.7586/jkbns.2018.20.2.132

한
국기초간호학회

Original Articl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8;20(2):132-140

https://orcid.org/0000-0001-9472-7654
https://orcid.org/0000-0002-8523-0395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133

https://doi.org/10.7586/jkbns.2018.20.2.132www.bionursingjournal.or.kr

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창의적 행동

을 통해 간호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병원 간호사

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 구성원

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조직의 목

표달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2].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 이

직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3-5]. 셀프

리더십은 의사소통 능력과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이며[3,8] 간호

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치료적 관계에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 실무 수행 능력과 더불어 간호 업무 능력을 결정짓는데 매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셀프리더십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감과 내적 통제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직무만족과 연결되어 간호업무를 향상시킨다

[3,7]. 또한 조직유효성 지표인 조직 몰입과 이직 의도의 관계는 셀프

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 정도가 높고[8-9] 이직 의도 정

도는 낮게 보고되고 있다[5]. 즉,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

발적인 능력 발휘를 통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성과를 가져온다

[10]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병원에서의 셀프리더십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리드하여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스스

로 동기부여 함으로써 간호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

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병원간호사들 스스로 동기부여와 긍

정적 사고전환을 통해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간호 

실무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 실

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면 이는 조직 몰입을 높여 궁극적으로 이직 

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 얻은 지식, 기술, 행위와 태도를 내적인 

전이과정을 통해 업무에 적용하려는 학습 전이 체제 목록(Learning 

Transfer System Inventory, LTSI) 모형[11]을 기반으로 하여 셀프리더

십 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적용하였고, 학습 전이체계 목록 모형은 

학습의 전이 과정을 학습, 개인수행 및 조직성과 간의 관계로 설명

하였다[11]. 경력이 짧을수록 셀프리더십 점수가 낮고[5]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기 위한 의미부여와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임상경력 5년 이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 프

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

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의 증진과 이직 의도를 낮춤으로

써 효율적인 간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

력, 조직 몰입,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교육을 효과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Holton 등[11]의 학습 전이 체제 목록(LTSI)모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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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LTSI 모형은 학습의 전이 과정을 학습, 개

인수행 및 조직성과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학습에는 전이 능

력, 전이 환경, 전이 동기 요인이 포함된다. 전이 능력과 전이 환경 요

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 요인은 전이 동기를 변화시켜 수행 결

과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의 효

과를 검정하기 위한 전이 능력 요인에는 셀프리더십의 전략인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과 자기 효능감이 

포함되고, 전이 환경 요인에는 간호 실무 수행 능력에 대한 피드백,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 성과, 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포함

되며, 전이 동기 요인에는 자기 동기부여가 포함된다. 본 연구의 개념

적 기틀에서 셀프리더십 학습을 통해 개인수행 및 조직성과 변수인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 이직 의

도가 변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Figure 1).

4. 연구 가설

가설1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학습 전이 동기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4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5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조직 몰입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6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이직 의도 점수가 낮을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를 위한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강화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습 전이 동기,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

력, 조직 몰입, 이직 의도, 간호 실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6년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충북 C시

에 위치한 K대학병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프로그램 개최 문서 알림

을 통해 공지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

의한 임상경력 6개월 이상에서 5년 이하인 간호사로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 정보 교환에 의한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간 동질

성 확보를 위해 실험군에 선정되지 않은 병동의 간호사를 비교군으

로 선정하였다. 

표본크기의 결정은 G Power program 3.1.2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는 Jung [12]의 간호 대학생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효

과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

이를 근거로 산출된 효과크기는 0.68이었으며,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1-β) .80으로 설정하여 필요한 대상자수는 실험군과 비교군 

각각 28명씩 총 56명이었다. 중도탈락률을 고려한 실험군 32명, 비교

군 32명 대상자를 모집할 것을 계획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험

군 34명, 비교군 34명이 모집되었다. 실험군은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병동 수간호사를 통한 홍보, 중도탈

락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 전일과 당일오전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를 문자로 전송하여 확인시켰다. 참여자 중 2명은 참석률

이 저조하여 탈락하였고, 비교군은 사전 조사 후 1명이 사직하고, 1

명은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하여 최종적으로 실험군 32명, 비교군 

32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척도는 1992년 Manz [13]가 개발하고 Kim [14]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의 6개 요인에 각각 3문항씩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

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쉽이 높음을 의

미한다. Kim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의 Cronbach’

s α는 .85이었다.

2) 학습 전이 동기

Holton 등[11]의 LTSI모형의 version 3.0을 Jung [15]이 번역하여 사

용한 도구 중 학습 전이 동기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문항으

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전이 동기

가 높음을 나타낸다. Jung [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는 .85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는 Rubin [16]이 개발한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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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Hur [17]가 수정한 도구 15개 문항(Global Interpersonal Com-

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

렇다’ 3점, ‘다소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17]가 개발한 당시는 Cronbach’s α는 .7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4이었다.

4) 간호 실무 수행 능력 

Jang [18]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 경력 개발 모형에서의 4단계 임

상 등급에 따른 실무 능력에 대한 96개의 행동지표를 수정 보완하

여 승인 후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과학적,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영역의 4개로 구성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성 개발력, 자원관리 

능력, 병동업무 처리능력, 윤리적 가치지향성, 협력, 자신감, 자기조

절능력, 유연성, 환자이해 능력, 환자 지향성, 임상적 판단과 대처, 영

향력, 타인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

항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언제나 

그렇다’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실무 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5이

었다.

5)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의 측정 도구는 Porter 등[19]이 개발한 조직 몰입 도구

(Organizational Committment Questionnaire, OCQ)에 Park [20]이 사

용한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애

쓰려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으려는 강한 의욕 등의 세 

요소를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다소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의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20]의 Cronbach’s α가 .87,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6) 이직 의도 

이직 의도의 측정 도구는 Mobley [21]가 개발하고 Cheon [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승인 후 이용하였으며 5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다소 그렇다’ 4

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76이었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본 연구자는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

가 과정의 총체적 절차인 교수 체제 설계(Instructional Systems De-

sign, ISD) [23]를 적용하였다. 

첫째, 분석단계에서는 문헌고찰, 현장 전문가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및 직무과제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방법을 결정하였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는 내용 및 학습순서

를 결정하여 간호사로서의 자기이해, 동기부여, 자기관찰, 의사소통, 

갈등 문제 해결, Goal Setting, Reality, Option, & Will (GROW) 모델 이

Table 1.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of Clinical Nursing        

Expected outcomes
Self-leadership 
sub-strategies 

Contents Transfer environment

Understand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Describe the behavioral focused strategy of self-leadership

Self-observation
Self-rewards
Management cueing

1. Concept of self-leadership
2. Self-understanding as a nurse
3. Motivation

D escribe the behavioral focused strategy of self-leadership & natural reward 
strategies

A pply behavioral focused strategy through self-observation to the nursing field 
Apply the conflict resolution issues

Self-observation
Self-punishment
Internal rewards

1. Self-observation
2. communication
3. Resolve conflicts

Self-efficacy
Feedback for nursing 
 performance

Describe the behavioral focused strategy of self leadership
U nderstand of the GROW model of problem solving methods and can be 

applied to nursing
Can set the vision and goals

Self-goal setting 1.  Understanding and applying  
of GROW model 

2. Goal setting in nursing
3. Vision and goals set

Personal outcomes
Supervisor & 
 peer support

Describe the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of self-leadership
C an enhance constructive thinking through self-leadership self-talk, positive 

emotional management & coaching exercises for self-improvement coaching

Mental imagery
Internal self-talk
Beliefs and 
 assumptions

1. Self-talk
2. Positive emotion management
3.  Self-coaching to improve self-

leadership

GROW = Goal setting, reality, optio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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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및 적용, 간호 업무에서의 목표설정, 비전 및 목표설정, 자기대화, 

긍정적 정서관리,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코칭 순으로 결정하였다

(Table 1). 셋째,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호학과 교수 및 셀프리더십 전문가 등 5인을 통해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고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97이었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 시나리오, 프로그램 참여

자들이 활용할 워크북, 대조군에게 제공할 소책자, 발표자료를 작

성하고 필요한 교구를 만들어 준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넷째, 실행단계에서는 연구대상

자에게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심리적 교

육을 주 1회 2시간씩 4주 동안 진행하여 효과가 검증된 결과[24]와 

긍정적 정서, 삶의 의미 및 심리 변인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4주 혹

은 5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자료[25]에 근거하여 1주 간격으로 4

회, 교대 근무 간호사가 모든 회기에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회에 1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효율적인 학

습을 위해 4인으로 구성되는 4개의 그룹이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

로 운영하였고, 오후 근무자를 위해서 12-14시, 낮 근무자를 위해서 

16-18시에 같은 교육내용을 반복하여 2회 운영하였다. 개인별로 주 

1회 4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미리 준

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순서는 연구자가 현장전문가 및 학습자의 요구와 선행연구를 토

대로 셀프리더십 개념, 자기 주도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다루고, 이

들 요소에 Holton 등[11]의 LTSI 모형의 전이능력인 자기효능감, 전이

환경 요소 중 피드백 및 수행지도,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성과 경험, 

상사와 동료의 지지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셀프리더십 전략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에 셀프 리더십 강

사 양성 교육에 참여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다섯째, 평가단계에서

는 개발단계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교육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에 3.2점

이었다. 

5. 자료 수집

사전조사로 일반적 특성, 학습 전이 동기,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 이직 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 회신봉투와 함께 각 부서

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프로그램 전에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2016년 1월 23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주 1회, 2시간씩 총 4회기로 본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각 회 차의 주제에 따라 강의와 소그룹 

활동, 매회기마다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비교

군에게는 셀프리더십 강화 소책자를 제공하였다. 

사후조사는 중재가 끝난 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실험군

의 경우 설문지는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프로그램 진행 보조자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비교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 회신봉투

와 함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 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nstitutional 

Review Board, NO KUCH 2015-12-05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

자에게 연구 수행 전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과정, 연구 참여

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이익, 개인 정보 보호, 연구 참여 중

단 등에 대한 설명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

밀 보장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관하고 관리됨을 설명

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 전이 동기, 셀프리더십, 의사소

통 능력, 간호 실무 능력, 조직 몰입, 이직 의도는 실수와 백분율 또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동질성 검정은 χ2 검정, Fisher’s 

정확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 강화 프

로그램 중재 후 학습 전이 동기는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셀프리더쉽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은 각 종속변수 별 사전점수를 공변수로 처

리하여 공변량분석(analyse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의 신뢰도검정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종교, 결혼상태, 학력, 근무

경력, 근무부서를 조사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비교군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 이직의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비교군의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 이직 의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1개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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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비교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하였지만, 

간호 실무 수행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연구 가설 검정

가설 1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프로그램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 학습 전이 동기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Table 4). 학습 전이 동기 점수 검증을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

고, 적용 전 3.68± 0.54점에 비해 적용 후 4.28± 0.57점으로 높아져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5.44 p< .001)를 보였다. 

가설 2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셀프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 셀프리더십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군은 3.53 ± 0.37점, 

실험군은 3.93 ± 0.61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 =15.10, p< .001)가 있었다(Table 5).

가설 3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 의사소통 능력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비교군은 3.58

± 0.40점, 실험군은 3.83 ± 0.40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F =15.29, p< .001)를 보였다.

가설 4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

군은 2.61± 0.31점, 실험군은 2.72 ± 0.36점으로 높아 두 집단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15.23, p< .001)를 보였다.

가설 5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조직 몰입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

다. 조직 몰입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군은 2.51 ± 0.22점,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N = 64)

Variables Categories
Exp. (n = 32) Comp. (n = 32)

χ2 or t p
n (%) or mean ± SD

Age (years) 24.37 ± 2.09 24.25 ± 1.95 0.25 .806
Gender+ Female

Males
31 (96.9)

1 (23.1)
28 (87.5)

4 (12.5)
1.95 .355

Religion Yes
No

13 (40.6)
19 (59.4)

11 (34.4)
21 (65.6)

1.22 .875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31 (96.9)
1 (3.1)

32 (100.0)
0 (0.0)

1.01 .500

Educational level College
Bachelor

17 (53.1)
15 (46.9)

20 (62.5)
12 (37.5)

0.58 .307

Clinical Career (years) 1.87 ± 1.00 2.12 ± 1.15 -9.22 .360
Working department General wards

Special wards 
23 (71.9)

9 (28.1)
24 (75.0)

8 (25.0)
0.80 .500

+Fisher’s exact test.
Exp = experimental group; Comp = comparison group.

Table 5. Effects of Self-leadership Reinforcement Program (N = 64)

Groups 
Pretest Posttest

F p
Mean ± SD Mean ± SD

Self-leadership Exp 
Comp

3.34 ± 0.41
3.48 ± 0.44

3.93 ± 0.61
3.53 ± 0.37

15.10 < .001

Communicative 
 abilities

Exp 
Comp

3.38 ± 0.39
3.51 ± 0.42

3.83 ± 0.40
3.58 ± 0.40

15.29 < .001

Clinical nursing 
 competency

Exp 
Comp

2.39 ± 0.33
2.56 ± 0.32

2.72 ± 0.36
2.61 ± 0.31

15.23 < .001

Organization 
 commitment

Exp 
Comp

2.48 ± 0.17
2.53 ± 0.22

2.60 ± 0.16
2.51 ± 0.22

7.21 .009

Turnover intention Exp 
Comp

3.38 ± 0.72
3.25 ± 0.93

3.23 ± 0.79
3.26 ± 0.70

0.57 .454

Exp = Experimental group; Comp = Comparison group.

Table 3. Homogeneity of the Dependent Variables     (N = 64)

Exp. (n = 32) Comp. (n = 32)
t p

Mean ± SD Mean ± SD

Self-leadership 3.34 ± 0.41 3.48 ± 0.44 -1.30 .198
Communicative abilities 3.38 ± 0.39 3.51 ± 0.42 -1.32 .192
Clinical nursing Competency 2.39 ± 0.33 2.56 ± 0.32 -2.15 .035
Organization Commitment 2.48 ± 0.17 2.53 ± 0.22 0.97 .334
Turnover intention 3.38 ± 0.72 3.25 ± 0.93 0.62 .533

Exp = Experimental group; Comp = Comparison group.

Table 4. Pre-post Comparison of Transfer Motivation of Learning
  (N = 32)

pretest posttest
t p

Mean ± SD Mean ± SD

Transfer motivation of learning 3.68 ± 0.54 4.28 ± 0.57 -5.44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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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은 2.60 ± 0.16점으로 높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7.21, p= .009)를 보였다.

가설 6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이직 의도가 낮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직

의도 사전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교군은 3.26 ± 0.70점, 실험군은 

3.23 ± 0.79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 = 0.57 

p= .454)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병원간호사를 위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은 교

수-학습 체제 설계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수행, 및 평가단계를 거

쳐 개발되었으며, 체계적인 문헌고찰, 현장전문가 설문, 학습자 설문

조사, 직무과제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요구와 학습 환경 분석

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자신을 이해

해나가는 전략들을 익히는 주제와 목표로 구성되었고, 프로그램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셀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선행 연

구[4,5,7]를 토대로 설계하고,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

의 검증을 거쳐 공통요인을 찾아 셀프리더십 세 가지 하위 전략 중

심인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을 구성

하여, 다른 선행 연구에서[5,7,26] 자연적 보상 전략을 포함시키지 않

은 것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순서는 분석단계에

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 및 구성 타당도를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병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병원간호사

로서의 셀프리더십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에

서 처음으로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평가단계에서 교육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

에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4회기 동안 적극적인 교육 참여율, 

자신감 회복과 간호 업무를 재조명하는 시간 등의 긍정적인 평가

를 통해 병원간호사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에서 이직 의도를 제외한 모든 결과 변

수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

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셀프리더십 점수가 비

교군에 비해 중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연구[26]의 결과

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임상경력이 

적은 간호사들에게 내적보상을 강조하고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며, 

긍정적인 자기이해와 자기통제를 가능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또한 바쁜 병원 현장에서 자신의 간호업무 중 성공 경

험과 장점, 단점, 강점을 찾아 조별로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자

신에 대한 타인의 지지를 경험하고, 참여자들 간에 긍정적 피드백

을 제공한 학습 전이 동기 요소를 구성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반복적인 성찰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고 자신이 즐겁게 간호업무를 접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생각하면서, 사고 변화에 대한 동기 강화가 증가하여 결

국 간호 실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습 전에 비해 학습 후 학습 전이 동기가 유의

하게 증가하여 리더십이 학습 동기와 상관이 있으며 셀프리더십 강

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Jang과 Lee [27]의 고등학생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학습 동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였고, 셀프리더십이 자아존중감

과 학습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또한 전이 능력에 포함된 간호사로서의 자기이해, 동기부여, 자기관

찰, 의사소통, 비전 및 목표설정, 갈등 문제 해결, 긍정적 정서 관리

를 전이 환경인 개인성과 경험, 상사와 동료의 지지를 통한 동기부여

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어 학습 전

이 동기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

상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구

성하여 성공적 경험과 갈등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대리

경험을 하며 건설적인 사고 전략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곧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자기 인식 정도

가 높아진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28-

29]과도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교육 후 개인의 업무 수행 결과를 측

정한 것은 다른 연구와 차별화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

십은 잠재력을 스스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전략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목표의식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업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2] 구체적인 간호업무수행에 있

어서 촉진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3,8,29]결과를 뒷받침한

다. 또한 Han과 Park [31]의 연구에서도 임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하나가 셀프리더십임을 확인하였고, Choi [32]의 연구

에서 셀프리더십은 낙상 태도와 낙상 예방 행위의 영향요인으로 확

인되었고, Choi [32]는 셀프리더십은 노인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지

식, 예방 간호태도 및 실천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여 구체적인 

간호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지지하고 있다. Kwon [33]

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간호 업무 

수행 간에는 강한 정적관계를 보여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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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업무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실험군의 조직 몰입이 비교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Park과 Park [8]이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

을수록 간호 업무 수행 정도와 조직 몰입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셀프리더십이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을 위해 행동하려고 하

고 정서적 애착과 조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조직 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5]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이직 의도는 실험군과 비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Kang 등[5]은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음을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5년 이

하 간호사이고 Kang 등[5]의 연구대상자들은 59.7%가 5년 이상 간

호사이므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직의

도에는 셀프리더십 외에도 직무만족이나 급여 같은 다양한 변수들

이 관여하므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셀

프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은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

직 몰입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을 다양한 병원 실무 현장에 적용함으로 간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셀프리더십을 측정할 때 간호사만을 위해 개

발된 도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사용하

여 특정 간호행위에 대한 셀프리더십이 아닌 업무전반에 대한 셀프

리더십 측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추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1개 병원에서 

같은 기간에 병동을 달리하여 실험군과 비교군을 선정하였으므로 

비교군에 속한 간호사들이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갖는 등의 교육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었다.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비교군에게도 

셀프리더십 소책자를 제공하였음에도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효

과적이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셀프리더십 강

화 프로그램은 교수체제 설계에 따라 문헌고찰, 현장전문가와 학습

자 요구분석, 직무과제 분석을 통해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전략을 

중심으로 Holton 등[12]의 LTSI 모형을 기틀로 설계하였고, 셀프리더

십의 특성과 전략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

히는 학습과정으로 개발하여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보완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비

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병

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은 병원간호사의 학습 전이 

동기, 셀프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간호 실무 수행 능력,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병

원 실무 현장에 적극 적용하면 5년 이하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이 향

상되며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 실무 수행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몰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간호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향

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 5년 이상 근무

한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

램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하며,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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