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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ceptors’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stress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ew graduate nurses.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180 new nurses in three University 

Hospitals. General characteristics, leadership, job stress and clinical performance 

 * 접수 : 2012년 5월 3일, 최종수정 : 2012년 8월 17, 게재확정 : 2012년 8월 25일 

† 교신저자 : 한미아,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309(우: 510-759),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전화 : 062-230-6481, 010-9881-9700, 팩스 : 062-225-8293, E-mail : 

mahan@chosun.ac.kr

 * 본 논문은 김희영(지도교수: 한미아)의 석사학위 논문의 축약임.



- 김희영 외 :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348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nsisted of charisma,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ccess the effect of leadership on job stress and clinical 

performance. 

Results : Of 180 subjects, 94.4% were female. The mean scor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isma,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were 3.9±.46, 3.9±.46, 3.9±.57 and 4.0±.58, respectively.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verall transformational leadership(β=.154, p= 

.006) and charisma(β=.388, p=.008) significantly increased the job stress.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consider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job stress (β

=-.671, p=.048) and increased the clinical performance(β=2.472, p=.024).

Conclusions : Charisma of preceptors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job 

stress,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was associated with the decrease of job 

stress and improvement of clinical performance. Therefore, the preceptors’ 

leadership focusing on individual consideration rather than charisma may reduce 

job stress and improve clinical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hospital 

organization.

Key words : Precept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tress, Clinical        

                performance 

I. 서      론

  최근의 의료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 되어가고,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

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가 필수적

이다(이숙자, 2004; 최은영과 김정실, 2008).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며, 병원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질적으

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한상숙 등, 2009). 그러나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임상간호사는 교대근무와 환자의 다양한 요구 수요 등

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향을 보인다(이원희와 김춘자, 2006). 특히 신규간호

사는 간호업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지식 및 기술, 3교대 근무, 책임의 한계 증가, 복잡 미

묘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김문실과 최순옥, 2003), 근무 내용

이나 조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와 갈등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과중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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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탈진을 경험하게 되어 직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이는 양질의 

인력확보에 장애를 초래하여 또 다시 새로운 인력모집 선발 및 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

용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조직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

다(Myrick, 1988; 김민정, 2007).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의 인력관리는 입사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변은숙, 2009).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프리셉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임상에

서 활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내 대다수의 병원에서 신규간호사의 효율적인 교육

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3차 의료기관에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최은영과 김정실, 2008). 프리셉터 제도는 신규간호사에게 1:1의 교육을 

통해 근무현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통합하도록 촉진시키는 조직화되고 계획된 예비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유용한 제도로 확산되면서 프리셉터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류언나 등, 2001). 

  현재까지 프리셉터의 자격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은 없지만, 일부병원의 경우 해

당부서 임상경력이 2-3년 이상인 경력 간호사 중 신규간호사가 1 : 1 짝이 되어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근무 시간을 같이 하여 교육시킨다(김창희 등, 2000). 프리셉터

는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세밀한 감독, 간호기술, 환자와 가족을 

대하는 기술, 문제해결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낯선 간호단위 환경에 익숙해지

도록 도와준다(Myrick과 Barrett, 1994). Schwirian(1978)은 프리셉터의 업무를 리

더십, 응급간호, 교육 및 협조, 계획 및 평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달의 6

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백혜진(1999)은 신규간호사를 중심으로 리더쉽, 교육수행 및 

평가, 전문직 발달, 대인관계, 의사소통, 일반간호수행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Meng

과 Counti(1995)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간호사 업무뿐 아니라 사회화, 

촉진자, 교육자로서의 기술, 능력,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새로운 업무수행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Cox(1988)는 프리셉터는 리더십이 있고 직접적 혹은 감각적인 상호작용

의 방법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능력을 가진 간호사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리더십은 프리셉터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적 요소이다(양영

남, 2006).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행위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상호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독특한 과정이다(김성국, 1988). 이 중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게 하며 모범을 보이고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자극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Kuhnert과 Lewis, 1987).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처음으로 Burn(1978)에 의해서 개념화되었고, 최근 Bennis과 

Nanus(1985), Tichy과 Devanna(1986) 등이 리더십 유형을 크게 전통적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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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transfomational leadership)으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김명숙과 박영배, 2001).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의 양이나 질을 개

선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과 구성원의 저항을 감소시키며 특정한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 반면에(Bass, 1990),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

별적 배려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써 구성원들을 동기 부여하여 그들의 태도, 신념, 가치, 욕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리더에 대해 신뢰감과 존경심을 갖게 되며 추가적인 노력과 잠재

력을 발휘할 수 있다(Burn, 1978; Bass, 1985; Seltzer과 Bass, 1990).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현대사회의 조직들이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합한 전략을 모색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요

청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김명숙과 박영배, 2001),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효율성과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업무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되었다(Bass, 1985; Barker, 1989; Trofino, 1993; 이용탁, 1996; 강경희, 

2000).

  국내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간호 

관리자에 관련된 연구였고, 신규간호사보다는 일반간호사의 업무성과, 직무 만족도, 조

직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홍미정, 2002; 심미영, 2005; 배경옥, 2007)

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업무성과,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양성금, 

2006; 변은숙, 2009; 신연화 등, 2010; 박진영, 2011)는 많으나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업무성과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 중 어느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을 행사하는지 평가하여 프리셉터십의 활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II.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에 소재한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의 대학병원에서 재직 중인 신규간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규간호사는 현재 

병원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지 1년 이내의 간호사를 정의한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해당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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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변수

 1)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건강상태에 관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신규간호사의 업무관련 특성은 현재근무부서, 희망부서 배치여부, 현 병원의 근무

경력, 타 직장 근무경력,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직무 만족도, 간호직 선택한 동

기, 임상실습 병원여부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이 조직에 공헌하도록 고무시키고, 구성원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행사하는 리더십(곽의영, 2000; Bass, 1985)을 의

미하며, Bass(1985)가 개발한 변혁적 리더십 측정 도구를 박현태(1997)가 사용한 총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문항의 구성은 카리스마 12문항, 지적 자극 4

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매우 자주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

다”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발휘한다고 지각함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양남영(2006)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세부 항목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카리스마 0.89, 지적자극 0.82, 개별적 배려 0.84였다.

 4) 업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는 직무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구미옥과 김매자, 1984)를 의미하며, 구미옥과 김매자(1984)이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를 이은주(2002)가 수정보완

한 도구로 업무량 과중요인,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업무외 등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아주 심하게 느낀다”5점에서“전혀 느끼지 않

는다”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이은주(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였다.

 5) 업무성과

  업무성과란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대하여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이 기대하는 일련

의 규범이나 또는 행위를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이승희, 1994), 이원희 등

(1990)이 개발한 업무성과 측정도구로 간호과정 9문항, 지도력 5문항, 간호기술 8문

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 6문항, 전문직발전 8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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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매우 잘한다”6점에서“매우 못한다”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학생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원희 등, 1990)에서는 Cronbach's α=.94였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95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version 9.2 , SAS institute, NC)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성과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신규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성과 차이는 

t검정, 분산분석을 하였고,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성과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하였다.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

무스트레스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

련성이 있었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시 허

용도(tolerance)와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점검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 다중회귀분석시 모델 I에는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하부 요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 항목인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III. 결      과

1. 신규간호사의 특성

  성별은 여자가 94.4%(170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3.57세였고, 24세 미만

이 63.3%(114명)로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는 미혼이 96.1%(173명)로 거의 대부분이

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1.7%(93명)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3년제 졸업이 56.7% 

(102명)로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다고 한 경우가 56.1%(101명)로 가장 많았다.   

 현재근무부서는 병동이 79.4%(143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희망부서에 배치 

받은 경우가 62.2%(112명)로 많았다. 현 병원의 근무경력은 평균 7.1개월이었다. 프

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은 평균 4.3주였고, 1-4주가 87.2%(157명)로 많았고, 직

무 만족도는 만족한 경우가 48.3%(87명)로 가장 많았다. 간호직 선택 동기는 권유가 

31.7%(57명)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을 했던 병원에 입사한 경우가 83.9%(151명)

로 많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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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성별
남  10  5.6

여 170 94.4

연령

24세 미만 114 63.3

24세 이상  66 36.7

Mean±SD 23.6±2.40

결혼유무
미혼 173 96.1

기혼   7  3.9

종교
있음  87 48.3

없음  93 51.7

최종학력
3년제졸 102 56.7

4년제졸  78 43.3

건강상태

좋음 101 56.1

보통  71 39.4

나쁨   8  4.4

현재근무부서

병동 143 79.4

중환자실  25 13.9

응급실  12  6.7

희망부서 배치여부
예 112 62.2

아니오  68 37.8

현 병원의 근무경력

1-6개월  102 56.7

7-12개월  78 43.3

Mean±SD 7.1±3.09

타 직장 근무경험
예  27 15.0

아니오 153 85.0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1-4주 157 87.2

5-8주 23 12.8

Mean±SD 4.3±1.40

직무 만족도

만족  87 48.3

보통  78 43.3

나쁨  15  8.3

간호직 선택동기

적성흥미  44 24.4

권유  57 31.7

돌봄  12  6.7

취업보장  50 27.8

기타  17  9.4

임상실습 병원여부
예 151 83.9

아니오  29 16.1

표 1.                 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

(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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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내 용 Mean± SD

1. 업무량이 너무 많아 피로감을 느낄 때 3.7±0.70

2. 간호업무량 외에 사무적인 일이 많을 때 3.2±0.80

3. 업무외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때 3.5±0.86

4. 자신의 역할이 애매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을 느낄 때 3.4±0.79

5. 적절한 간호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4.0±0.76

6. 치료나 검사방법에 익숙하지 못할 때 4.0±0.70

7. 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 했을 때 4.2±0.74

8. 윗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부담 3.7±0.83

9. 의사 및 기타 의료팀과의 인간관계에서 부담 3.5±0.78

10. 의사와 역할 상 갈등을 느낄 때 3.4±0.84

11. 근무하고 있는 병동이 마음에 안들 때 2.8±0.87

12.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의료의 한계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때 3.4±0.77

13. 간호 인력이 타 직종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3.6±0.88

14.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 3.1±0.76

15. 밤 근무를 하게 될 때 3.4±0.94

전    체 3.5±0.46

표 2.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2.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평균평점은 3.5점이었다. 문항별 분포는‘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 했을 때’평균평점 4.2점으로 업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은 

‘치료나 검사방법에 익숙하지 못 할 때’였으며,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문항은 

‘근무하고 있는 병동이 마음에 안들 때’평균평점 2.8점이었다(표 2).

  신규 간호사의 업무성과 정도는 330점 만점에 210.7점이었다. 간호업무 성과를 영역

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 발전(4.0), 

대인관계(3.8), 교육/협력(3.8), 간호과정(3.7), 지도력(3.7)순이었고, 간호기술이 3.6

점으로 자아존중감 부분의 업무성과가 가장 높았고, 간호기술 부분의 업무성과가 가장 

낮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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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만 점
합 산 영역별 평균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업무성과 총점 330 210.7±23.24 3.8±.42

자아존중감 60 40.9± 6.29 4.1±.62

간호기술 48 29.1± 4.73 3.6±.59

전문직발전 48 31.8± 4.30 4.0±.53

교육/협력 36 34.2± 4.67 3.8±.51

대인관계 54 22.9± 3.38 3.8±.56

지도력 54 18.3± 3.00 3.7±.60

간호과정 30 33.5± 4.62 3.7±.51

표 3.                         신규간호사의 업무성과

3. 신규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총점은 52.8±7.01점이었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업무스

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p=.017) 높

았고, 건강상태(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희망부서에 배치 

받지 않는 경우가 배치 받은 경우보다 유의하게(p=.015) 높았고, 직무 만족도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연령, 결혼유무, 최종학력, 

현재근무부서, 현 병원의 근무경력, 타 직장 근무경험,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간호직 선택동기, 임상실습 병원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신규간호사의 업무성과 총점은 210.7±23.24이었고,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업무성과 정

도의 차이를 보면, 현재근무부서(p=.016)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현 병원의 

근무경력은 7-12개월이 1-6개월보다 유의하게(p=.001) 높았고, 프리셉터와 함께 교

육한 기간은 1-4주가 5-8주보다 유의하게(p=.001) 높았다. 직무만족도(p=.035), 간

호직 선택동기(p=.03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연령, 결혼유무, 종교, 최종학

력, 건강상태, 희망부서 배치여부, 타 직장 근무경험, 임상실습 병원여부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표 4).

4. 신규간호사가 지각하는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규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업무성과간의 관련성

  신규간호사가 지각한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 총점은 78.6±9.37점이었고, 카리

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는 각각 3.9±.46점, 3.9±.57점, 4.0±.58점이었다. 신규

간호사가 지각하는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스트레스와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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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업무스트레스 업무성과

전체 52.8± 7.01 210.7±23.24

성별
남 52.3±11.32 210.1±22.85

여 52.8± 6.73 210.7±23.33

연령
24세 미만 52.9± 6.99 210.2±20.46

24세 이상 52.5± 7.10 211.5±27.55

결혼유무
미혼 52.8± 7.06 211.2±23.32

기혼 50.3± 5.70 197.0±17.61

종교
있음 53.9± 6.46* 208.5±22.98

없음 51.5± 7.39 212.9±23.44

최종학력
3년제졸 52.8± 7.12 210.0±23.28

4년제졸 52.7± 6.92 211.5±23.33

건강상태

좋음 51.6± 7.22* 211.9±22.90

보통 53.7± 6.13 209.6±22.58

나쁨 58.0± 8.86 204.9±33.98

현재근무부서

병동 53.2± 6.77 212.4±22.06*

중환자실 51.7± 8.41 198.4±28.35

응급실 49.7± 6.27 215.1±18.82

희망부서 배치여부
예 51.8± 7.18* 211.8±25.03

아니요 54.4± 6.45 208.7±19.99

현 병원의 근무경력
1-6개월 52.1± 7.27 203.9±22.58*

7-12개월 53.6± 6.62 219.6±20.97

타 직장 근무경험
예 51.6± 7.86 214.3±30.53

아니오 53.0± 6.86 210.0±21.78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1-4주 53.1± 6.97 212.8±21.85*

5-8주 50.4± 7.00 196.1±27.48

직무 만족도

만족 50.8± 7.09* 215.1±22.77*

보통 54.3± 5.97 207.3±22.56

불만족 56.0± 8.76 202.4±25.90

간호직 선택동기

적성흥미 52.7± 6.65 218.6±22.15*

권유 51.8± 6.76 204.7±23.45

돌봄 53.0± 8.16 206.3±20.50

취업보장 54.0± 6.68 213.1±23.30

기타 52.1± 8.96 206.2±22.27

임상실습 병원여부
예 52.7± 7.02 211.9±22.59

아니오 53.1± 7.07 204.4±25.94
*p<0.05

표 4.          신규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   

업무성과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04 p=.006)가 있었다. 변혁적 리더십을 카리

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간호사가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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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업무스트레스 업무성과

변혁적 리더십 1 - - - - -

카리스마 0.960(<.001) 1 - - - -

지적자극 0.874(<.001) 0.751(<.001) 1 - - -

 개별적배려 0.863(<.001) 0.729(<.001) 0.736(<.001) 1 - -

업무스트레스 0.080(0.284) 0.102(0.171) 0.082(0.274) -0.002(0.975) 1 -

업무성과 0.204(0.006) 0.221(0.003) 0.143(0.056) 0.153(0.040) 0.105(0.160) 1.00

표 5.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업무성과간의 상관성

       단위: r(p-value)

업무스트레스 a 업무성과 b

회귀계수(SE) p-value F(p-value) R 2 회귀계수(SE) p-value F(p-value) R 2

모델 I 변혁적 리더십 0.154(0.055) 0.006 4.70(<0.001) 18.0% 0.393(0.175) 0.026 5.92(<0.001) 31.7%

모델 II 카리스마 0.388(0.145) 0.008 4.51(<0.001) 21.1% 0.265(0.465) 0.569 5.52(<0.001) 33.5%

지적자극 0.381(0.355) 0.285 -1.419(1.103) 0.200

개별적 배려 -0.671(0.337) 0.048 2.472(1.083) 0.024

a보정변수 : 종교, 희망부서 배치여부, 직무 만족도, 건강상태, 연령
b보정변수 : 현재근무부서, 현 병원의 근무경력,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직무 만족도, 간호직 선택동기, 연령, 업무스트레스

표 6.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카리스마(r=.221, p=.003)와 개별적배려

(r=.153, p=.040)는 업무성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지적 자극은 유의한 상관

성이 없었다(표 5).

  단순분석에서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던 종교, 희망부서 

배치여부, 직무 만족도, 건강상태와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프리셉터의 리더십이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분산확대인자가 10 이상

이거나 허용도가 0.1 이하인 변수가 없어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았

다.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의 설명력은 18.0%로

(F=4.70, p<0.001),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였

다(β=.154, p=.006).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I

의 설명력은 21.1%로(F=4.51, p<0.001), 카리스마가 높을수록(β=.388, p=.008), 

개별적 배려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β=-.671, p=.048). 그러나 지적

자극은 관련성이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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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근무부서, 현 병원의 근무경력,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직무 만족도, 간호

직 선택동기, 연령과 업무스트레스를 보정한 상태에서 프리셉터의 리더십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은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이거나 허용도(tolerance)가 0.1 이하인 변수가 없어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이 낮았다.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의 설명

력은 31.7%로(F=5.92, p<0.001),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증가하였다

(β=.393, p=.026).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영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II의 

설명력은 33.5%로(F=5.52, p<0.001), 개별적 배려가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증가하였

다(β=2.472, p=.024). 그러나 카리스마와 지적자극은 관련성이 없었다(표 6).

IV. 고      찰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의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질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신연화 

등, 2010)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방법인 프리셉터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

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셉터와 신규간호사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프

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프리셉터십의 활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

를 시행하였다.

  프리셉터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신규간호사가 새로이 시작된 병원과 간호단위 생

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 자극을 주게 되며, 신규간호사와의 1:1의 상호작

용으로 그들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개별적인 배려를 제공하여 신규간호사의 간호

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원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양영남, 2006).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가 지각하는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은 평균평점 5점 만점

에 3.9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개별적 배려(4.0), 지적 자극(3.9), 카리스마(3.9)순이었

으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양영남(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3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개별적 배려(3.80), 카리스마(3.72), 지적 자극(3.67) 순

이었고, 배경옥(2007)의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단위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5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지적 자극(3.87), 카리스마

(3.76), 개별적 배려(3.60)순이었다. 즉, 일반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단위 관리자의 변

혁적 리더십은 지적자극에 대한 점수가 높은데 반해 신규간호사가 지각하는 프리셉터

의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단위 관리자는 일반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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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가치관, 신념, 기대 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돕는 면이 높은데 비해(배경옥, 2007), 신규간호사의 경우 병원이라는 새로

운 환경, 사람, 조직에 대한 적응을 위해 일반간호사보다는 개별적 배려가 중요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5점이었다. 세부문항을 살펴보

면 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 했을 때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 번째

는 치료나 검사 방법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4.0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근

무하고 있는 병동이 마음에 안들 때가 2.8점이었고, 두 번째로 낮은 항목은 병동의 부

적절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가 3.08점이었다. 변은숙(2009)의 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를 보

였지만 세부 문항에서는 간호업무 수행 시 실수 했을 때가 4.17점으로 가장 많은 스트

레스를 받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장현숙(2009)연구에

서는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31점이었고 세부문항에서는 밤 근무

를 하게 될 때가 3.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때문에가 2.63점으

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신규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신규간호사는 주

로 간호 업무위주의 스트레스를 받고 일반간호사는 밤 근무의 근무스케줄의 스트레스

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규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없는 경우, 희망

부서에 배치 받지 않는 경우,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스

트레스가 높았다. 신규간호사의 종교, 희망부서 배치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변은숙(2009)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고, 희망부서 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스트

레스가 증가한 양성금(200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 관리자는 신규간호사의 

간호단위 배치 시 희망부서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박애순(2011)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이 높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직무 만족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

된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성과는 330점 만점에 210.7점이었고, 간호업무 성과정도를 영역별

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 발전(4.0), 

대인관계(3.8), 교육/협력(3.8), 간호과정(3.7), 지도력(3.7)순이었고, 간호기술이 3.6

점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윤민(2006)연구에서는 경력 5년 이하의 

간호사들의 업무성과정도가 330점 만점에 223.13점으로 신규간호사 보다 높았으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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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4.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로 간호기술(4.21), 

전문직 발전(4.12), 교육/협력(3.96), 대인관계(3.96), 지도력(3.96)순이었고, 간호과

정이 3.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신규간호사의 간호기술이 부족하고 업무성과가 

낮음은 Hickey(2009)연구에서 66명의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신규간호사에게 부족한 

업무성과를 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간호기술이 부족하고, 장영숙(1999)연구에서 신규간

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성과를 조사해 본 결과 간호지식 및 기술이 53.6%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력간호사는 다양한 직무교육 등으로 

인한 이론과 실무가 뒷받침 되어 독자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지만, 실

무경력이 1년 이하인 신규간호사들은 전문적인 능력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호기술과 업무성과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최순자, 2003). 그러므로 신규간호사 입

사초기부터 간호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선배나 동료간호사의 적극

적인 지도와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성과 정도를 분석할 결과 현재 근무부서,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간, 직무 만족도, 간호직 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윤민(2006)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임상경력, 현

부서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고, 신연화 등

(2010)연구에서도 근무부서, 현 병원에 대한 학생 실습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수록 임상성과가 증가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교육기간이 짧은 경우 업무성과

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 교육기간이 성과에 영향을 끼쳤다기 보다는 성과가 낮아 

프리셉터의 교육기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

한 관련성이 있었던 변수인 종교, 건강상태, 희망부서 배치여부, 직무 만족도, 연령을 

보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β

=.154, p=.006),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카리스마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였

고(β=.388, p=.008), 개별적 배려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β

=-.671, p=.048). 프리셉터의 카리스마는 신규간호사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리더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카리스

마를 보여줌으로서 신규간호사에게 프리셉터와 동일시 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바람

직한 가치관과 사명감이 권위적이며 위압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규

간호사에게 업무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리셉터가 발휘하는 

개별적 배려는 일대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규간호사의 개별적인 능력을 파악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계속적인 능력개발과 자율성, 창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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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켜 신규간호사의 사회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양영남, 2006), 프리셉

터와 신규간호사와의 1:1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만들

어 주는 것으로 즉각적인 피드백과 격려와 칭찬이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규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

련성이 있었던 변수인 현재근무부서, 현 병원의 근무경력, 프리셉터와 함께 교육한 기

간, 직무 만족도, 간호직 선택동기, 연령, 업무스트레스를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

과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며(β=.393, p=.026),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개별적 배려가 높을수록 업무성과정도가 높았다(β=2.472, p=.024). 그러나 카리스마

와 지적 자극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배경옥(2007)이 일반간호사

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성과에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이 모두 영

향을 주었고, 그 중 카리스마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준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병원의 환경이나 조직 및 규율에 신규간호사보다 적응이 된 

상태이나, 신규간호사의 경우 낯선 환경이나 구성원에 대한 적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배려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업무성과 향상에 영향

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대학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이 신규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고, 신규

간호사의 업무적응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프리셉터의 변혁적 리더십은 업무스트레스와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었으

며, 하위영역인 카리스마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개별적 

배려가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업무성과는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프리셉터

는 신규간호사에게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되 카리스마 보다는 개별적 배려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해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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