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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ocial capital, job engagement and nursing performance and to verify the goodness of fit between a hypothetical model and actual data in order
to suggest the best model. Methods: This survey was conducted with 250 nurses working in 3 general hospital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 to July 29, 2016 and analyzed using SPSS/WIN 21.0 and AMOS 21.0. Results:
Nurses' soci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were found to have no direct effect on increasing nursing performance.
But,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and job engagement had indirect effects on nursing performance through media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ocial capital had direct effects on increasing job engagement and indirect effect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e managers should concentrate efforts on increasing nurses's job engagement and preparing organization to increase social capital in order to
improve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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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없이 개발되는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인적 자원의 적용
문제와 내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지식향상으로 인한 지속적
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변화의 중
심에 간호조직이 있다.

오늘날 의료기관은 안팎으로 강도 높은 변화요구에 직면하

간호 인력은 전체 조직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

고 있다. 파악해 보면 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심화, 끊임

인 간호인력 관리는 병원조직의 목표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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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

의 과업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

극적인 기여와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 직무열의는 직무소진과

과를 높일 수 있다. 간호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과업역할은 간호

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직무에 대해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사가 환자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자신의 업무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마음가짐과 업무에 대

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간호조직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 강한 소속,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1].

것으로[1], Park [2]은 독자적 간호활동, 비독자적 간호활동 및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궁극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

대인관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Song [3]은 간호활동에서 간

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

호사가 가지는 결정권의 정도에 따라 간호사 자신의 판단과 결

고 조직친화적인 조직시민행동을 활발히 수행하여[12], 업무

정에 따라 계획하고 수행하는 독립적 기능과 다른 직종의 사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들과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는 상호의존적 기능, 그리고 타 간

은 동료간호사를 기꺼이 도와 함께 일하는 참여와 협력, 타인

호 인력의 처방 내지 감독과 지도하에 시행하는 의존적 기능으

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처신하는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 개인역량

요인이[6,13]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을 갖는

다 그리고 간호사는 비탄력적 근무환경과 부족한 인력, 스트레

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맡은 직무에 만족

스 많은 업무환경을 탓하기보다 조직의 공공사명에 적극 동참

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고, 일과 조직에서 개인이 삶의 의

하면서도 자기소임을 다하고, 소속된 조직의 입장을 먼저 생각

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

하고, 조직에 대한 건설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회 ․ 심리적 요소

인 일터영성이 높을수록 간호생산성과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

들이 이직의도를 낮추고[14], 직무만족, 직무몰입 등이 간호생

났다. 또한 간호사는 가족과 동료, 상사로부터 지지가 높고, 스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4].

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좋으며, 조직의 기능증

이상과 같이 병원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진을 위하여 공식적인 보상체계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행동

과 조직몰입을 증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켜 업무성과에

하는 조직시민행동을 많이 하고, 소속된 조직과 잘 맞고, 조직

영향을 주고, 두터운 연계와 신뢰, 규범, 가치공유는 간호사 자

구성원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조직을 떠날 경우 정신적,

신에게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발적으로 수

심리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 즉 직무배태성이 높

행하는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함으로써 간호조직목표달성에

은 경우 간호업무성과는 높아졌다. 반면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기여하도록 한다. 개인 관련 특성인 직무열의는 간호사로 하여

의도 요인은 간호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금 높은 에너지와 열정을 자신의 직무에 투입하고 이러한 행동

타났다[4-6].

은 개인 및 조직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

개인과 조직의 업무성과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잘 형

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와 간호업무성과의 관련성을

성되고, 규범이 잘 지켜지고, 연계가 풍부한 조직일수록 높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는 사회적 자본

나타나는데, 이는 조직 내 연계가 두터운 가운데 신뢰와 규범이

과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만을 설명하거나 단순

확보된 조직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정보와

히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들 요인

지식을 잘 공유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등 사회적

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고려한 모형

자본이 축적된다[7]. 그리고 병원조직에서 간호사들의 사회적

구축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자본, 즉 신뢰와 협력, 가치공유는 조직냉소주의와 이직의도를

경험하는 직무열의와 사회적 자본 및 간호업무성과간의 인과

감소시키고 조직몰입을 증대시켜[8]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와 간호업무성과에 조직시민행동

이고 직무에 열정을 다하여 조직에 잔류하도록 하고[9], 지식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유 및 지식창출은 환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간호 및 의료서비스를 창출하여 환자만족을 증대시켜

2. 연구목적

[10], 간호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조직은 조직 구성

본 연구는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직무

원으로 하여금 조직목표달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

열의의 인과관계와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

는 조직시민행동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이게 된다[7].

써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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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병원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간
호업무성과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1. 연구설계

한다.
 병원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및
간호업무성과의 가설적 모형을 설정한다.
 병원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가 간호업무성과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근거로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직무열
의, 조직시민행동 및 간호업무성과에 대한 가설모형 적합성을
검증하는 횡단적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직 ․ 간접적 경로를
규명한다.

2. 연구대상

 병원간호사의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및
간호업무성과의 모형을 구축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3개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3. 개념적 기틀 및 가설모형

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조사 참여에 서면 동의
한 간호사 25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를 거절하거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설문지의 완성도가 떨어진 11명을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민행동 간의 개념적 틀을 구성

제외하고 총 239명이 최종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

하고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첫째, 조직구

는 구조모형 분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성원끼리 잘 알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는 즉 사회적 자본

을 사용하기 위한 표본의 수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18]는 공변

이 많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

량 구조분석의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지는 못하지만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
라 직무이외의 행동을 하고[15] 사회연결망이나 네트워크 신

3. 연구도구

뢰 및 규범이 높고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가치 일치정도가 높을
수록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7]. 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은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

한 간호업무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은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

민행동, 간호업무성과 등 총 4개이며, 각 요인은 모두 3~6개의

몰입을 증대시키고 조직 잔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들을 측정하기위해 설문

니라[8], 환자 및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호조직의

조사에서 73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이 .50 이하이면서 다중상

[9,10]. 둘째,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관자승 값이 .50 이하인 3문항을 제거하여 총 70문항을 최종 분

에너지가 충만하여 공식적인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에 도

석에 사용하였다.

움이 되는 업무라면 영역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을 기울여 조직시민행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

1) 사회적 자본

지고 있다[12,16]. 셋째, 조직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은 업무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환경의 신뢰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의

질 ․ 양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6,13,17] 선행연구에

무와 기대, 사회구조의 정보유통능력, 효과적인 제재를 동반하

서 밝혀지고 있다.

는 규범 등과 같은 다양한 실체가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이나 집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다[19].

들을 고려하여 Figure 1과 같이 사회적 자본을 원인변수로, 직

본 연구에서는 Lee [20]가 개발한 도구를 병원조직에 적합하도

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변수로 구성된 경로를 설정하

록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6개 하부요인, 네트워크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직무열의에 영향을

연결성 2문항, 공유된 가치 4문항, 규범 3문항, 신뢰 5문항, 협

미치고,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

력 5문항, 참여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치며, 직무열의와 사회적 자본,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업무성과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

에 영향을 미친다.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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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등[11]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4이며 본 연구에
서도 .94였다.

4)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환자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서 전
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간호조직 목표

2) 직무열의

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1]. Van de ven 등이

직무열의는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노력을

개발한 업무성과 측정 중 개인성과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Ko

투자하는 마음가짐과 업무에 대한 강한 소속 그리고 업무에 완전

등[25]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1]. Schaufeli와 Bakker [21]가 개

구는 4개의 하부요인, 총 17문항으로 간호업무수행능력 7문

발하여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UWES-9 (Utrecht Work

항, 간호업무수행태도 4문항, 간호업무수준향상 3문항, 간호

Engagement Scale)을 Ryu [22]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과정적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며, 총 3개의 하부요인, 활력 3문항, 헌신 3문항, 몰입 3문항으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Ko 등[25]의

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8이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0이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조직시민행동

4. 자료수집
문헌고찰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사회적 자본, 직무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

몰입, 조직시민행동, 간호업무성과의 측정도구를 선정하였으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촉진하는 조직 구성원의

며. 간호학과 교수 2인과 간호 관리자 3인을 대상으로 측정도

재량행동을 의미한다[23]. Podsakoff 등[17]이 개발하고 Kim

구의 외관타당도를 검증하여 도구의 일부 문항을 병원조직에

[2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이타주의 행

맞도록 수정하여 총 71개의 문항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개

동 5문항, 양심적 행동 5문항, 스포츠맨십 4문항, 예의바른 행

발하였다. 본 설문지에 포함된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조직시

동 5문항, 참여적 행동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행동 및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원저자로부터 이메일을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

통해 사용허락을 받았고, S대학의 연구대상자 보호 윤리심사

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심의번호:

요인분석결과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2-1040781-AB-N-01-2016057HR).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

SMC) 값이 .50 이하인 이타주의 2문항, 참여적 행동 1문항, 총 3

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였고 연구자가 국내 종합병원 간호

문항을 삭제 후 사용하였다. Kim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조직을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

⍺ 값은 .81이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의한 3개 간호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하고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조사

Figure 1. Hypothetic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for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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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 원하는

2. 대상자의 직무열의, 사회적 자본, 조직시민행동 및

경우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자료는 연구목적

간호업무성과 정도와 요인 간 상관관계

이외에 이용되지 않음을 공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전, 대상자의 직무열의, 사회적 자본, 조직
시민행동, 간호업무성과 정도와 각 측정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

5. 자료분석

하였다(Table 1). 그 결과 직무몰입 3.17±0.69, 사회적 자본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3.07±0.50, 조직시민행동 3.72±0.41, 간호업무성과 3.82±0.53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이었고, 각 요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1을 넘지 않았고,

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를 통해 분석하였다.

Kolmogorov-Smirnov 검증결과 p>.05 이상으로 정규성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 correlation

만족하였다.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계수는 .74

계수를,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여 요인부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무열의 .56, 사회적 자본 .30 순

하량과 기각 한계비를 검증하여 분석에 이용할 구체적 요인

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과 직무열의의 상관계수는 .64로

2

을 추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 x (CMIN), 표
2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은 .27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

준 x (CMIN/df), 표준적합지수(NFI), 비교적합지수(CFI), 증

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80

분적합지수(IFI), 근사오차평균자승이중근(RMSEA) 등으로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하였다.

3. 가설적 모형의 검정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모든 측정변수를 투입한 초기 가설적 모형의 적
2

합도는 x =382.01 표준x²(CMIN/df)=2.94, NFI=.86, IFI=.91,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TLI=.89, CFI=.91, RMSEA=.09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표준
2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0±9.16세이며, 연령분포는 23세

x , NFI, TLI, RMSEA 값이 부분적으로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미만 12.2%, 24~26세 28.6%, 27~34세 29.0%, 35세 이상 30.8%

AMOS의 진단지표 중 하나인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

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 61.3%, 기혼 38.7%였으며, 학력

ces, MI)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MI를

은 전문학사 40.8%, 학사 46.6%, 석사 이상 11.8%였다, 평균 총

이용한 모형수정에서 관측변수와 잔차 간 공분산을 허용하지

근무경력은 8.37±8.35년이었으며, 분포는 1년 미만 13.9%, 1년

말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지만, 동일변수 내 측정오차 간 공분

이상 3년 미만 21.0%, 3년 이상 10년 미만 47.5%, 10년 이상은

산 허용은 가능하므로 수정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동일변수

34.5%, 평균 현 부서 근무경력은 4.22±5.04년이었으며, 1년 미

내의 오차들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시민행

만 25.2%, 1년 이상 3년 미만은 27.3%, 3년 이상 10년 미만 47.5

동 측정변수 F4오차와 F5오차 간 공분산을 허용하여 모형을

%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내 ․ 외과 병동 62.6%, 중환자실, 응급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x2=

실 등 특수부서는 37.0%였고, 직위는 일반간호사 76.1%, 책임간

332.28 표준 x (CMIN/df)=2.59, NFI=.88, IFI=.92, TLI=.91,

호사 이상 23.1%,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72.7%, 고정근무는

CFI=.92, RMSEA=.07로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수정모형을 채

26.1%였다.

택하였다.

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for Measured Variables
M±SD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3.07±0.50

1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3.72±0.41

.27*

1

Job engagement

3.17±0.69

.33*

.64*

1

Nursing performance

3.82±0.53

.30*

.74*

.56*

Variables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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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N=239)
Job
engagement

Nursing
performa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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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모형의 다중상

4. 수정모형의 경로 추정계수 검정

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값은 직무열의
연구모형에서 경로 추정계수 값과 유의수준은 Table 2와 같으

는 .14, 조직시민행동이 .66, 간호업무성과는 .81로 나타났다.

며,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수정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
와 같다. 연구모형의 총 6개 경로 중 사회적 자본과 직무몰입 경로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와, 직무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경로 그리고 조직시민행동과 간호
업무성과 경로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수정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내생변수 중

으나, 사회적 자본과 조직시민행동 경로, 사회적 자본과 간호

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열의에 영향

업무성과 경로, 직무열의와 간호업무성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을 주는 사회적 자본은 직접효과(.38)가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유의하지 않았다.

자본이 직무열의를 14.4%를 설명하였다.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수정모형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열의의 직접효과(.80), 사회적 자본의 직

직무열의에 .38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접효과(.03)와 간접효과(.30)으로 총 효과(.33)으로 유의하였으

적 유의값(Critical Ratio, CR)은 5.05였다. 직무열의는 조직시

며, 직무열의와 사회적 자본이 66.2%를 설명하였다. 간호업무

민행동에 대하여 .80의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CR=9.94),

성과에는 조직시민행동의 직접효과(.98)와 사회적 자본의 간접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업무성과에 .98의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

효과(.28), 직무열의의 간접효과(.78)는 유의하였으나, 사회적

었다(CR=6.59).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는 간호업무성

자본의 직접효과(.07)와 직무열의의 직접효과(- .14)는 유의하

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

지 않았으며, 3가지 변수가 간호업무성과를 80.7% 설명하였다.

적 자본은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model.
Table 2. Parameter Estimates and SMC of Modified Structural Model
Standard
estimates (β)

CR

p

SMC
(%)

Job engagement

.38

5.05

＜.001

14.4

Job engagement
Social capital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80
.03

9.94
0.52

＜.001
.606

66.2

Job engagement
Social capital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Nursing performance
Nursing performance
Nursing performance

-.14
.07
.99

-1.15
1.03
6.59

.251
.207
＜.001

80.7

Predicting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Social capital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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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the Modified Model
Effects

Predictor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Social capital

Job engagement

.38**

Job engagement
Social capital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80**
.03

Job engagement
Social capital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Nursing Performance

-.14
.07
.98**

Direct

Total

SMC
(%)

.38**

14.4

.30**

.80**
.33**

66.2

.79**
.28*

.65**
.35*
.98**

80.7

Indirect

*p＜.05, **p＜.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논

의

미치고, 조직시민행동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자본은 조직시민행동과 간호업무성과에 간접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가 결정변수로 조직시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

행동을 통하여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구조방정식 모형

의 시민행동을 확보하고, 조직과 개인의 업무에 자발적 기여와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헌신을 이끌어 내어, 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

사회적 자본, 직무열의 및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

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으나[7], 사회적 자본이 업무성

대로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최종 수정모형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는 Vogus

의 적합도는 모든 기준을 만족하였고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

[26]의 주장과는 유사한 것이다. Vogus [26]는 75개의 간호조

증, 다중상관제곱(SMC)과 효과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 직무

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성과가 높은 간호사는 조직에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이 간호업무성과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서 상호관계가 많고, 관계의 질이 좋으며, 동료 간호사들의 도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조

움으로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하여 개인의 업무

직시민행동이 직무열의와 사회적 자본의 결과변수로 간호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이

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

대상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사 개인 및 간호조직의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9]. 본 연

첫째, 최종 수정모형에서 사회적 자본은 직무열의에 직접적

구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을 매개하여 간호업

황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고, 또

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사회적 자본이 직무열의와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간호업무

직구성원의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

고[16,23] 자신의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

를 갖는다. 이상에서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 구성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해 헌신한다는 Rich

는 간호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살펴보고, 아울러 간호사 간의

등[12]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에

신뢰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

대한 부정적 냉소주의를 감소시키고 조직몰입을 증가시켜 이

동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의도를 낮추어 조직에 잔류하도록 한다는 Han [8]의 연구와

둘째, 직무열의는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자본이 직무열의에 직

지 않고, 조직시민행동을 매개하여 간호업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접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간호업무환경에서 간호사들 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열의가 높은

형성된 신뢰와 가치 및 지식의 공유, 관계적 사회자본이 간호

구성원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직무에 몰입하므로 자신이 맡은

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는 결국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투입

과업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Rich 등[12]과 Schaufeliand와

하여 몰입한다는 Read와 Laschinger [9]의 주장을 뒷받침하

Bakker [21]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직무성과와 맥락적 성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은 조직시

과를 가져오는 활동들을 구별하지 않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민행동과 간호업무성과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즉 조직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직무열의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27,28].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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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27] 특히, 간호사의 직무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여러 간호사들이

열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으나, 국내

팀을 이루어 대상자 간호에 임하는 간호업무특성 상 다른 사람

일반기업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27]의 연구에서 직무열

의 이익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타주의와 예의바른 행동을 하

의가 높은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더라도 동료

는 간호사들이 다른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를 도와주고 협력하며 조직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기꺼이 하려

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익한 정

고 한다고 하였고, Christian 등[28]은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행

보를 빠르게 획득하여 간호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한 연구에서,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과 직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무열의는 간호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있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도 적극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참여하고 조직업무의 모든 측면을 자신의 역할영역으로 생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과 직무

하여 조직시민행동을 한다는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간호

열의가 조직시민행동을 유도[8,12,16,23,27,28]하고 조직시민

사의 직무열의의 결과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직

행동은 개인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

접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추

치하였고[7,29,30],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이 간호업무성과에

해 볼 때, 간호사 개인의 간호업무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높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9,26]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 위한 요인으로 직무열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그러나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가 직접적으로 간호

간호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무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추가연

열의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고, 또 직무열의가 조직시민행동

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조직에서는 간호사의 직무열의의

방안으로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고 직무열의를 고취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구성원의 직무열의를 정기적으로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에 의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축척되고 서로 신뢰하고 상호관심을 가지며 정해진 규범을

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열의는 간

잘 지키고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호업무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

그러므로 간호조직은 조직적 차원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의 직무열의의 결과변수에 대한 영

을 만들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정보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위기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이 잘 지켜져 서로 믿고 신뢰할

셋째,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

수 있는 조직을 만듦으로써, 간호사로 하여금 개인의 업무뿐만

시민행동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몰입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되는 시민행동을 유발할 수

은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있을 것이다[15]. 또한 직무열의는 주어진 직무가 도전적이고

타났다. 이는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자율성이 높고 조직에 중요한 기여를

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상사 및

Podsakoff 등[29]과 Bae [7]는 이타주의 행동을 하는 구성원은

조직의 신뢰와 지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직무열의를

조직이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타인의 업무까지 돕기 때문

높이게 된다[12]. 또한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

에 자신의 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가치와 성장에 의미를 가질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업무에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의가 생

편, Ahn 등[30]은 조직시민행동이 동료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

긴다[11]. 그리고 직무열의가 높은 구성원은 신체적 인지적 감

키고, 개인이 조직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

정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러한 열의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

록 도와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식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에 도움이 되는 업무라면 그 영역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간호업무성과에 긍

을 개의치 않고 적극 개입하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12]. 그러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6,13].

므로 간호조직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적

Noh와 Yoo [6]는 간호사의 참여적 행동과 예의바른 행동이,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설계를 통하여 간호사의 내재적 동기

Park과 Han [13]은 이타주의 행동, 참여적 행동이 간호업무성

를 이끌어내고, 상사와의 우호적 관계형성을 통하여 조직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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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관심과 배려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인지
적,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수 있
다. 또한 직무열의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긍정적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16] 선발
과정에서 긍정심리를 보유한 간호사를 선발하고 관리자로 하
여금 긍정심리를 자극하고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22(3):
251-259.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3.251
7. Bae BR. Antecedent and consequence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cused o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individu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4;28(3):1-22.
8. Han JW, Woo HY, Ju ES, Lim SH, Han SS. Effects of nurses' social capital on turnover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

것이다.

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ynic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4):517-525.

결

론

본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과 직무열의는 간호업무성과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간
호업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https://doi.org/10.4040/jkan.2013.43.4.517
9. Read EA, Laschinger HKS. The influence of authentic leadership and empowerment on nurses' relational social capital,
mental health and job satisfaction over the first year of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5;71(7):1611-1623.
https://doi.org/10.1111/jan.12625

합적으로 볼 때, 병원간호사의 사회적 자본은 직무열의를 높이

10. Jang KS, Kim EA, Oh SH.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organiza-

고, 직무열의는 조직시민행동을 통하여 간호업무성과에 긍정

tional performance in hospital organization: focusing on ef-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 및 간호

fects of intellectual ca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1):22-32.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1.22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간호사의 직무열의를 높이는

11. Schaufeli WB, Salanova M, González-romá V, Bakker AB. The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조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

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의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고 간호사의 직무열의를 고취할 것을 제안한다.

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2;3(1):71-92.
https://doi.org/10.1023/a:1015630930326
12. Rich BL, Lepine JA, Crawford ER. Job engagement: Ant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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