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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인 병원은 환자들에 대

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된 인간의 집합체로서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현저하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협조성이 

두드러지게 요청되는 조직이다(이향련, 이소영, & 이미애, 2009). 

특히 간호업무가 행해지는 집단인 간호단위의 경우,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단위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

통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은 자연발생적으로 특정한 패턴의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 구성원

들이 연결망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관계

의 속성이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의 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

고,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를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전경자와 최은숙(2013)의 

COPSOQ-K와 Mobley(1982)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수

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김미란(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병원의 특성이 비슷하도록 400-450병상 규모, 4개 병원의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였

으며,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420부의 설문지에 대해 

사회연결망 분석,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및 다수준분석 하였

다.

간호사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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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중심성이 분석되었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은 

0-0.64(M=0.18), 근접중심성은 0-0.73(M=0.27), 매개중심성은 

0-0.52(M=0.06)이었다. 친교연결망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은 

0-0.55(M=0.17), 근접중심성은 0-0.69(M=0.23), 매개중심성은 

0-0.63(M=0.08)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 차이는 월 급여, 총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임상경

력,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밀도,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

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분석되었다. 과업

조언 연결망에서, 밀도는 0.08-0.47,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은 0.07-0.5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7-0.57, 수간

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1-0.69,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8-0.65,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54, 책임간호사의 매개

중심성은 0-0.53으로 나타났다. 친교연결망에서, 밀도는 

0.08-0.41,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42,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36,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44, 책

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61,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22,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33이었다. 간호단위 유형

과 병원별 사회연결망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의 리더십 평균은 55.02, 간호사의 직무만족 평균은 

51.35, 간호사의 조직몰입 평균은 48.20, 간호사의 이직의도 평균

은 3.28이었다.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

사의 이직의도는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과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

의 일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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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사 개인수준 및 간호단위 수준에서의 사회연결망 특성의 영향

력은 다수준분석 하였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책임간호사의 근접중

심성은 관리자의 리더십에,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과 일반간호

사의 근접중심성은 직무만족에,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조직

몰입에, 밀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교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직무만족에, 수간

호사의 근접중심성과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조직몰입에, 밀도

와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개인과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간호단위

의 사회연결망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간호사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

연결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한 연결망 

구조와 기회, 조건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사, 사회연결망분석,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학  번 : 2010-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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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병원 조직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대상자의 건강관련 

욕구만족을 위해 최일선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의 관

리는 병원 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김혜정, 2002). 간

호사는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 중 가장 큰 전문 인력 집단으로 간호

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병원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인력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일선관리자의 리

더십은 간호사의 태도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건전한 분위

기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지성애, 전

춘영, & 김혜자, 1989). 또한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직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이혜정, 2002), 조직몰입이 높으

면 조직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어(정윤호, 2005) 업무성과 

향상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이상희, 2005).

조직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듯이 조직을 

이탈하려는 구성원에 대한 관리도 인적 자원의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의 이직은 대체 간호사의 신규 

채용 및 업무수련을 위한 훈련 등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

므로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해 환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

지 못할 수 있으며, 충분한 직무 숙지 및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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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간호사는 이직으로 이어질 위험

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Kroll & Hanson, 2000), Mossholder 

등(2005)은 대인간의 관계가 이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동료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윤숙희 & 김병수, 2006), 상사와 부하직원 간 관계

의 질이 부정적일수록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김영희, 최정

현, & 김경은, 2009).

현대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조직 중의 하나인 병원은 환자들에 대

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된 인간의 집합체로서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현저하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협조성이 

두드러지게 요청되는 조직이다(이향련, 이소영, & 이미애, 2009). 

특히 간호업무가 행해지는 집단인 간호단위의 경우,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단위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

통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은 자연발생적으로 특정한 패턴의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다. 구성원

들이 연결망을 통해 교환하는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도구

적 연결망(instrumental network)과 표현적 연결망(expressive 

network)으로 구분될 수 있다(Ibarra, 1993). 실제로 조직 내 집

단 구성원들 사이에 흔하게 발생되는 연결망의 유형으로 직무와 관

련된 정보 및 자원의 지원을 받는 과업조언 연결망과 심리적 안녕

과 사회적 지원을 받는 친교연결망이 있다(Gibbons, 2004)고 하였

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 변

형되는 연결망 구조를 밝히고, 이것이 개인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복잡한 인적자원 문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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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결망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김용빈, 2011). 그러나 병원 내 간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집단 내 개인 행태를 구조적, 사회적 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연

구는 비교적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연결망 안에 자리 매겨져 있는 

행위자의 위치가 중앙에 놓여 있는지 변방에 놓여 있는지 외톨이 

인지에 따라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Granovetter, 

1985). 상사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받음을 가정할 때, 한 연결망에서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서 집단 내 파워가 강해지기도 하며(Brass, 

1984),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Friendkin, 1993), 

대부분의 경험적인 분석에서 살펴볼 때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특별

한 지위를 가진 사람(문용관, 2009)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심성

이 높은 개인은 근무지에 더 참여하고(Marshall & Stohl, 1993), 

조직에 몰입하며(Eisenberg, Monge, & Miller, 1983; Feeley, 

2000; Hartman & Johnson, 1989), 그들의 직무에 더 만족하며

(Monge, Edwards, & Kirste, 1983), 조직과 더 동일시(Bullis & 

Bach, 1991)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단위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을 과

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간호사 개인이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 지를 구조적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

라,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단위 내 관리자인 수간호사와 책임간호

사의 지위와, 간호사와 관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호단위의 응집

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결망 내 간호사와 관리자의 

중심성 및 응집력이 간호사가 지각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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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이는 병원 내 간호단위 별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할 

수 있는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한 연결망 

구조와 기회, 조건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

교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개인수준과 간호단위 수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사가 지각한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

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 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관리

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3)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개인수준, 집단수준)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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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의 집합에 의해 연결된 

사람, 조직 혹은 다른 사회실체들의 집합이다(Wellman, 1996). 사

회연결망은 노드와 라인으로 표현되는데, 노드(node)는 상호 고유

한 속성을 가지는 행위자(actor, agent)를 나타내며, 라인(line)은 

노드들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낸다(손동원, 2002).

(1) 과업조언 연결망 

직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와 조언을 정기적으로 구하는 작업

관련 접촉을 말하는 것으로(Podolny & Baron, 1997), 본 연구에

서는 Bell(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수정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2) 친교 연결망 

민감한 문제를 편안히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Oh, 

Chung, & Labianca, 2004), 본 연구에서는 Bell(2005)의 연구에

서 사용된 질문을 수정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2)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1) 밀도 

연결망의 밀도는 연결망에서 사람들이 서로 알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사람들 간 관계의 응집정도이다(Brass, 1995). 본 연

구에서는 라인들의 계량값의 합을 연결망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 라

인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손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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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성 

연결망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 내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중심에 위

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의 정도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

한다(손동원, 2002).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노드

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이다(Degenne & 

Forse, 1999).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매개자 혹은 중재자

(bridge)’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말한다(손동원, 2002). 본 연구에

서는 UCINET 6.0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3) 리더십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조직의 구성

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Northouse, 2001), 본 연구에서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전경자

와 최은숙(2013)의 COPSOQ-K(Korean version of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Ⅱ)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직무와 직무수행의 물리적 및 사

회적 조건에 대한 호의적 감정 또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Schermerhorn, 1997), 본 연구에서는 Pejtersen 등(2010)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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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COPSOQ Ⅱ를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전경자와 최은숙

(2013)의 COPSOQ-K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가치 규범 등에 대해 느끼는 동

일화의 정도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로 정의될 수 있

으며(손운선, 2012). 본 연구에서는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를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전경자와 최은숙(2013)의 

COPSOQ-K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6)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원이 조직 혹은 직업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의도를 

말한다(Price & Mueller, 1981). 본 연구에서는 Mobley(1982)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만들어진 김미란

(2007)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8

II. 문헌고찰

1.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의 집합에 의해 연결된 

사람 혹은 조직 혹은 다른 사회실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되며

(Wellman, 1996), 교환 혹은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패턴과, 

개인 간 자원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Jones, 

Hesterly, & Borgatti, 1997). Seibert, Kraimer와 Liden(2001)

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자아에 의해 정의된 집단의 사람들 혹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패턴’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단

순히 연결된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관계 

맺어졌다고 정의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Walker(1985) 역시 사회연

결망을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

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처음 인간관계연구에서 출발한 후 계량사회학

연구(sociometry), 파당탐구(하버드대학), 사회구조연구(맨체스터 

인류학자)의 3개의 형태로 발전되어 오다가 70년대 하버드 대학에

서 통합하였다(최창현, 2006). 특히, 1967년 통계학자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과학’에 발표된 밀 그램의‘좁은 세상’실험에 의해 관

심을 받고, 90년대에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여(김용학 등, 2006) 

사회연결망 이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연결망 이론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망의 위치와 형태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연결망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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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게 형성된 구조는 다시 사람들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Granovetter, 1985). 둘째, 사회연결망 이론은 사회구조의 관계 

또는 사회적 연결의 패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Wasserman & 

Fraust, 1994).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 또는 연결 패턴은 구성원들

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된다. 

사회연결망 이론은 개인의 개별적 속성에서 개인의 관계적 속성으

로 설명의 중심을 옮긴 이론으로, 관계망에서 자신이 놓인 위치나 

관계망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인간, 즉 관계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김용학, 2004).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결들로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형성된 관계망이 반대로 개인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가진 성격, 특성으로 개인을 판단하던 연

구에서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들로 개인의 속성을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론이다. 또한 이 이론은 특정한 형태의 연결망 안에‘자리 매겨

져 있는’행위자의 위치가 그들의 의식이나 효용, 혹은 행위에 대한 

보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김용학, 2007). 

이러한 연결망의 구조는 개인의 행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제한하기

도 하면서 궁극에는 개인의 성과까지 결정하게 된다(Wasserman 

& Faust, 1994).

사회연결망 연구들에서 연결망의 유형으로는 친교 연결망

(Morrison, 2002; Mehra, Kilduff, & Brass, 2001)이나 과업조언 

연결망(Sparrow et al., 2001; van Beek et al., 2011), 업무흐름 

연결망(Brass, 1984; Mehra, Kilduff, & Brass, 2001), 의사소통 

연결망(Reagans & Zuckerman, 2001; van Beek et al., 2011; 

김선영, 2009), 신뢰 연결망(Krackhardt & Hanson, 1993) 등이 

있었다. 그 밖에 Podolny와 Baron(1997)의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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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사회적 관계로 과업조언, 전략적 정보, 운명 통제, 사회적 

지원, 멘토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과업조언 관계란 직무 효율성

의 향상을 위해, 정보와 조언을 정기적으로 구하는 작업관련 접촉을 

의미하며, 전략적 정보 관계란 조직에서 집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얻는데 있어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운명통제 관

계는 다른 직무로 이동 시 후임자에게 전해 줄, 부서 내 발의에 있

어 가장 중요한 통제권을 지니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원 관

계는 민감한 문제를 편안히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하고 있다. 끝

으로 멘토링 관계는 경력증진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회와 접촉을 제

공해 줌으로써 개발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정의되고 있다. 

업무흐름 연결망(workflow network), 과업조언 연결망(task 

advice network), 정보 연결망(information network)은 직무수행

과 관련되는 도구적(instrumental) 연결망에 해당된다. 친교 연결망

(friendship network), 신뢰 연결망(trust network), 의사소통 연

결망(communication network)은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는 표현적(expressive) 연결망으로 구분될 수 있다(Ibarra, 

1993; Ibarra & Andrew, 1993; 김민정, 2005).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연결망으로서 과업조언 연결망과 표현적 연결망으로서 친교 

연결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조직 내 사회연결망 효과

연결망은 조직에서 어떤 의미와 특성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몇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연결망을 바

라보는 관점은 연결망이 조직이나 집단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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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ehm & Rahn, 1997; Coleman, 1988; Putnam, 1995). 구

성원들 간의 신뢰는 거래 비용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조직 내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Thompson, Francis, & Mitchell, 1991). 조직이나 집단의 협

력을 촉진하는 연결망, 규범, 신뢰는 사회 조직화의 특성이 되며, 사

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Adler & Kwon, 2000).

조직관리 차원에서 연결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결망이 조직을 원

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French & Bell, 

1998; Krackhardt & Hanson, 1993). 조직 내 연결망은 개인 또

는 개인과 동료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효과와 역동성을 실

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Freeman, 1991). 이러한 연결망 

정보는 조직학습, 팀/조직 변화, 훈련과 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연결망에서의 시간과 정도, 업무 수행 

상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효율성, 연결망 구성원의 만족도로 나타

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성원 개인 뿐 만 아니라 조직에 이르기까

지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이은주, 2010; Cross & Prusak, 2002; 

Krachardt, 1992).

손동원(2002)은 개인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연결망을 통해 

정보획득과 지원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정보획득효과란 사회연결망

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

과로, 정보탐색의 비용절감효과와 정보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 두 측

면이 존재한다. 지원효과는 사회연결망에 의해 맺어진 다른 사람들

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조언, 충고 등을 얻는 효과를 의

미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같은 문제를 겪어 본 사람에게 조언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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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의 습득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빠르고 안전성이 검증된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망이 

커질수록 정보획득과 지원효과는 커지며, 병원과 같이 정보교환과 

상호협동이 필수적인 조직일수록 이러한 연결망은 조직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연결망 자료와 분석

대부분의 사회 과학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연 과학의 물리적

인 자료와는 달리 의미, 동기, 개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 

과학의 자료는 해석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료의 유형에는 속성

자료, 관계자료 및 관념자료가 있다. 속성자료는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 의견, 행태 등에 대한 자료로,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해 수집

되며, 속성자료에 적합한 분석은 변수 분석이다. 이와는 반대로 관

계 자료는 개인, 집단, 조직들 간의 유대 및 연계에 관련된 것이다. 

관계는 행위자의 특질이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체제의 특질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관계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 바로 연결망 분석

이다. 마지막으로 관념자료는 의미, 동기, 개념 등을 기술하는 자료

로 유형 분석이 적합하다(최창현, 2006). 

관계 자료는 사회적 행동의 구조를 조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조는 관계로 이루어지고, 구조에 대한 연구는 관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에 관한 대부분

의 기존 책들은 속성 자료의 변수 분석에 국한되어 있고, 관계 자료

의 연결망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 과학적 

연구들의 변수 중심 접근법은 개별 행위자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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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혹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또는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개별 행위자들의 제반 속성 또는 이 속성

들의 전체 분포를 살피고, 이 속성들이 설명 대상과 맺는 상관관계

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의견, 행위, 그리고 그들

의 기본적 속성까지도 개별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 즉, 연결망 분석은 사회적 현상을 한 

행위자나 조직을 단위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들 간에 맺어지는 관계

로부터 파생되는 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을 강조하고, 그

에 따라 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 혹은 변수 

중심의 접근법과는 구별된다.

설문조사는 Moreno가 발전시킨 계량사회학적 방법을 변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결망 내의 행위자 i

에게 j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또는 맺고 싶은 의향을 물어보는 것으

로서, 초창기에는 관계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측정하고자 개

발되었지만, 이후에는 실제 존재하는 관계(existing relationship)에 

대한 측정(예, 의사소통, 친교, 지지 등)으로도 그 범위를 넓혀서 사

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항목은 대인간 인터뷰(in-person 

interview) 또는 개인 설문 질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범위 및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Marsden, 1990).

또한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에 따라 응답자가 설문

조사에서 답하는 관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 일 수 있는데, 단일한 관

계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부터, 여러 관계에 대한 복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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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설문이 구성될 수 있다(Marsden, 2011). 대개 설문조사를 기

반으로 하는 연결망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

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Brass(1985)의 경우 미국 신문사 

내의 남녀 종업원들의 상호작용과 대인간 영향력 차이에 관한 연구

에서‘당신은 누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업무 결과를 

보고합니까?’,‘당신은 누구와 업무 관련으로 논의를 자주 하십니

까?’,‘당신은 누구를 가장 친한 동료로 생각하십니까?’의 세 질문

을 통해 응답자들의 업무부서 관계(workflow tie), 업무관련 의사

소통(work-related communication), 친교 관계(close 

friendship)에 관한 연결망 정보를 획득하였다.

사회연결망 자료는 매트릭스(matrix)의 행렬 형태로 구성되어 분

석되는데, 행(column)과 열(row)이 만나는 셀(cell)에 특정 값을 

표시하여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행에는 사람, 열에는 사건을 

표현하는 유형인 사건 매트릭스가 있고, 행과 열에 행위자를 표현하

는 인접도 매트릭스가 있으며, 관계가 있으면‘1’, 관계가 없으면

‘0’으로 표시한다. 관계 유무를 넘어서 관계의 질을 표현하기 위해

서는‘0’과‘1’뿐만 아니라 관계의 정도를 표현하는 계량적인

(valued) 숫자가 사용된다(손동원, 2002). 또한 관계의 관련성이 

대칭적인 경우 행렬을 대칭시켜(symmetrize) 연결망의 방향을 없

애주게 되고(undirected), 관계의 관련성이 대칭적이지 않을 경우 

방향을 표현하는 비대칭(directed) 데이터로 측정하게 된다(손동원, 

2002).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가 관계에 대해 지목하

는 행위자의 수에 제약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개 3명에서 10

명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제한하는 자체가 응답자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약을 두지 않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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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rsden, 2011). 행위자들 간 관계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소시

오 매트릭스(socio-matrix)라고도 하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소시오그램(sociogram)이라고 한다.

3)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사회연결망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구조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구조를 통해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분석

해 낼 수 있다(손동원, 2002).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다루어지는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연결망 밀도(density)는 전체 사람들 간의 생성 가능한 연결 수 

대비 실제 연결 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Ibarra, 1995). 연결망

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알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Brass, 1995), 한 연결망에 참여한 사람들 간 관계의 응집

정도이다. 계량(valued) 연결망에서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라인

들의 계량값의 합을 연결망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 라인의 수로 나

눈 것이다. 밀도 0은 하나도 연결이 안 된 연결망이며, 밀도 1은 모

든 노드들이 서로가 연결된 연결망을 지칭한다. 

연결망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 내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중심에 위

치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중심성 분석에는 연결정도

(degree), 근접(closeness), 매개(betweenness) 등의 분석 개념

들이 있다.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한 행위자가 다

른 행위자들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행위자

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한 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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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합으로 얻어진다.(김용학, 

2003).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정도와 달리, 직

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자뿐만 아니라 연결망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행위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한다. 근접중심성

을 이용할 경우 연결망의 총체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윤곽하에서 중심성이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접

중심성은 두 행위자를 잇는 가장 짧은 경로거리를 모두 더한 것에 

역수를 취한 값으로 계산한다(손동원, 2002). 즉, 근접중심성이 높

은 노드는 연결망 내 다른 모든 노드와 가장 짧은 경로거리를 가지

고 있어,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 노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연

결망 내에서 한 행위자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

도로서 중심성을 측정한다. 는 연결망 내 특정 두 점(j와 k) 사이

에 존재하는 최단거리 경로의 경우의 숫자이고,  는 두 점 j와 

k(j ≠ k) 사이에 존재하는 점 i를 경유하는 횟수를 말한다(손동원, 

2002).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은 정보의 흐름

에 있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중재자적 역할이란 연결되지 않

은 개개인들을 연결하는 대인관계의 공백을 채우는 위치를 말한다.

절대적 중심성에 의해서는 구성원의 수가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 중심성에 의한 측정이다. 보통 상대적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규모(참여자 수-1)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

며, 근접중심성의 경우 절대값이 역수로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표준

화하기 위해서는 곱해주게 된다(손동원, 2002). 매개중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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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formula Possible range

Density   
  



  0-1

Degree 

centrality
  

  



   0-1

Closeness 

centrality
   

  



 
  0-1

Betweenness 

centrality    


  

 
0-1

노드 i를 제외한 발생 가능한 전체 노드 쌍의 수{(n-1)(n-2)/2}

로 나누어주게 된다(이수상, 2012)<Table 1>.

계량 연결망에서 중심성 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첫

째, 적절한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 이상이면‘1’, 이하이면‘0’의 이

진 데이터로 변환한 후 계산한다. 이는 연결 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각종 중심성 척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수상, 2012). 둘째, 계량 연결망 자체를 대

상으로 개발된 중심성 척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점 중심성(nearest centrality), 평균 연관성(mean 

associations), 평균 프로파일 연관성(mean profile associations), 

삼각매개 중심성(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이재

윤, 2006).

Table 1. Numerical formula of social networks’characteristics 

Note: This model was adapted from Son(2002), Density was measured by 
asymmetric data. Centrality was measured by bin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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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한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Northouse, 2001), House(1971)는 조직의 목

표를 향한 구성원들의 효과적 행동을 위해 그들의 동기, 능력과 만

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Yukl(1994)은 

리더십을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합의하기 위하여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이며,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집합적 노력

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리더십 정의들은 리더십

을 집단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리더가 집단 변화와 집단 활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집단의 의지를 통합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또 다른 정의들은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과업을 완성하도록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필요한 

리더의 성격 특성이나 그 밖에 특성의 조합이라고 한다. 또 다른 시

각은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을 집단 내 변화를 도모

하기 위해 리더가 취하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Stogdill, 1981).

한편 리더십을 리더와 추종자간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하기도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리더는 권력을 가지고 추종자

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리더십 정의들은 

리더십을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보고 리더는 집단 성원들을 도와 그

들의 목표와 욕구를 성취하고 충족시키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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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개념은 비전 설정, 개별적 배려, 추종자의 자극, 추종자의 자

발적 참여, 상호작용의 질 등을 통해 추종자들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개념을 포괄한다.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의 내용

을 보면 추종자들에 대한 영향력, 상호작용과정, 역할관계, 특정지위

에 부여된 권한, 합법적인 영향력에 대한 추종자의 지각 등으로 나

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조직 리더십의 정의에 몇 가지 포괄적 

개념을 포함해 볼 수 있다. 첫째, 리더와 추종자들은 상호작용을 필

요로 하는 공유된 목적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둘째, 리더가 그

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부하에게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셋째, 이 과정에서 추종자의 수용을 필요로 하

며, 추종자의 의사와 반하여 행사되는 영향력은 리더십 개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십이란 리더와 추종자간의 상호과정에

서 리더의 공식적 권한 및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추종자가 수용 가

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기연, 

2006).

리더십은 연구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법에 따라 여

러 가지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뛰어난 리

더는 남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특성이론

(trait theory),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동유형에 중점

을 둔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 그리고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이론 또한 나름대로의 

한계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카리스마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

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등 새로운 리더십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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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조직이 보상을 제공하는 교환적 거래에 초점을 두지만, 변혁적 리더

십은 교환관계를 떠나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목표를 향하고 상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즉, 거래적 리더는 원래 

기대했던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

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

고자 한다. 

또한 많은 리더십 종류에 관한 연구 중 구성원의 감정을 강조하거

나 함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감성

적 리더십이 있다(Conger & Kanungo, 1998). 카리스마적 리더십

의 리더는 기본적으로 잘 개발된 사회적, 정서적 스킬을 가지고 있

는 사람들로 비전을 통해 부하들의 감정을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

하며, 아래 구성원과 강력한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여 자신과 조직의 

비전에 구성원들을 몰입시킨다.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팀 내 협력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집단성과에 기여하는데 이들에

게 가장 원초적이며 중요한 과업은 부하들의 긍정적 감정을 촉진하

기 위해 옳은 방향으로 감정을 관리, 활용한다(이창준, 2007; Bass 

& Avolio, 1990; George, 2000). 궁극적으로 감성리더십이란 조

직 내에서 리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책임 등을 알고 분위기

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감정을 표출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인백, 2008). 이 두 가지 리더십은 구성원의 감정

을 매개로 정서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직무에 만족하게 하고 충

실하게 하여 조직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인다(최충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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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Smith 등(1969)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향하여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라고 

하였고, McCormick와 Daniel(1980)은 직무와 고용주에 대한 근로

자의 견해에 관련된 것으로 한 개인의 직무경험으로부터 기인한 유

쾌하고도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Locke(1976)는 개

인의 직무 또는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유쾌한 또는 불쾌

한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Brief와 Weiss(2002)의 직무만족 

모델 역시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만족하려면 먼저 긍정적인 정서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결국 직무만족을 가져오

게 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직무에 불만족한 사람은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구성원 자신들의 사기와 근무의욕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개인의 성장 발전과 조직의 발전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박현희 2004).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조직 

유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정되어 왔다(이윤현, 2007).

직무만족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 직무만족은 

작업자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둘째, 자신의 직무생활에 긍

정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은 외부에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을 호의적

으로 이야기 하며 셋째,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직외부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넷

째,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만족이 높게 되면 이직률과 결근율

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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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유근, 1991).

특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이유는 직무가 환자간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간호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숙자, 2010). 직무만족이 높으면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직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주어진 간호 업무를 친절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이혜정, 2002). 간호조직 내 수간호사의 친절하고 따뜻

한 관심과 태도 및 간호사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같은 행위는 수간

호사와 간호사의 좋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환자 간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보다 나은 질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유재연, 1991). 

McClosly와 McCain(1973)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직업에서의 외

적 환경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의 심리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보고하

였으며, 간호관리자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리더 행위, 관리, 인간관계 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Charlotte & Wlof, 1992; 박현태, 1997). 그 밖의 최정(2003)

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원의 활발한 교류나 의사결정참

여, 자율적이고 동기화가 잘 된 간호사가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영희 등(2009)은 노동보상이 클수록 간호사의 직무만

족이 높은데,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업보상 뿐 아니

라 간접적인 조직보상과 사회적 보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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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라는 용어는 조직문제와 관련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

용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종업원들의 이직, 결근, 성과, 

조직유효성을 보다 잘 설명하는 지표로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

이어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것

으로 조직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송경옥, 2006). 조직몰입에 대

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1960년대 조

직 행태론에서 조직몰입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뒤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정혜경, 2006). 

Allen과 Meyer(1991)는 조직몰입을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 수용성이 내재화되는 것이며, 조직에 대한 노력을 자발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Mowday, Porter와 

Steers(1982)는 첫째,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

용, 둘째,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셋째,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전체에 

대한 일반적이며 체계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기가 속한 조

직에 대해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심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조직몰입이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관리자들에게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조직몰입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 등을 더 잘 설명

하여 주며, 둘째,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그들의 성과

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셋째, 조직몰입이 조직 유효성에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문숙, 2003).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에도 애착을 가지게 되어 조직 변화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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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동기가 커지고 변화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됨을 의미한다

(김정진 & 박경규, 2008). 조직몰입은 단순한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닌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로 조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안영숙, 2012).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리더십 연구(김복미, 2006)에서 변

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

며, 김명화(2008)의 연구에서도 조직몰입은 직원과 조직리더의 감

정이입 된 가치일치가 되었을 때,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속감과 충성심을 느껴 개인이 근무의욕과 

조직몰입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직속상사의 리더십 유형이 구성원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원복(2007)은 자신의 생각

이나 시각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부하들을 고무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에 가까울수록 종업원의 조직몰입이 높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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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직의도

최근 간호 인력 수급대책이 보건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1만 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8). 국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005년 9.8%에서 2008

년 15.8%, 2010년 16.6%, 2011년 18.5%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이다. 또한 간호사의 이직은 병상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0-199병상 17.4%, 200-399병상 21.5%, 400-599병상 

15.0%, 1,000병상 이상은 10.0%로 나타났다(병원간호사회, 

2008). 2010년 조사에서는 100-199병상 17.6%, 200-399병상 

20.9%, 1,000병상 이상은 10.3%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은 간호 인력의 부족을 야기하면서 재직간호사의 업무

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규간호사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켜 

간호업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ecroft, Dorey, & Wenten, 2008). 

또한 이직에 대해 단순히 다른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새로운 

직원도 같은 문제에 맛닺게 되며 같은 수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직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외부로 이동하여 조직 구성원의 신

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Price, 1977),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을 받는 개인이 조직 구성원의 자격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Mobley, 1982). 이직의도는‘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의 구성원

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Allen &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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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김민희, 2008)로 정의된다. 이직 의도는 이직의 결정적 요인

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직의 바로 직전 단계, 즉 행위의 인지적 

선행변수로서 이직의 예측을 위한 지표로서 사용되며, 행위의도로서 

이직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제시되고 있다(Price & Mueller, 

1981). 또한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장에 머물거나 떠나고자 하는 

생각의 빈도가 이직률과 관련이 있고 이직의도와 실제 이직 간에는 

순상관 관계가 있다(김미란, 2007)는 점을 고려하면 이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갈등, 부적절한 대

우, 상사와의 불만스러운 관계는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고 하였다(권덕화 & 고효정, 2003).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2001-2010년간 실시된 이직의도 관련 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로 

이직의도와 함께 다루어진 변수들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내부마

케팅, 직무스트레스, 소진 등이었으며, 그 외 고객지향성, 간호전달

체계에 대한 만족도, 간호업무성과, 간호조직문화, 자기효능감, 사회

적 지지, 문제중심 대처방식, 전문직업관, 간호업무환경, 직장가정갈

등, 감정노동 등이 있었다(김종경 & 김명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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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연결망 특성과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

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밀도가 높은 팀은 구성원들 간의 많은 연결로 인해 서로에 대한 

높은 상호의존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팀에서는 원활한 협동

과 정보 공유로 구성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팀 내에 

형성된 강한 규범과 응집성은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이게 됨으로써 팀 내 사

회적 태만의 정도가 감소된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Sparrowe et 

al., 2001). 따라서 밀도가 낮은 팀에 비해 밀도가 높은 팀에서의 

사람들은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팀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높은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한다(Morrison, 2002; Wellman, 

1992). 또한 많은 사회적 지원이나 경력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Ibarra, 1993),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Podolny & Baron, 1997).

한 행위자가 지닌 연결망의 구성원들에 대한 중재역할의 중요성이 

클수록, 의사소통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은 그만큼 커진다. 팀 내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더욱 존중되어짐을 느끼고, 자신을 더욱 중요한 사람이라 느끼게 된

다(Brass, 1984; Ibarra & Andrews, 1993). 기존 연구에서는 이

러한 연결망 내 중심성이 개인의 승진이나 보너스, 성과뿐만 아니라 

직무만족(Dean & Brass, 1985; Rice & Mitchell, 1973; 

Roberts & O’Reilly, 1979), 정보에 대한 접근(Brass, 1984; 

Coleman, Katz, & Menzel, 1966), 소속감(Miller, 1980),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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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rra, 1993), 조직몰입(Ibarra & Andrew, 1993), 집단 내 활

동이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밖에 105명 규모의 1개 중소기업 내 연결망을 업무관련 커뮤

니케이션 연결망과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으로 구분하여, 연결

망 특성이 조직 내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김선영, 2009)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결

망에서의 중심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일상적 커뮤니케이

션 연결망의 중심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친교 연결망으로 구축하여 중

심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다룬 Feeley와 Barnet(1997)의 연구

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을수록 이직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Hartman과 Johnson(1989)은 연결정도 중심성이 클수록 조직몰입

도가 커지고, 이직의도를 낮춘다고 하였다. 설홍수(2005)는 연결정

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

과에서, 연결정도 중심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정보접근이 매개하

여 부의 영향을 미치고, 매개중심성은 이직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호철(2011)은 사회연결망의 특

성(밀도, 중심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은 근접중심성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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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참여하여 맺게 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특정한 패턴의 연결망으로 표현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집단 내 구

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의 효과와 역동성을 실증적으로 측정

할 수 있게 해 준다(Freeman, 1991). 사회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

은 개인은 근무지에 더 참여하고(Marshall & Stohl, 1993), 조직

에 몰입하며(Eisenberg, Monge, & Miller, 1983; Feeley, 2000; 

Hartman & Johnson, 1989), 그들의 직무에 더 만족하며(Monge, 

Edwards, & Kirste, 1983), 조직과 더 동일시(Bullis & Bach, 

1991)한다고 하였다. 또한 Feeley와 Barnett(1997)은 직무와 관

련된 의사소통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개인은 직무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되어 이직이 줄어든다

고 하였다. 

밀도가 높은 연결망에서는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는 규범이 형성되

며, 그 규범이 집단이나 조직에 내재화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Portes & Sensenbrenner, 1993). 의사소통 연결망에서 밀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높았으며(van Beek et al., 2011), 

개인의 조직몰입에 밀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오원경, 2012)

고 하였다. 사회연결망에서 리더의 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리더의 

구조적 역할과 영향력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위한 자원에의 접근성이 우월함을 반영해 준다(Sparrowe & 

Liden, 2005). 리더와의 관계가 좋은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

와 자원에 접근이 쉽기 때문에, 직무에 영향력을 더 발휘하여 직무

에 만족하고(Golden & Veiga, 2005; Graen, Liden, & H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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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이종찬 & 장경혜, 2003), 작업 집단에 몰입하게 되며

(Gerstner & Day, 1997; Setton, Bennett, & Liden, 1996; 이종

찬 & 장경혜, 2003), 이직의도가 낮아진다(Vecchio & Gobdel, 

1984; Wilhelm, Herd, & Steiner, 1993)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리더의 중심성은 간호단위 내 간호사의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의 중심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Bass, 1985; McNeese, 1995; Trofino, 1995; 

이소영, 2012; 이용탁, 1996),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춘다고 하였으나(Boyle, et. al., 1999; Irvine & Evans, 1995; 

Tourangeau & Cranley, 2006;  김동숙, 2010; 배수빈, 2012; 손

운선, 2012; 이소영, 2012), 기존 선행연구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

서 이 관계의 검증은 생략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간

호사가 지각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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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

망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사가 지각한 관리자

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동의한 450병상 규모의 2개 병원(G지역), 

400병상 규모의 2개 병원(P지역)을 선정하였고, 간호단위에서 간

호사를 편의표출 하였다.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포

함한 총 30개 간호단위와 그 곳에서 근무하는 420명의 일반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설문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관련특성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

령, 결혼상태, 학력, 종교 5문항으로, 근무관련특성은 월 급여, 총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 근무 형태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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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 자료는 대인간 인터뷰(in-person interview) 또는 

개인 설문 질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통해서 측

정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범위 및 경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Marsden, 1990).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에 맞는 일정한 수의 동료 이

름을 적도록 하는 Moreno(1953)에 의한 동료지명(peer 

nomin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 구축을 위한 설문의 질문 내용은 

Bell(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업

조언 연결망의 경우는‘현 간호단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

와 조언을 구하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로 하였다. 친

교연결망의 경우는‘현 간호단위 내에서 민감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편안한 대화를 많이 하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로 하였

다. 간호단위 내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는 병원에서 공식적인 직책

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했다. 또한 구성원들 간 관계의 질을 반영

하기 위하여 관계의 정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 답하

도록 하고, 각 순위에 지명할 수 있는 대상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3) 리더십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를 전경자와 최은숙(2013)이 수정·

보완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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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of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Ⅱ, 

COPSOQ-K)로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각 척도의 

점수는 0, 25, 50, 75, 100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의 질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자와 최은숙

(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87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866 이었다. 

4) 직무만족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를 전경자와 최은숙

(2013)이 수정·보완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COPSOQ-K)로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 Likert 4점 

척도로‘매우 불만족’이 1점,‘매우 만족’이 4점으로, 각 척도의 점

수는 0, 33.3, 66.7, 100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자와 최은숙(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7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790 이었다.

5) 조직몰입

Pejtersen 등(2010)이 개발한 COPSOQ Ⅱ를 전경자와 최은숙

(2013)이 수정·보완한 한국어판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COPSOQ-K)로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항상 그렇다’가 5점으로, 각 척

도의 점수는 0, 25, 50, 75, 100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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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자와 최은숙

(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77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741 이었다. 

6) 이직의도

Mobley(1982)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김미란(2007)이 

병원상황과 간호사에게 적합하도록 어휘 등을 수정한 후 전문가들

의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이

며 Likert 5점 척도로‘매우 그렇다’가 5점,‘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김미란(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76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의 알파 값은 .872 이었

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 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승인번호: 2013-116)의 심의를 받

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1) 예비조사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예비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점

검하기 위해 P지역 D병원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

행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나 문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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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최종 연구도구를 완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은 15-20분 가량 이었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3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간호부에 연락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허가 받은 4곳에서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개 병원의 경우 간호부를 통해 배부되었고, 2개 병원의 

경우 간호부에서 지정한 병동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

다. 개별 연구 대상자들은 직접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설

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설문 봉

투에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450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에서 420

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3.3%).

5.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대학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

용,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기재된 이름이나 개인정

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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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UCINET 6.0, SPSS 20.0과 HLM 

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하였

다.

2)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UCINET 6.0을 사용

하여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하였

다.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 관리자의 리더

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차이는 SPSS 

20.0을 사용하여 t-검정, 분산분석 하였다.

4)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성 파악은 HLM 7.0을 사용하여 다

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하였다.

1)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들 간의 연결망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인 UCINET을 사용하였다.  연

결망 분석의 자료는 매트릭스(matrix) 형태인 행(column)과 열

(row)로 구성되며, 행과 열이 만나는 셀에 특정 값을 표시하여 행

과 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게 된다.‘관계’의 존재 여부만을 측정

할 경우, 관련성이‘있다’는‘1’, 관련성이‘없다’는‘0’으로 표시



38

한다. 관련성의 정도와 질을 표현해야 하면,‘0’과‘1’뿐만 아니라 

관계의 정도를 표현하는 계량적인(valued) 숫자가 사용된다. 또한 

관계의 관련성이 대칭적인 경우 행렬을 대칭시켜(symmetrize) 연

결망의 방향을 없애주게 되고(undirected), 관계의 관련성이 대칭적

이지 않을 경우 방향을 표현(directed)하는 비대칭 데이터로 측정

하게 된다(손동원, 2002). 

본 연구에서는 간호단위 별로 행렬을 구성하였고, 각 항(cell)에 i

와 j의 관계 정도와 강도를 반영하여 1순위는‘3’, 2순위는‘2’, 3

순위는‘1’,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0’으로 계량(valued) 데이터

로 입력하였다. 계량 연결망의 중심성 척도는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

하고 알고리즘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연결망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진 데이터로 변

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간호사와 다른 간호사 간 관계의 관련

성이 대칭적이지 않으므로 행렬을 대칭시키지 않고 비대칭 행렬 데

이터로 구축하였다. 

2) 다수준 분석

간호사 개인수준(level 1)과 간호단위 수준(level 2)의 사회연결

망 특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의 위계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수준분석 또는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였으며, 대표적 통계프로그램인 HLM을 사

용하였다.

다수준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집단 내 동질성과 집단 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대상의 선정과 표본의 크기이다. 표본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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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명확한 지침

은 없지만(Pollack, 1998), 일반적으로 상위수준 분석대상의 표본

수가 최소한 3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Kozlowski 

& Klein, 2000, Snidjers & Bosker, 1999). 또한 집단 내 구성원

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30명 미만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황종오, 유태용, & 한태영, 2006), 최소 5명 이상의 

자료가 표집될 경우 편의성(biases)이 감소되므로 집단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김강호, 2008; Bliese, 1998)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가 10 이므로 다수준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사의 대다수가 여성(92.9%)이고, 

연령은 임상경력과 상관관계(r=.755, p<.01)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별과 연령은 다수준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그 외 간호사 수준의 결혼상태, 종교, 급여, 총 임상경력, 현 

부서 임상경력, 희망부서 일치 여부, 근무형태는 통제하였다. 간호단

위의 특성 중 간호단위의 크기와 유형은 통제하였다.

HLM은 기초모형(null model), 중간모형(mean model), 연구모

형(explanatory model)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기초모형

은 집단 내 모형과 집단 간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

변수만 투입하여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변량을 산출한다. 이때 전체

변량 중 집단(간호단위) 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의 값에 대한 해석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단 내 상관계수가 0.05(5%)이상이면 

집단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수준 뿐 아

니라 집단 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다수준분석 적용의 통계적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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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초모형의 집단 내 

상관계수는 모두 5% 이상으로 다수준분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모형은 집단 내 모형에 개인수준의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고, 연구모형은 집단 내 모형에 개인수준의 독립변인과 집단 간 모

형에 집단수준의 변인을 투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변

수로는 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투입

하였다. 집단수준의 변수로는 밀도,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투입하였다. 구성원들은 작

업집단의 부분이고, 리더의 중심성은 작업 집단의 각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값을 가진다. 즉 집단 내 구성원들은 동일한 리더를 가지게 

되므로 자료의 형태가 중첩된 구조를 이룬다(Sparrowe & Liden, 

2005). 이 경우 1 수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회귀계수 표준 오차의 

편향을 초래하므로(Snijders & Bosker, 1999), 다수준분석을 적용

해야 한다(Sparrowe & Lide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중심성은 2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기초모형과 중간모형은 생략하고,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간의 이탈도(Deviance)의 차

이가 두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의 개수간 차이의 자유도를 가진 χ2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서우석, 2004). 이탈도

는 모형과 자료 사이의 적합도 결함을 측정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값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같은 자료 세트에서 모형 간 이탈도의 값

이 적을수록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게 된다(고유경, 2008).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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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간호사 개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

성이 92.9%, 남성이 7.1%였다. 연령은 21세에서 49세까지 분포되

어 있으며, 21-24세가 33%, 25-29세가 46%, 30세 이상이 21%

였다. 평균 나이는 27.01세(±4.10)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이 81.2%, 기혼이 18.8% 였다. 학력은 81.9%가 전문대학 졸업, 

18.1%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급여는 200-249만원이 7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 총 임상경력은 평균 4.57(±3.41)

년 이었으며, 5년 초과 40.5%, 2년 이하가 34.5%, 2-5년 이하가 

28.5%로 나타났다.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은 평균 2.95(±2.29)년 

이었으며, 2년 이하가 51.2%, 2-5년 이하가 26.4%, 5년 초과가 

22.4%로 나타났다.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는‘그렇

다’가 56.6%,‘아니다’가 43.4%였으며, 근무형태는 71%가 3교대, 

고정근무가 21%, 2교대가 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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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Mean ± SD
n(%)

Gender
Female 390(92.9)

Male 30(7.1)

Age(yr)

21-24 139(33.0) 27.01±4.10

25-29 193(46.0)

≥30 88(21.0)

Marital status
Single 341(81.2)

Married 79(18.8)

Educational level
Diploma 344(81.9)

≥Baccalaureate 76(18.1)

Religion

Protestant 49(11.7)

Buddhist 79(18.8)

Catholic 35(8.3)

None 257(61.2)

Monthly salary
(10,000 won)

150-199 26(6.2)

200-249 325(77.4)

250-299 69(16.4)

Years worked as an 
RN

≤2 145(34.5) 4.57±3.41

<2≤5 105(28.5)

>5 170(40.5)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2 215(51.2) 2.95±2.29

<2≤5 111(26.4)

>5 94(22.4)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Yes 238(56.6)

No 182(43.4)

Pattern of shift

3 shifts 298(71.0)

2 shifts 34(8.0)

Fixed 88(21.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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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Range

Task advice networks

Degree centrality 0.18 0.13 0-0.64

Closeness centrality 0.27 0.15 0-0.73

Betweenness centrality 0.06 0.09 0-0.52

Friendship networks

Degree centrality 0.17 0.11 0-0.55

Closeness centrality 0.23 0.15 0-0.69

Betweenness centrality 0.08 0.12 0-0.63

2) 사회연결망 특성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 연결망에서의 일반간호사의 중심성 평균

값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간호

사의 근접중심성은 평균 0.27(±0.15), 연결정도 중심성은 

0.18(±0.13), 매개중심성은 0.06(±0.09) 순으로 나타났다. 친교 

연결망에서 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평균 0.23(±0.15), 연결정도 

중심성은 0.17(±0.11), 매개중심성은 0.08(±0.12) 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entrality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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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Task advice networks

1. Degree centrality 1

2. Closeness centrality
.676

(<.01)
1

3. Betweenness centrality
.477

(<.01)

.293

(<.01)
1

Friendship networks

4. Degree centrality 1

5. Closeness centrality
.677

(<.01)
1

6. Betweenness centrality
.639

(<.01)

.471

(<.01)
1

3) 사회연결망 특성의 상관성 분석

간호사 개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 간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

성으로 구성된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

성은 근접중심성(r=.676, p<.01), 매개중심성(r=.477, p<.01)과, 

근접중심성은 매개중심성(r=.293,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친교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근접중심성

(r=.677, p<.01), 매개중심성(r=.639, p<.01)과, 근접중심성은 매

개중심성(r=.47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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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인이 두 집단을 이루는 경우 t-검정, 세 집단 이상을 이루는 

경우 분산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연결정

도 중심성(F=4.626, p<.05), 근접 중심성(F=5.456, p<.01)이 근

무형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3교

대를 하는 경우가 고정 근무를 하는 것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 2교대를 하는 경우가 3교대를 하는 경우보다 근

접중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1>.

친교연결망에서 월 급여(F=4.887, p<.01), 총 임상경력

(F=3.815, p<.05), 현 부서 임상경력(F=3.300, p<.05), 근무형태

(F=8.388, p<.001)가 연결정도 중심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월 급여 200-249만원

이 250-299만원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총 

임상경력과 현 부서 임상경력에서 2-5년 이하가 5년 초과보다 연

결정도 중심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3교대가 고정근무보다 연결정

도 중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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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M(SD) F/t(p) M(SD) F/t(p) M(SD) F/t(p)

Gender
Female 0.18(0.13) 0.548

(.584)

0.26(0.15) -1.176

(.240)

0.06(0.09) 1.147

(.252)Male 0.17(0.11) 0.30(0.17) 0.04(0.07)

Age(yr)

21-24 0.18(0.12) 0.127

(.881)

0.26(0.17) 0.517

(.597)

0.06(0.10) 0.204

(.816)25-29 0.18(0.13) 0.27(0.14) 0.07(0.10)

≥30 0.18(0.13) 0.27(0.14) 0.06(0.08)

Marital status
Single 0.18(0.13) -0.311

(.756)

0.27(0.15) -0.331

(.741)

0.06(0.10) -0.675

(0.500)Married 0.19(0.13) 0.27(0.14) 0.07(0.08)

Educational level
Diploma 0.18(0.13) -1.033

(.302)

0.27(0.15) 0.715

(.475)

0.06(0.09) -0.705

(.481)≥Baccalaureate 0.20(0.13) 0.26(0.15) 0.07(0.09)

Religion

Protestant 0.17(0.11) 0.300

(.826)

0.27(0.16) 0.311

(.817)

0.05(0.07) 1.296

(.276)Buddhist 0.19(0.13) 0.28(0.15) 0.06(0.09)

Catholic 0.19(0.14) 0.26(0.15) 0.04(0.06)

None 0.18(0.13) 0.26(0.15) 0.07(0.10)

Monthly salary

(10,000 won)

150-199 0.20(0.09) 0.848

(.429)

0.27(0.11) 0.152

(.859)

0.08(0.09) 2.924

(.060)200-249 0.19(0.13) 0.26(0.15) 0.06(0.10)

250-299 0.17(0.12) 0.27(0.16) 0.04(0.06)

Years worked as an RN

≤2 0.18(0.12) 0.033

(.967)

0.27(0.15) 0.087

(.917)

0.07(0.10) 0.166

(.847)<2≤5 0.19(0.13) 0.26(0.16) 0.06(0.09)

>5 0.18(0.13) 0.27(0.15) 0.06(0.08)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2 0.18(0.12) 0.414

(.662)

0.26(0.15) 0.594

(.553)

0.06(0.10) 0.973

(.379)<2≤5 0.19(0.13) 0.28(0.15) 0.05(0.08)

>5 0.18(0.14) 0.27(0.15) 0.07(0.09)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Yes 0.17(0.12) -1.816

(.070)

0.26(0.14) -1.741

(.083)

0.06(0.09) 0.050

(.960)No 0.20(0.13) 0.28(0.16) 0.06(0.09)

Pattern of shift

3 shifts 0.19(0.14)a 4.626
(.012)

c<a

0.25(0.15)a 5.456
(.005)

a<b

0.06(0.10) 2.261

(.105)2 shifts 0.19(0.12)b 0.33(0.13)b 0.09(0.11)

Fixed 0.15(0.09)c 0.29(0.14)c 0.05(0.07)

Table 5-1. Centrality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Task advice networks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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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M(SD) F/t(p) M(SD) F/t(p) M(SD) F/t(p)

Gender
Female 0.17(0.11) 0.455

(649)

0.23(0.15) -1.464

(.144)

0.08(0.12) -0.159

(.874)Male 0.16(0.11) 0.27(0.16) 0.09(0.10)

Age(yr)

21-24 0.18(0.11) 2.583

(.077)

0.24(0.15) 0.899

(.408)

0.08(0.12) -0.391

(.677)25-29 0.17(0.11) 0.23(0.15) 0.09(0.12)

≥30 0.15(0.10) 0.21(0.15) 0.07(0.11)

Marital status
Single 0.17(0.11) 1.922

(.055)

0.23(0.15) 0.775

(.439)

0.09(0.12) 1.224

(.222)Married 0.15(0.10) 0.22(0.16) 0.07(0.10)

Educational level
Diploma 0.17(0.11) 1.893

(.060)

0.23(0.15) 1.051

(.294)

0.09(0.12) 0.923

(.356)≥Baccalaureate 0.15(0.08) 0.21(0.14) 0.07(0.09)

Religion

Protestant 0.16(0.09) 0.597

(.617)

0.23(0.15) 0.345

(.793)

0.07(0.10) 0.172

(.915)Buddhist 0.16(0.10) 0.24(0.15) 0.08(0.11)

Catholic 0.15(0.10) 0.21(0.15) 0.09(0.12)

None 0.17(0.11) 0.23(0.15) 0.08(0.12)

Monthly salary

(10,000 won)

150-199 0.15(0.09)a 4.887
(.010)

c<b

0.23(0.15) 0.274

(.760)

0.08(0.13) 0.971

(.385)200-249 0.17(0.11)b 0.23(0.15) 0.09(0.12)

250-299 0.14(0.09)c 0.22(0.15) 0.07(0.08)

Years worked as an RN

≤2 0.17(0.11)a 3.815
(.023)

c<b

0.24(0.15) 1.208

(.300)

0.08(0.12) 1.867

(.156)<2≤5 0.18(0.12)b 0.24(0.15) 0.10(0.13)

>5 0.15(0.10)c 0.22(0.16) 0.07(0.11)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2 0.17(0.11)a 3.300
(.038)

c<b

0.24(0.15) 2.331

(.099)

0.08(0.12) 0.735

(.480)<2≤5 0.18(0.11)b 0.24(0.15) 0.09(0.12)

>5 0.15(0.11)c 0.20(0.15) 0.07(0.11)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Yes 0.16(0.10) -1.006

(.315)

0.22(0.15) -1.668

(.096)

0.08(0.11) -0.070

(.944)No 0.17(0.11) 0.24(0.15) 0.08(0.12)

Pattern of shift

3 shifts 0.18(0.11)a 8.388
(<.001)

c<a

0.23(0.16) 0.557

(.575)

0.08(0.12) 0.765

(.466)2 shifts 0.14(0.08)b 0.24(0.16) 0.06(0.07)

Fixed 0.14(0.09)c 0.22(0.13) 0.09(0.11)

Table 5-2. Centrality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Friendship networks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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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

1) 간호단위 특성

4개 병원, 30개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Table 6-1, 

6-2>와 같다. 과업조언 연결망의 경우, A병원의 일반 병동의 일반

간호사 수는 10-13명, 연구대상 수는 10-12명, 크기는 12-15명

이었고, 응급실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대상 수는 22명, 크기는 

24명,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대상 수는 14명, 크기는 

16명, 수술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34명, 연구대상 수는 32명, 크기

는 36명이었다. 밀도는 0.11-0.47,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9-0.5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17-0.55, 수간호사

의 근접중심성은 0.11-0.69,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2-0.65,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43, 책임간호사의 매개

중심성은 0.04-0.53으로 나타났다.

B병원의 일반 병동의 일반간호사 수는 13-14명, 연구대상 수는 

11-13명, 크기는 15명이었고, 응급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18명, 연

구대상 수는 13명, 크기는 20명,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

구대상 수는 14명, 크기는 16명, 수술실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

대상 수는 25명, 크기는 27명이었다. 밀도는 0.09-0.34, 수간호사

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12-0.36,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은 0.21-0.57,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8-0.37,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21-0.38,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54, 책임

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6-0.48로 나타났다.

C병원의 일반 병동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대상 수는 10-14명, 

크기는 12-16명이었고, 응급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19명,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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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7명, 크기는 21명,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17명, 연구

대상 수는 14명, 크기는 19명, 수술실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대

상 수는 22명, 크기는 24명이었다. 밀도는 0.09-0.31,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7-0.4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7-0.53,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8-0.30, 책임간호사의 근

접중심성은 0.08-0.39,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29, 책임간

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51로 나타났다. 

D병원의 일반 병동의 일반간호사 수 및 연구대상 수는 10-13명, 

크기는 12-15명이었고, 응급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14명, 연구대상 

수는 13명, 크기는 15명, 중환자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14명, 연구

대상 수는 12명, 크기는 14명, 수술실의 일반간호사 수는 22명, 연

구대상 수는 21명, 크기는 23명이었다. 밀도는 0.08-0.40, 수간호

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14-0.4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

성은 0.15-0.50,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2-0.61, 책임간호사

의 근접중심성은 0.12-0.58,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2-0.11,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5-0.28로 나타났다.

친교연결망의 경우, A병원의 일반 병동의 크기는 12-15명이었

고, 응급실의 크기는 24명, 중환자실의 크기는 16명, 수술실의 크기

는 36명이었다. 밀도는 0.14-0.41,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42,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36, 수간호사의 근

접중심성은 0-0.44,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61, 수간호사

의 매개중심성은 0-0.07,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1-0.33

으로 나타났다.

B병원의 일반 병동의 크기는 15-16명이었고, 응급실의 크기는 

18명, 중환자실의 크기는 16명, 수술실의 크기는 27명이었다.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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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3-0.23,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4-0.14, 책임간

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21,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7-0.27,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30, 수간호사의 매개

중심성은 0-0.11,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05로 나타났다.

C병원의 일반 병동의 크기는 13-16명이었고, 응급실의 크기는 

19명, 중환자실의 크기는 16명, 수술실의 크기는 24명이었다. 밀도

는 0.15-0.34,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42, 책임간호사

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25,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43,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42,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22,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05로 나타났다. 

D병원의 일반 병동의 크기는 12-15명이었고, 응급실의 크기는 

15명, 중환자실의 크기는 14명, 수술실의 크기는 23명이었다. 밀도

는 0.08-0.25,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7-0.18, 책임간

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7-0.29,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16-0.42,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0.56, 수간호사의 매개

중심성은 0-0.12,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0-0.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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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
pital

Type   
of unit

No. of 
staff 
nurse

s

No. of 
subjec

ts
Size Dens

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N CN HN CN HN CN

A

A1_GU 13 11 15 0.21 0.14 0.43 0.21 0.29 0.00 0.53

A2_GU 10 10 12 0.30 0.55 0.45 0.41 0.41 0.19 0.22

A3_GU 11 11 13 0.47 0.17 0.50 0.46 0.63 0.00 0.08

A4_GU 10 10 12 0.11 0.27 0.45 0.50 0.52 0.43 0.45

A5_GU 10 10 12 0.43 0.55 0.45 0.69 0.65 0.16 0.07

A6_GU 13 12 14 0.19 0.38 0.38 0.28 0.28 0.11 0.13

A7_GU 12 10 12 0.29 0.45 0.55 0.41 0.41 0.25 0.25

A8_ER 22 22 24 0.14 0.09 0.30 0.11 0.12 0.01 0.19

A9_ICU 14 14 16 0.23 0.27 0.40 0.27 0.28 0.23 0.04

A10_OR 34 32 36 0.16 0.20 0.17 0.49 0.38 0.15 0.04

B

B1_GU 14 13 15 0.15 0.14 0.21 0.21 0.25 0.12 0.38

B2_GU 13 12 15 0.34 0.36 0.43 0.37 0.38 0.06 0.06

B3_GU 13 11 15 0.18 0.21 0.57 0.19 0.24 0.00 0.48

B4_ER 18 13 20 0.15 0.21 0.32 0.18 0.21 0.01 0.41

B5_ICU 14 14 16 0.09 0.33 0.27 0.34 0.27 0.54 0.08

B6_OR 25 25 27 0.14 0.12 0.23 0.23 0.29 0.01 0.30

C

C1_GU 14 14 16 0.24 0.07 0.53 0.21 0.29 0.00 0.18

C2_GU 13 11 15 0.29 0.21 0.07 0.18 0.08 0.10 0.00

C3_GU 10 10 12 0.31 0.45 0.36 0.30 0.28 0.12 0.03

C4_GU 13 12 15 0.19 0.14 0.21 0.29 0.39 0.00 0.10

C5_GU 12 10 14 0.21 0.15 0.38 0.26 0.36 0.07 0.51

C6_ER 19 17 21 0.21 0.35 0.35 0.27 0.27 0.14 0.09

C7_ICU 17 14 19 0.26 0.39 0.39 0.27 0.28 0.14 0.10

C8_OR 22 22 24 0.09 0.35 0.22 0.26 0.25 0.29 0.15

D

D1_GU 11 11 13 0.21 0.17 0.25 0.17 0.18 0.02 0.05

D2_GU 13 13 15 0.23 0.21 0.50 0.26 0.29 0.11 0.28

D3_GU 10 10 12 0.40 0.45 0.36 0.52 0.55 0.07 0.19

D4_ER 14 13 15 0.20 0.14 0.29 0.29 0.33 0.02 0.19

D5_ICU 14 12 14 0.08 0.23 0.15 0.12 0.12 0.03 0.10

D6_OR 22 21 23 0.30 0.41 0.41 0.61 0.58 0.11 0.11

Table 6-1.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units - Task advice networks (N=30)

Note: GU=General unit,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ng room, 

HN=Head nurse, CN=Charge nurse



52

Hospital Type   
of unit Size 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N CN HN CN HN CN

A

A1_GU 13 0.32 0.42 0.00 0.28 0.00 0.05 0.33

A2_GU 12 0.30 0.27 0.00 0.44 0.46 0.07 0.09

A3_GU 13 0.37 0.08 0.25 0.24 0.30 0.00 0.17

A4_GU 12 0.17 0.18 0.18 0.27 0.30 0.00 0.07

A5_GU 12 0.41 0.09 0.36 0.33 0.61 0.00 0.10

A6_GU 15 0.15 0.07 0.14 0.08 0.12 0.00 0.01

A7_GU 14 0.20 0.08 0.31 0.13 0.14 0.00 0.02

A8_ER 24 0.15 0.00 0.22 0.00 0.10 0.00 0.03

A9_ICU 16 0.23 0.27 0.13 0.35 0.33 0.07 0.02

A10_OR 36 0.14 0.06 0.11 0.15 0.15 0.02 0.08

B

B1_GU 16 0.18 0.07 0.13 0.09 0.10 0.00 0.05

B2_GU 15 0.23 0.14 0.21 0.27 0.30 0.02 0.04

B3_GU 15 0.19 0.14 0.00 0.08 0.00 0.01 0.00

B4_ER 18 0.13 0.12 0.12 0.07 0.06 0.02 0.00

B5_ICU 16 0.16 0.13 0.07 0.12 0.11 0.11 0.00

B6_OR 27 0.13 0.04 0.12 0.14 0.19 0.00 0.03

C

C1_GU 16 0.15 0.27 0.20 0.43 0.42 0.20 0.05

C2_GU 14 0.29 0.23 0.00 0.24 0.00 0.02 0.00

C3_GU 13 0.25 0.42 0.25 0.19 0.18 0.20 0.00

C4_GU 14 0.17 0.00 0.08 0.00 0.19 0.00 0.00

C5_GU 13 0.17 0.00 0.17 0.00 0.10 0.00 0.03

C6_ER 19 0.20 0.28 0.11 0.32 0.26 0.22 0.01

C7_ICU 16 0.34 0.13 0.07 0.29 0.27 0.00 0.00

C8_OR 24 0.21 0.09 0.17 0.16 0.18 0.00 0.03

D

D1_GU 13 0.25 0.08 0.17 0.35 0.34 0.00 0.02

D2_GU 15 0.24 0.14 0.29 0.36 0.56 0.00 0.32

D3_GU 12 0.15 0.18 0.09 0.42 0.30 0.12 0.00

D4_ER 15 0.19 0.07 0.07 0.20 0.00 0.00 0.00

D5_ICU 14 0.08 0.08 0.15 0.16 0.15 0.00 0.10

D6_OR 23 0.21 0.09 0.18 0.36 0.46 0.01 0.05

Table 6-2.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units - Friendship networks  (N=30)

Note: GU=General unit,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ng room, 

HN=Head nurse, CN=Charg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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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연결망 특성의 상관성 분석

간호단위 수준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는 간호단위 크기, 밀도, 수

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으로 구성된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간호단위의 크기는 밀도

(r=-.382, p<.0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r=-.398, 

p<.05)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

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과는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단위의 밀도는 수간호사의 연결

정도 중심성(r=.443, p<.05),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r=.449, p<.05),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r=.632, p<.01), 책임간

호사의 근접중심성(r=.691, p<.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

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1>. 

친교연결망에서 간호단위의 크기는 밀도(r=-.369, p<.05)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

단위의 밀도는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r=.445, p<.05), 책임간호사

의 근접중심성(r=.394, p<.05),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r=.366, 

p<.05)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의 연결

정도 중심성,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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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Size 1

2. Density -.382
(.037) 1

3. Degree centrality(HN) -.261
(.164)

.443
(.014) 1

4. Degree centrality(CN) -.398
(.029)

.449
(.013)

.273
(.144) 1

5. Closeness centrality(HN) -.005
(.978)

.632
(<.01)

.625
(<.01)

.312
(.094) 1

6. Closeness centrality(CN) -.148
(.436)

.691
(<.01)

.438
(.015)

.476
(.008)

.913
(<.01) 1

7. Betweenness centrality(HN) .000
(.999)

-.202
(.284)

.496
(.005)

-.024
(.902)

.285
(.127)

.062
(.746) 1

8. Betweenness centrality(CN) -.120
(.527)

-.291
(.119)

-.321
(.084)

.328
(.077)

-.275
(.141)

-.075
(.694)

-.214
(.256) 1

Table 7-1.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 Task advice networks                                     (N=30)

Note: HN=Head nurse, CN=Charg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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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Size 1

2. Density -.369
(.045) 1

3. Degree centrality(HN) -.317
(.088)

.328
(.077) 1

4. Degree centrality(CN) -.036
(.851)

.152
(.423)

-.220
(.243) 1

5. Closeness centrality(HN) -.245
(.192)

.445
(.014)

.547
(.002)

.065
(.731) 1

6. Closeness centrality(CN) -.128
(.501)

.394
(.031)

.085
(.656)

.520
(.003)

.714
(<.01) 1

7. Betweenness centrality(HN) -.095
(.618)

-.064
(.736)

.700
(<.01)

-.076
(.688)

.382
(.037)

.125
(.511) 1

8. Betweenness centrality(CN) -.092
(.629)

.366
(.046)

.250
(.182)

.173
(.362)

.292
(.118)

.289
(.122)

-.146
(.440) 1

Table 7-2.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 Friendship networks                                      (N=30)

Note: HN=Head nurse, CN=Charg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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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단위 유형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

간호단위 유형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 영역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에서 간호단위 유형에 따른 사

회연결망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밀도는 일반 병동이 0.26(±0.10), 응급실

이 0.18(±0.03),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0.17(±0.09)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중환자실이 0.30(±0.07), 일반 병

동이 0.28(±0.15), 수술실이 0.27(±0.13), 응급실이 

0.20(±0.11)로 나타났으며,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일반

병동이 0.40(±0.13), 응급실이 0.31(±0.03), 중환자실이 

0.30(±0.12), 수술실이 0.26(±0.10)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근

접중심성은 수술실이 0.40(±0.18), 일반 병동이 0.32(±0.14), 중

환자실이 0.25(±0.09), 응급실이 0.21(±0.08)로 나타났으며, 책

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수술실이 0.37(±0.15), 일반 병동이 

0.35(±0.15), 중환자실이 0.24(±0.08), 응급실이 0.23(±0.09)

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중환자실이 0.23(±0.22), 

수술실이 0.14(±0.11), 일반 병동이 0.09(±0.08), 응급실이 

0.05(±0.06)였으며,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일반병동이 

0.22(±0.17), 응급실이 0.22(±0.13), 수술실이 0.15(±0.11), 중

환자실이 0.08(±0.0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친교연결망에서 밀도는 일반병동이 0.23(±0.08), 중환자실이 

0.20(±0.11), 수술실이 0.17(±0.04), 응급실이 0.16(±0.03) 였

다.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일반병동이 0.16(±0.12), 중환

자실이 0.15(±0.08), 응급실이 0.12(±0.12), 수술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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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02)였으며,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일반병동이 

0.16(±0.11), 수술실이 0.15(±0.04), 응급실이 0.13(±0.06), 중

환자실이 0.11(±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

은 일반 병동이 0.23(±0.14), 중환자실이 0.23(±0.11), 수술실이 

0.20(±0.11), 응급실이 0.15(±0.14)였으며, 책임간호사의 근접중

심성은 일반병동이 0.24(±0.19), 수술실이 0.24(±0.14), 중환자

실이 0.21(±0.10), 응급실이 0.11(±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응급실이 0.06(±0.11), 중환자실이 

0.05(±0.06), 일반 병동이 0.04(±0.07), 수술실이 0.01(±0.01)

였으며,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일반 병동이 0.07(±0.10), 수

술실이 0.05(±0.02), 중환자실이 0.03(±0.05), 응급실이 

0.01(±0.0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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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Charge nurse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Task advice network

GU
0.26 

(0.10)
2.436

(.087)
0.28 

(0.15)
0.485

(.696)
0.40 

(0.13)
1.968

(.144)
0.32 

(0.14)
1.596

(.214)
0.35 

(0.15)
1.636

(.205)
0.09 

(0.08)
2.356

(.095)
0.22 

(0.17)
1.079

(.375)

ER
0.18 

(0.03)
0.20 

(0.11)
0.31 

(0.03)
0.21 

(0.08)
0.23 

(0.09)
0.05 

(0.06)
0.22 

(0.13)

ICU
0.17 

(0.09)
0.30 

(0.07)
0.30 

(0.12)
0.25 

(0.09)
0.24 

(0.08)
0.23 

(0.22)
0.08 

(0.03)

OR
0.17 

(0.09)
0.27 

(0.13)
0.26 

(0.10)
0.40 

(0.18)
0.37 

(0.15)
0.14 

(0.11)
0.15 

(0.11)

Friendship network

GU
0.23 

(0.08)
1.371

(.274)
0.16 

(0.12)
0.822

(.494)
0.16 

(0.11)
0.376

(.771)
0.23 

(0.14)
0.475

(.703)
0.24 

(0.19)
0.755

(.529)
0.04 

(0.07)
0.445

(.723)
0.07 

(0.10)
0.724

(.547)

ER
0.16 

(0.03)
0.12 

(0.12)
0.13 

(0.06)
0.15 

(0.14)
0.11 

(0.11)
0.06 

(0.11)
0.01 

(0.01)

ICU
0.20 

(0.11)
0.15 

(0.08)
0.11 

(0.05)
0.23 

(0.11)
0.21 

(0.10)
0.05 

(0.06)
0.03 

(0.05)

OR
0.17 

(0.04)
0.07 

(0.02)
0.15 

(0.04)
0.20 

(0.11)
0.24 

(0.14)
0.01 

(0.01)
0.05 

(0.02)

Table 8. Characteristics of level 2 variables by the types of units                                                 (N=30)

Note: GU=General unit,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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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별 사회연결망 특성

병원별 사회연결망 특성 영역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에서 병원별 사회연결망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밀도는 

A병원 0.25(±0.12), D병원 0.24(±0.11), C병원 0.22(±0.07), 

B병원 0.18(±0.09)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A

병원 0.31(±0.17), D병원 0.27(±0.13), C병원 0.26(±0.14), B

병원 0.23(±0.10)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A병

원 0.41(±0.11), B병원 0.34(±0.14), D병원 0.33(±0.12), C병

원 0.32(±0.14)이었다.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A병원 

0.37(±0.16), D병원 0.33(±0.20), B병원 0.25(±0.08), C병원 

0.25(±0.04)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A병원 

0.38(±0.16), D병원 0.34(±0.19), C병원 0.28(±0.09), B병원 

0.27(±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A병원 

0.14(±0.10), B병원 0.13(±0.21), C병원 0.11(±0.09), D병원 

0.06(±0.04)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B병원 

0.29(±0.18), A병원 0.19(±0.16), C병원 0.15(±0.16), D병원 

0.15(±0.08)이었다<Table 9>.

친교연결망에서 밀도는 A병원 0.24(±0.10), C병원 

0.22(±0.07), D병원 0.19(±0.07), B병원 0.17(±0.04)로 나타

났다.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C병원 0.18(±0.15), A병원 

0.15(±0.13), B와 D병원이 0.11(±0.04)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A병원 0.17(±0.12), D병원 0.16(±0.08), C

병원 0.13(±0.08), B병원 0.11(±0.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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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근접중심성은 D병원 0.31(±0.11), A병원 0.23(±0.13), 

C병원 0.20(±0.15), B병원 0.13(±0.08)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은 0.30(±0.20), A병원 0.25(±0.19), C병원 

0.20(±0.12), B병원 0.12(±0.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

의 매개중심성은 C병원 0.08(±0.11), B병원 0.03(±0.04), D병원 

0.02(±0.05), A병원 0.02(±0.03)이었으며, 책임간호사의 매개중

심성은 A병원 0.09(±0.10), D병원 0.08(±0.12), B와 C병원이 

0.02(±0.02)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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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Charge nurse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Task advice network

A
0.25

(0.12)
0.789

(.511)

0.31
(0.17)

0.394

(.759)

0.41
(0.11)

1.028

(.396)

0.37 
(0.16)

1.443

(.275)

0.38 
(0.16)

1.281

(.302)

0.14 
(0.10)

0.556

(.649)

0.19 
(0.16)

1.134

(.354)

B
0.18

(0.09)
0.23

(0.10)
0.34 

(0.14)
0.25 

(0.08)
0.27 

(0.06)
0.13 

(0.21)
0.29 

(0.18)

C
0.22

(0.07)
0.26

(0.14)
0.32 

(0.14)
0.25 

(0.04)
0.28 

(0.09)
0.11 

(0.09)
0.15 

(0.16)

D
0.24

(0.11)
0.27

(0.13)
0.33 

(0.12)
0.33 

(0.20)
0.34 

(0.19)
0.06 

(0.04)
0.15 

(0.08)

Friendship network

A
0.24

(0.10)
1.716

(.191)

0.15
(0.13)

0.821

(.499)

0.17
(0.12)

0.693

(.564)

0.23
(0.13)

2.127

(.121)

0.25
(0.19)

1.382

(.270)

0.02
(0.03)

1.559

(.244)

0.09
(0.10)

2.042

(.133)

B
0.17

(0.04)
0.11

(0.04)
0.11

(0.07)
0.13

(0.08)
0.12

(0.10)
0.03

(0.04)
0.02

(0.02)

C
0.22

(0.07)
0.18

(0.15)
0.13

(0.08)
0.20

(0.15)
0.20

(0.12)
0.08

(0.11)
0.02

(0.02)

D
0.19

(0.07)
0.11

(0.04)
0.16

(0.08)
0.31

(0.11)
0.30

(0.20)
0.02

(0.05)
0.08

(0.12)

Table 9. Characteristics of level 2 variables by the hospitals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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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사례

간호사와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30개의 간호단위 중 밀도가 높고 낮은 간호단위, 관리자

의 중심성이 높고 낮은 간호단위를 선별하여 <Table 10, 11>과 

<Figure 2, 3, 4, 5>에 제시하였다. 연결망의 그림에서 라인의 굵

기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정도가 높을수록 굵게 

표현된다. 

1) 과업조언 연결망

‘A4’간호단위는 일반 병동으로 밀도는 0.11,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책임간호사가 0.45, ID 7이 0.36이었으며, 근접중심성은 ID 7

이 0.55, 책임간호사가 0.52, 매개중심성은 ID 7이 0.47, 책임간호

사가 0.45로 나타났다<Table 10, Figure 2>.‘B2’간호단위는 일

반 병동으로 밀도는 0.34,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ID 4가 0.50, 책

임간호사, ID 6, 12가 0.43이었으며, 근접중심성은 ID 6이 0.40, 

ID 4, 12가 0.39, 매개중심성은 ID 12가 0.19, ID 6이 0.17로 나

타났다. ID 11은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0,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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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B2

Individual-level Individual-level

I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I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1 0.09 0.28 0.00 1 0.29 0.37 0.04

2 0.18 0.44 0.00 2 0.21 0.31 0.00

3 0.18 0.37 0.00 3 0.36 0.38 0.09

4 0.18 0.37 0.00 4 0.50 0.39 0.11

5 0.18 0.39 0.10 5 0.21 0.36 0.03

6 0.18 0.38 0.07 6 0.43 0.40 0.17

7 0.36 0.55 0.47 7 0.21 0.33 0.00

8 0.09 0.37 0.00 8 0.21 0.32 0.01

9 0.18 0.37 0.18 9 0.14 0.30 0.01

10 0.18 0.41 0.12 10 0.36 0.37 0.07

11 0.00 0.00 0.00

12 0.43 0.39 0.19

13 0.29 0.34 0.04

Unit-level Unit-level

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N CN HN CN HN CN HN CN HN CN HN CN

0.11 0.27 0.45 0.50 0.52 0.43 0.45 0.34 0.36 0.43 0.37 0.38 0.06 0.06

Table 10. Examples of social networks by the nursing units – Task advice networks 

Note: HN=Head nurse, CN=Charg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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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social networks – A4

Figure 3. Example of social networks –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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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교연결망

‘A5’간호단위는 일반 병동으로 밀도는 0.41,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ID 2, 8, 10이 0.55이었으며, 근접중심성은 ID 10이 0.69, 

책임간호사가 0.61, 매개중심성은 ID 10이 0.29, ID  8이 0.24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0.09, 근접중심성은 0.33, 

매개중심성은 0으로 간호단위 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Table 11, Figure 4>.‘D4’간호단위는 응급실로 밀도는 0.19, 

연결정도 중심성 값은 ID 6이 0.43, ID 5가 0.29이었으며, 근접중

심성은 ID 6이 0.34, ID 8이 0.31, 매개중심성은 ID 6이 0.63, ID 

12가 0.33로 나타났다. ID 10은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1,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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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D4

Individual-level Individual-level

I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I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1 0.36 0.58 0.05 1 0.14 0.29 0.24

2 0.55 0.58 0.08 2 0.07 0.23 0.00

3 0.36 0.50 0.02 3 0.14 0.24 0.13

4 0.27 0.50 0.03 4 0.21 0.27 0.00

5 0.36 0.52 0.06 5 0.29 0.29 0.02

6 0.27 0.48 0.18 6 0.43 0.34 0.63

7 0.36 0.58 0.04 7 0.21 0.28 0.13

8 0.55 0.65 0.24 8 0.14 0.31 0.40

9 0.27 0.48 0.00 9 0.21 0.27 0.00

10 0.55 0.69 0.29 10 0.00 0.00 0.00

11 0.21 0.24 0.25

12 0.14 0.27 0.33

13 0.07 0.20 0.00

Unit-level Unit-level

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Dens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HN CN HN CN HN CN HN CN HN CN HN CN

0.41 0.09 0.36 0.33 0.61 0.00 0.10 0.19 0.07 0.07 0.20 0.00 0.00 0.00

Table 11. Examples of social networks by the nursing units – Friendship networks 

Note: HN=Head nurse, CN=Charg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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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 of social networks – A5

Figure 5.  Example of social networks –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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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영역별 평균값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12>과 같다. 리더십의 평균은 55.02(±17.56)

이었으며,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관리자가 업무 계획/기획을 잘 하

는가’는 57.85(±20.50),‘관리자가 부하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가’는 55.61(±19.29),‘관리자가 직무 만족도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가’는 53.39(±21.13),‘관리자는 갈등 해소를 잘 하는

가’는 53.28(±22.07)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평균은 51.35(±16.19)이었으며,‘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에 만족하는가’는 53.34(±19.76),‘업무 전망에 대해 만족하

는가’는 53.00(±20.62),‘업무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가’는 

51.55(±20.12),‘물리적인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는 

47.54(±23.77)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평균은 48.20(±17.73)이었으며,‘직장이 중대한 의

미를 갖는다고 느끼는가’는 54.23(±21.61),‘다른사람에게 직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즐기는가’는 49.40(±22.80),‘새로운 일자

리가 생긴다면 친구에게 지원을 권유하겠는가’는 

44.94(±27.68),‘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자주 생각하는가’는 

44.04(±25.00)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평균은 3.28(±0.77)이었으며,‘현재보다 병원 조건

이 나빠진다면 병원을 떠날 것이다’는 3.57(±1.15),‘종종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3.50(±1.05),‘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3.31(±1.15),‘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병원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는 3.16(±1.00),‘이 병원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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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다’는 3.08(±0.83),‘병원을 옮긴다면 지금 보다 좋은 병원

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3.07(±0.90)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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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and items Cronbach α M(SD) Range

Quality of leadership
   To what extent would you say that your superior:

.866 55.02(17.56) 1-100

1. makes sure that the individual member of staff has good development opportunities? 55.61(19.29)
2. gives high priority to job satisfaction? 53.39(21.13)
3. is good at work panning? 57.85(20.50)
4. is good at solving conflicts? 53.28(22.07)

Job satisfaction
   Regarding your work in general. How pleased are you with:

.790 51.35(16.19) 1-100

1. your work prospects? 53.00(20.62)
2. the physical working conditions? 47.54(23.77)
3. the way your abilities are used? 53.34(19.76)
4. your job as a whole, everything taken into consideration? 51.55(20.12)

Commitment to the workplace .741 48.20(17.73) 1-100
1. Do you enjoy telling others about your place of work? 49.40(22.80)
2. Do you feel that your place of work is of great importance to you? 54.23(21.61)
3. Would you recommend a good friend to apply for a position at your workplace? 44.94(27.68)
4. How often do you consider looking for work elsewhere?* 44.04(25.00)

Intent to leave .872 3.28(0.77) 1-5
1. I would like to work another hospital. 3.31(1.15)
2. If I could choose another hospital, I’m not interested in the hospital. 3.16(1.00)
3. If I moved to a hospital, the hospital, the possibility of a better hospital thought to be 

higher. 
3.07(0.90)

4. I hope to remain a member of the hospital.* 3.08(0.83)
5. I have often thought that the hospital wants to quit. 3.50(1.05)
6. If the condition is worse, I will leave the hospital. 3.57(1.15)

Table 12. Descriptive statistics of quality o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nd intent to leave(N=420)

 * Rever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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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t=2.117, p<.05)에 따라 리

더십은 차이가 있었으며,‘그렇다’의 경우가‘아니다’의 경우보다 

관리자의 리더십 인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만족의 경우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t=3.883,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그렇다’의 경우가‘아

니다’의 경우보다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경

우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t=3.888,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그렇다’의 경우가‘아니다’의 경우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현 근무부서 임상경

력(F=3.809, p<.05),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

(t=-3.786,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

과를 살펴보면,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이 2년 이하가 5년 초과인 경

우보다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희망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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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Quality o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Intent to leave

M(SD) F/t M(SD) F/t M(SD) F/t M(SD) F/t

Gender
Female 55.42(17.57) 1.696

(.091)

51.39(16.19) 0.179

(.858)

48.21(17.81) 0.042

(.966)

3.29(0.77) 0.784

(.433)Male 49.79(16.86) 50.84(16.45) 48.06(16.88) 3.17(0.66)

Age(yr)

21-24 52.87(18.28) 1.529

(.218)

50.55(16.63) 0.268

(.765)

47.26(17.44) 1.050

(.351)

3.32(0.75) 0.262

(.770)25-29 56.02(17.60) 51.62(16.17) 49.54(17.53) 3.26(0.82)

≥30 56.18(16.13) 52.02(15.64) 46.73(18.57) 3.28(0.67)

Marital status
Single 54.59(17.61) -1.045

(.297)

50.82(16.25) -1.407

(.160)

47.92(17.62) -0.652

(.515)

3.31(0.76) 1.251

(.212)Married 56.89(17.35) 53.69(15.81) 49.37(18.25) 3.19(0.79)

Educational level
Diploma 54.59(17.61) -1.077

(.282)

50.93(16.22) -1.130

(.259)

48.05(17.54) -0.355

(.723)

3.30(0.75) 0.779

(.436)≥Baccalaureate 57.01(17.31) 53.27(15.98) 48.85(18.64) 3.22(0.84)

Religion

Protestant 52.86(16.26) 0.421

(.738)

49.83(20.25) 0.395

(.757)

46.43(17.49) 0.373

(.772)

3.39(0.75) 1.220

(.302)Buddhist 56.33(18.52) 50.75(15.34) 49.76(19.31) 3.32(0.77)

Catholic 54.11(16.39) 53.68(14.41) 47.86(16.67) 3.07(0.74)

None 55.14(17.70) 51.51(15.84) 48.10(17.46) 3.28(0.77)

Monthly salary

(10,000 won)

150-199 60.10(18.88) 1.962
(.142)

57.07(13.90) 3.100

(.051)

53.37(17.70) 1.239

(.291)

3.31(0.79) 0.125

(.883)200-249 55.20(17.60) 51.59(16.34) 47.99(18.01) 3.27(0.76)

250-299 52.26(16.60) 48.07(15.75) 47.19(16.27) 3.32(0.81)

Years worked as an 

RN

≤2 53.50(18.42) 0.877
(.417)

49.01(16.01) 2.651

(.072)

47.11(17.13) 0.434

(.648)

3.31(0.72) 1.082

(.340)<2≤5 55.35(17.60) 51.51(16.75) 49.05(19.41) 3.35(0.80)

>5 56.10(16.79) 53.23(15.81) 48.59(17.18) 3.22(0.78)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2 54.63(18.27) 0.106
(.899)

50.24(16.50) 1.104

(.333)

48.08(18.28) 0.140

(.870)

3.33(0.72)a 3.809
(.023)

c<a
<2≤5 55.41(16.82) 52.05(17.22) 47.73(18.87) 3.35(0.77)b

>5 55.44(16.92) 53.02(14.06) 49.00(15.01) 3.09(0.83)c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Yes 56.60(16.24) 2.117

(.035)

54.12(15.00) 3.883

(<.001)

51.16(16.88) 3.888

(<.001)

3.16(0.70) -3.786

(<.001)No 52.94(18.85) 48.03(16.74) 44.43(18.24) 3.45(0.81)

Pattern of shift

3 shifts 55.59(17.16) 0.892
(.411)

51.93(16.97) 0.676

(.509)

48.55(18.44) 1.167

(.312)

3.25(0.78) 1.263

(.284)2 shifts 51.47(19.04) 50.51(13.02) 43.75(15.23) 3.34(0.59)

Fixed 54.47(18.32) 49.72(14.51) 48.71(15.98) 3.39(0.77)

Table 13. Quality of leadership,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nd intent to leave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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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연결망 특성과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

1) 리더십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호

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으로는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β

=37.677, p<.05)이 유의미하였다. 책임간호사의 친밀함이 높을수

록 리더십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친교연결망에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치는 간호사 개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

연결망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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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dvice network Friendship network

β SE t(p) β SE t(p)

Individual-level

Degree centrality 7.263 15.489
0.469
(.643)

32.090 17.544
1.829
(.078)

Closeness centrality 1.854 18.149
0.102
(.919)

-22.924 21.080
-1.087
(.286)

Betweenness centrality -0.686 14.458
-0.047
(.963)

-6.840 12.498
-0.547
(.588)

Unit-level

Density -17.735 32.139
-0.552
(.587)

6.451 25.721
0.251
(.805)

Degree centrality

Head nurse -28.575 18.898
-1.512
(.146)

-34.406 30.847
-1.115
(.278)

Charge nurse 0.567 16.317
0.035
(.973)

0.674 21.949
0.031
(.976)

Closeness centrality

Head nurse 18.269 46.831
0.390
(.701)

36.270 24.084
1.506
(.148)

Charge nurse 37.677 42.459
2.420
(.032)

-18.819 19.620
-0.959
(.349)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1.228 19.025
0.065
(.949)

-15.951 41.109
-0.388
(.702)

Charge nurse 3.908 13.422
0.291
(.774)

-13.014 22.756
-0.572
(.574)

Random effect SD Variance χ2(p) SD Variance χ2(p)

units 5.832 34.013 54.748

(<.001)
6.277 39.403 59.702

(<.001)
nurses 16.508 272.521 16.589 275.188

Table 14. Results of the multilevel analyses for managers’ quality of leadership that 

nurses (N=420) perceive on the units (N=30)

Note: Nurse characteristics(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religion, monthly salary, years 

worked as an RN,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pattern of shift)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units(size, type of unit) were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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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으로는 일반간호사의 근접중심성(β

=35.691, p<.05),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으로는 수간호

사의 연결정도 중심성(β=40.612, p<.01)이 유의미하였다. 간호사 

사이의 친밀함이 높을수록, 수간호사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친교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β=42.127, 

p<.05),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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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dvice network Friendship network

β SE t(p) β SE t(p)

Individual-level

Degree centrality -14.630 13.852
-1.056
(.300)

42.127 18.348
2.234
(.041)

Closeness centrality 35.691 17.489
2.041
(.050)

5.922 24.743
0.239
(.813)

Betweenness centrality -9.149 11.751
-0.779
(.443)

5.970 10.968
0.544
(.590)

Unit-level

Density 11.917 24.909
0.478
(.638)

-27.527 24.422
-1.127
(.273)

Degree centrality

Head nurse 40.612 14.220
2.856
(.010)

11.037 29.134
0.379
(.709)

Charge nurse 13.632 12.522
1.089
(.289)

-21.010 20.463
-1.027
(.317)

Closeness centrality

Head nurse -1.902 35.367
-0.054
(.958)

-5.075 22.683
-0.224
(.825)

Charge nurse -4.273 32.518
-0.131
(.897)

2.418 18.591
0.130
(.898)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23.491 14.666
1.602
(.125)

-16.431 38.757
-0.424
(.676)

Charge nurse 19.049 10.491
1.816
(.084)

32.319 21.544
1.500
(.149)

Random effect SD Variance χ2(p) SD Variance χ2(p)

units 4.436 19.676 45.061

(<.001)
6.153 37.856 77.686

(<.001)
nurses 14.518 210.774 14.472 209.428

Table 15. Results of the multilevel analyses for job satisfaction of nurses (N=420) 

on the units (N=30) 

Note: Nurse characteristics(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religion, monthly salary, years 

worked as an RN,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pattern of shift)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units(size, type of unit) were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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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몰입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으로는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β=45.725, 

p<.05)이 유의미하였다. 수간호사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친교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

결망 특성으로는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β=50.009, p<.05), 책임

간호사의 매개중심성(β=50.096, p<.05)이 유의미하였다. 수간호

사의 친밀함이 높을수록, 책임간호사의 중재자 역할이 많을수록 일

반간호사의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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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dvice network Friendship network

β SE t(p) β SE t(p)

Individual-level

Degree centrality 7.978 13.786
0.579
(.567)

7.321 17.472
0.419
(.678)

Closeness centrality 12.906 16.601
0.777
(.443)

4.673 22.253
0.210
(.835)

Betweenness centrality -2.016 12.372
-0.163
(.872)

-8.662 12.549
-0.690
(.496)

Unit-level

Density 18.797 34.848
0.539
(.596)

-5.804 24.194
-0.240
(.813)

Degree centrality

Head nurse 45.725 20.370
2.245
(.036)

-36.969 28.826
-1.282
(.214)

Charge nurse 12.785 17.589
0.727
(.476)

-1.450 20.228
-0.072
(.944)

Closeness centrality

Head nurse 6.923 50.989
0.136
(.893)

50.009 22.412
2.231
(.037)

Charge nurse -7.036 46.243
-0.152
(.881)

30.294 18.346
1.645
(.080)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5.984 20.690
0.289
(.775)

-16.645 38.128
-0.437
(.667)

Charge nurse 10.962 14.690
0.746
(.464)

50.096 21.371
2.344
(.030)

Random effect SD Variance χ2(p) SD Variance χ2(p)

units 6.796 46.188 67.262

(<.001)
5.737 32.909 56.932

(<.001)
nurses 15.755 248.221 15.664 245.369

Table 16. Results of the multilevel analyses for commitment to the workplace of 

nurses (N=420) on the units (N=30)

Note: Nurse characteristics(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religion, monthly salary, years 

worked as an RN,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pattern of shift)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units(size, type of unit) were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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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직의도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으로는 밀도(β=-3.077, p<.05)로 나타났다. 간호

단위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친교연결망에서 일반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의 사회연결망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

결망 특성으로는 밀도(β=-2.873, p<.05),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

성(β=-3.349, p<.05)이 유의미하였다. 간호단위의 응집력이 높을

수록, 책임간호사의 중재자 역할이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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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dvice network Friendship network

β SE t(p) β SE t(p)

Individual-level

Degree centrality 0.200 0.597
0.335
(.740)

-0.641 0.728
-0.880
(.386)

Closeness centrality -0.628 0.765
-0.821
(.419)

0.177 0.836
0.212
(.834)

Betweenness centrality -0.088 0.557
-0.158
(.876)

0.429 0.486
0.883
(.385)

Unit-level

Density -3.077 1.636 -2.353

(.030)
-2.873 1.353 -2.040

(.047)

Degree centrality

Head nurse 1.922 0.956
2.010
(.058)

1.182 1.631
0.725
(.477)

Charge nurse -1.485 0.824
-1.803
(.086)

0.443 1.151
0.385
(.704)

Closeness centrality

Head nurse 0.847 2.415
0.351
(.730)

-1.143 1.270
-0.900
(.379)

Charge nurse -0.541 2.180
-0.248
(.806)

1.352 1.040
1.300
(.208)

Betweenness centrality

Head nurse -0.621 0.980
-0.633
(.534)

-0.714 2.181
-0.327
(.747)

Charge nurse 0.402 0.685
0.587
(.564)

-3.349 1.194
-2.806
(.011)

Random effect SD Variance χ2(p) SD Variance χ2(p)

units 0.342 0.117 89.413

(<.001)
0.367 0.135 101.106

(<.001)
nurses 0.650 0.423 0.661 0.436

Table 17. Results of the multilevel analyses for intent to leave of nurses (N=420) 

on the units (N=30)

Note: Nurse characteristics(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religion, monthly salary, years 

worked as an RN, years worked as an RN on current unit, working on the unit they wanted, 

pattern of shift)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units(size, type of unit) were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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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 관

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은 간호사의 근무형

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과업조언 연결망에서 3교대의 간호사가 

고정근무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았으며, 친교연결망에서도 3교대

의 경우가 고정근무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3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고정근무자에 비해 간호단위 내 다른 

간호사와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연결망 특성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결망에서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가장 대표

적인 Ibarra(1992)의 연구에서 남성은 같은 남성에게서 정보와 사

회적 지원을 얻는 반면, 여성은 같은 여성으로부터는 사회적 지원

을, 남성들과의 연결망으로부터는 업무상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밝

힘으로써 성별에 따른 연결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대상의 대다수가 여성이라 성별에 따른 연결망 특성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반복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연결망 

형태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면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교연결망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은 총 임상경력과 현 근무부서 임

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과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 2-5년이 5년 초과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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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는데, 이는 새로운 집단으로의 진입 후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경력 시기는 2-5년이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규간호사의 경우든 경력간호사의 경우든, 새로운 간호단

위에 배정되고 경력 2년 이하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하던 동료와의 관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임상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경

력이 길어짐에 따라 연령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결혼 

및 자녀 양육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직장 뿐 아니라 가정생활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간호단위 내 다른 간호사에게 끼치는 영

향력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 

행정부서에서는 각 간호단위에 인력 배치 및 이동 시, 이를 고려하

여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근무경력 2-5년의 간호사들을 적절히 

분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종교, 월 급

여, 총 임상경력, 근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의 리더십 인식수준에 영향을 주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으

로, 하향임(2012)은 결혼유무, 근무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며, 연령과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명

자(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유무, 근무경력, 학력 등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으로, 강현임(2010)은 연령, 근무부서, 임상경력, 근무

형태,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이지현, 전수진과 

주현정(2011)은 연령, 직위, 총 근무경력, 근무형태, 이동 횟수, 현

부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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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결혼, 학

력, 병원 근무경력, 현 병원 근무경력, 종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우

경화, 2008), 결혼상태(정혜경, 2006), 교육수준(윤정아, 2008), 

임금수준(우경화, 2008)에 따라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직의도에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 

결혼상태, 직위, 밤 근무 횟수, 임금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금숙 등, 2004; 이은숙 등, 2004; 정정희, 김경희, & 

김지수, 2008; 김미란, 2007; 유성자 & 최연희, 2009; 최은희 등, 

2009). 

종합적으로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들에서 상이한 결과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표집된 대상의 기준, 

즉 몇 년 미만의 신규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 경력에 제

한을 두지 않고 병원 내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

라졌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 규모(수)나 연구 대상자가 속

해 있는 병원의 규모 혹은 유형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는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았다는 이호경(2005)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조직의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희망부서 배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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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관리자의 리더

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내 연결망을 분석한다는 것은 공식적 관계

와는 다른 핵심 행위자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준다(Cross & Prusak, 2002; Kradkhardt & Hanson, 1993). 예

를 들어, 친교연결망의‘A5’간호단위의 경우, 연결정도 중심성 값

은 일반간호사 ID 2, 8, 10이 0.55, 근접중심성은 ID 10이 0.69, 

매개중심성은 ID 10이 0.29로 연결망 내에서 수간호사나 책임간호

사보다 일반간호사의 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간호사들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호단위 내 공식적 관계와는 다르게 핵심 행위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라 하겠다. 

또한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구성원은 집단 내에서 높은 위신

을 갖거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Awazu, 2004; Borgatti & Cross, 2003; Cross & Prusak, 

2002; Krackhardt, 1992; Parise, 2007). 예를 들어, 영향력이 높

은 간호사에게는 멘토 역할을 부여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노하우

와 정보 등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사

내 카운슬링 제도 운영 시 매개중심성이 높아 중재역할을 잘 하는 

간호사에게는 상담자 역할을 부여하여 주변부에 위치한 구성원들과

의 교류를 증진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결망에서 어

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인적자원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과업조언 연결망의‘B2’, 친교연결망의‘D4’간호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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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립되어 있는 일반간호사가 있는데, 약자 괴롭힘 같은 부정

적 행동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사들은 약자 괴롭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있다고 하였다(McNamara, 2012). 이러한 경험은 이직의도, 이직,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만을 높이므로(Trepanier, Fernet, & 

Austin, 201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관리자들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업무환경

을 촉진시키고 간호사들 간 관계 개선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친교연결망에서 직

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식품 및 제품 개발 조직의 

298명을 대상으로 친교연결망에서의  연결정도 중심성이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Venkataramani, Labianca과 

Grosser(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

호사들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매개중심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김선영(2009)의 

연구에서 개인의 매개중심성은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

는 직무만족에 정적으로, 조직몰입에 부적으로,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에서는 직무만족에 부

적으로,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김선영(2009)은 

서울 A사 중소기업의 9개 팀, 100명을 대상으로 단일수준으로 분

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중심성 뿐만이 아니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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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영향력이 고려되었고, 연구대상이 다름으로써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연

결망 분석을 적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

겠다. 

한편, 관리자의 리더십과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에 대한 중심성의 영향력은 연구 대상자가 집단 내에서 관계를 맺

는 내용 즉, 연결망의 형태가 과업조언 연결망인지 친교연결망인지

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도구적 연결망과 표현적 연결

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Gibbsons(2004), 

Krackhardt와 Hanson(1993)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집단에서 발생되는 연결망 내용의 효과가 다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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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단위 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관리자의 리더

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호단위의 응집력은 간호단위 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형성한 연결망 밀도는 과업조업 연결망의 경우 

0.08-0.47으로 나타났으며, 친교연결망의 경우 0.08-0.41로 나타

났다. 다른 조직의 밀도와 비교해보면, 요양원과 residential homes

의 35개 간호단위, 474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van Beek 등

(2011)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연결망의 밀도는 0.44-0.69, 조언 

연결망의 밀도는 0.20-0.38로 나타났다. 일개 병원 행정조직 93명

을 대상으로 한 위영은(2010)의 연구에서 조언연결망의 밀도는 

0.05, 의사소통 연결망의 밀도는 0.05, 신뢰연결망의 밀도는 0.05

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찰조직 구성원 94명을 대상으로 한 장하용

과 Barnett(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연결망 밀도는 

0.58, 순회 평생교육사 24명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2010)의 연구

에서 밀도는 0.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연구 대상이 속해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응집력이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간호사는 24시간 입원해 있는 환자를 간

호하기 위해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 시간 동안 있

었던 환자 상태에 대하여 다음 근무 번에게 인계를 하는 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와 비교하여 행정 조직(위영은, 

2010)의 경우는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며, 자신이 해야 할 업무

의 내용과 범위가 다른 구성원과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적고 그에 따라 

응집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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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응집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응집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응집력이 현저히 

낮은 간호단위와 응집력이 현저히 높은 간호단위의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실제적인 차이의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단위의 응집력은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에서 모두 이

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력이 높은 팀 

내 구성원들은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

어지고,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높은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Morrison, 2002; Wellman, 1992), 이직의도가 

낮아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간호사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동에 애착심을 갖고 병동 간호사로 남아있으려는 의지를 심

어주기 위해서는 간호사들 간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장려

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성장지원

이나 공동체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간

호현장에 적용한다면 간호사로 하여금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환자

간호를 하게끔 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간호단위에 더 많은 애착

과 헌신을 하게 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수간호사의 영향력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이 상사로부

터의 지지, 신뢰, 구성원들의 몰입, 만족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여

러 연구결과와 일치한다(Graen & Uhl-Bien, 1995; Schriesheim, 

Castro, & Cogliser, 1999).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가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과제의 완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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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을 촉진하

고, 멘토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

원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을 

높여 대상자의 간호에 최선을 다하게 하므로 간호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존 간호관리 연구 분야에서는 관리자의 리더십으로 수간호

사의 역할에만 주목해 왔다. 그러나 과업조언 연결망의‘A4’간호

단위의 경우처럼, 일반간호사가 인지하는 책임간호사의 영향력, 친

밀함, 중재자 역할의 정도가 수간호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간호사의 친밀함은 일반간호사들로 하여금 리더십의 질을 

높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bin과 Boles(1996)는 

상사가 부하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보여준다면, 종업원들의 동기를 높여 조직과 직무에 대해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부하직원의 직무만족, 실적,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책임간호사는 

일반간호사의 상사로서 간호사를 지원하고 환자를 능동적으로 간호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간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잠재력을 일깨

워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온 책임간호사의 역할

에 대해서도 중요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좋은 구성원은 상사로부터의 보

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상사와 집단



90

에 대해 보다 높은 충성심과 몰입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팀 맥락에서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관계가 실재하느냐는 팀 내 구

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관계를 다르게 형

성하게 된다(Roberson & Colquitt, 2005)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

인한 결과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집단수준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관리차원에서 개인수준의 영향요인뿐 만 아니라 집단수준

의 영향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수준에서의 정보를 토

대로 교육 및 정책을 펴왔으며 집단이나 조직수준의 정보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집단요

인이 관여되므로, 앞으로 간호부서의 교육체계나 실무프로그램을 적

용하기 전에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개인과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간호단위

의 사회연결망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개

인이 집단 내에서 같은 대상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관계

를 맺는지에 따라서 관계의 속성이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업

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인식 및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간호사들 사

이에 형성되는 사회연결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단위 내 구

성원들의 연결망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수립과 해

당 집단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연결망 구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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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4개 병원, 30개 간호단위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간호단위의 표준적인 결과를 설명하기에는 제

한이 있다. 

둘째, 동료지명 시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 내의 간호사로 제한하

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자와 조사대상 내의 행위자

가 갖고 있는 관계가 생략되었을 수 있다. 

셋째,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써, 그들의 중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고찰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대상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간호단위 내의 모든 간호사가 참여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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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살펴보고, 간

호사가 지각한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도구는 Pejtersen 등

(2010)이 개발한 COPSOQ Ⅱ(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를 전경자와 최은숙(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와  

Mobley(1982)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김미란(2007)이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을 과업조언 연결망과 친교연결망으로 구분

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간호사가 지각한 관리자의 리

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수준분석

을 적용하였다. 연구를 허락한 4개 종합병원의 일반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

집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실시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4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심성,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

입, 이직의도의 영역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월 급여, 총 임상경력, 

현 근무부서 임상경력, 희망부서와 현 근무부서의 일치 여부, 근무

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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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조언 연결망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

망 특성은 책임간호사의 근접중심성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성은 일반간호사의 근접중심성, 수간호사

의 연결정도 중심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성은 

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성은 밀도로 나타났다. 

친교연결망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

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

성은 일반간호사의 연결정도 중심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연결망 특성은 수간호사의 근접중심성 및 책임간호사의 매개중심

성,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특성은 밀도 및 책임간호

사의 매개중심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특성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수준 변인을 탐색

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사의 동료지명 대상을 현 근무부서 간호단위의 간호사

로 제한하지 않고, 병원 내 다른 간호단위와 직종으로 확대하여 병

원 전체 차원의 사회연결망 구조를 밝혀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연결망 구조와 구조 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종단 연구 방식을 통해 좀 더 실제적인 인

과관계를 탐구해 볼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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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과정생 원효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이의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하여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업무환경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설문지에 자가보고하는 형식으로 참여하실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전혀 없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며 한 번 측정으로 완료됩니다. 

간호사의 연결망 구축을 위해 본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귀하의 성명을 묻게 

됩니다. 이는 고유 ID를 부여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면담에 응하신   

귀하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 완료 후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개별 봉투에 밀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응하여 주신 분께 1,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자 보관용과 참여자 보관용 2부이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신 날짜, 성명 및 서명에 표기하여 주시고, '참여자 보관용’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성명:               (서명)     날짜:       /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о연구자 : 원효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о연락처 : 010-7279-5955
                 оe-mail : tissue00@snu.ac.kr

부  록

부록 1. 연구참여동의서(참여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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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업무환경 및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설문지에 자가보고하는 형식으로 참여하실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전혀 없으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며 한 번 측정으로 완료됩니다. 

간호사의 연결망 구축을 위해 본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 귀하의 성명을 묻게 

됩니다. 이는 고유 ID를 부여하여 분석에 활용하기 때문에 면담에 응하신   

귀하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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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하여 주신 분께 1,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자 보관용과 참여자 보관용 2부이며, 연구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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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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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성명:               (서명)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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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Ⅰ. 다음 항목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란

에 (∨)표 또는 내용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여    ② 남 

2. 연령 :   만(            )세

3.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기타(                     ) 

4. 교육정도:  ① 대학교 3년제 졸업     ② 대학교 4년제 졸업 

             ③ 대학원 석사 졸업       ④ 대학원 박사 졸업    

             ⑤ 기타 (                        )

5.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개신교 

           ⑤ 무교     ⑥ 기타(                     ) 

6. 평균 급여는? 

       ①100만원 미만   ②100-149만원   ③150-199만원 

       ④200-249만원  ⑤250-299만원   ⑥300-349만원 

       ⑦350만원 이상

7. 간호사로서의 총 근무경력 :  (        )년  (          )개월

8. 현 부서 근무경력 :  (        )년  (           )개월 

9.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희망하던 부서였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10. 현재 근무형태는?

    ① 3교대   ②2교대   ③고정근무  ④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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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다
그렇다

가끔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귀하는 귀하의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2
누구와 함께 일할지 정할 때 귀하에게 

발언권이 있습니까?

3
귀하에게 할당되는 업무량을 정하는 데 

귀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4
귀하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5
업무상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6
업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7
귀하의 기술과 전문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8
귀하의 업무가 귀하의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까?

9 귀하의 업무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까?

10
귀하가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11
일할 때 동기 부여가 되고 열중하게 

됩니까?

12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직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3
귀하의 직장이 귀하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느낍니까?

14

귀하의 직장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면 친한 친구한테 지원해보라고 

권하시겠습니까?

15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Ⅱ. 다음의 문항은 업무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항상 

그렇다
그렇다

가끔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 또는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까?

2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습니까?

3
관리자는 귀하의 업무를 인정하고 제대로 

평가해 줍니까?

4
귀하의 직장 관리자는 귀하를 존중해 

줍니까?

5 근무지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6
귀하의 업무가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7
귀하의 책임 소재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8
귀하에게 기대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9
근무 중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는 일이 

생깁니까?

10

귀하는 업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합니까?

11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까?

12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때때로 수행해야 

합니까?

13
직속 상관은 직원 각자가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까?

14
직속 상관은 직무 만족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둡니까?

15 직속 상관은 업무 계획/기획을 잘합니까?

16 직속 상관은 갈등 해소를 잘합니까?

17
동료들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18
동료들이 귀하의 업무상 문제에 얼마나 자주 

귀 기울이려 합니까?

19
귀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동료들이   

귀하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동료 및 상관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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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속 상관이 귀하의 업무상 문제들에 

얼마나 자주 귀 기울이려 합니까? 

21
직속 상관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22
귀하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직속상관이 귀하에게 이야기합니까?

23 귀하와 동료들 간에 분위기가 원만합니까?

24
직장 내 동료들 간에 원만한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25
직장에서 본인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항상 

그렇다
그렇다

가끔

그런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원들이 직원 서로 간에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2
직원들이 관리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3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합니까?

4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신뢰합니까? 

5
귀하는 관리자로부터 나온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6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7
직원들은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8 갈등이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됩니까?

9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이를 

제대로 평가 받습니까?

10
직원들이 내놓는 모든 제안을 관리자들이 

진지하게 다룹니까?

11 업무가 공정하게 분배됩니까?

다음은 귀하의 근무지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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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주 가끔 
드물

게

전혀/

거의 

없음

1 얼마나 자주 지치게 됩니까?

2 얼마나 자주 신체적 고갈 상태를 경험했습니까?

3 얼마나 자주 감정적 고갈 상태를 경험했습니까?

4 얼마나 자주 피로감을 느끼셨습니까?

5 얼마나 자주 긴장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6 얼마나 자주 짜증이 났습니까?

7 얼마나 자주 긴장감을 느끼셨습니까?

8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불만

족

매우 

불만족

1 귀하의 업무 전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
물리적인 근무환경(시설, 위생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3
귀하의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업무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상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귀하께서 담당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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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일

네, 

매주

네, 

매달

네, 

어쩌다 

가끔

아니오

1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간호사로부터 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간호사로부터   신체적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3

따돌림(약자괴롭힘)은 한 개인을 불쾌하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그 개인은 자신을 

이로부터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귀하는 지난 12개월동안 근무지에서 

간호사로부터 따돌림(약자 괴롭힘)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4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간호사로부터  언어적 폭력(폭언, 욕설 등)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5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지에서 간호사와 

갈등이나 싸움에 관여된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는 간호단위 내에서 간호사로부터 경험한 

공격적 행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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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다른 병원에서 일해보고 싶다.

2
만일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병원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3

만약 병원을 옮긴다면 지금 보다 좋은 

병원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이 병원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한다.

5
나는 종종 병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

6
현재보다 병원 조건이 나빠진다면 나는 

병원을 떠날 것이다.

Ⅲ. 다음의 문항은 이직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일

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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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각 순위에는 여러명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성함(각 순위에는 여러명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Ⅵ. 다음 항목은 간호사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와 조언

을 구하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의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모두 포함 가능.

       예) 이영자, 고소영(수간호사), 김태희(책임간호사)

2.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 내에서 민감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편한 대화를 많이 하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의 이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모두 포함 가능.

예) 이영자, 고소영(수간호사), 김태희(책임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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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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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the leadership of managers, and 

nurses’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nd intent to leave

Won, Hyo-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tudy were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managers’leadership and nurses’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nd intent to 

leave. The COPSOQ-K(Korean version of Copenhagen 

Psychosocial Questionnaire Ⅱ) by Jeon and Choi(201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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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 to leave questionnaire by Kim(2007) were used. A 

total of 420 questionnaires completed by nurses working in 

the GU(general unit), ER(emergency room), ICU(intensive 

care unit), and the OR(operating room) were collected from 

4 general hospitals in Gyeongsangbuk-do and Pusan during 

the period of February 17 to March 31, 2014. Task advice 

and friendship networks by the nursing units were classifi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ocial network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multilevel analysi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t the nurse level were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 task advice networks, degree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64, with a mean of 0.18. Closeness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73, with a mean of 0.27. Betweenness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52, with a mean of 0.06. In 

friendship networks, degree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55, 

with a mean of 0.17. Closeness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69, with a mean of 0.23. Betweenness centrality ranged 

from 0 to 0.63, with a mean of 0.08.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monthly 

salary, total clinical career, clinical career in present 

department, and pattern of shift.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t the nursing unit level 

were density and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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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and the charge 

nurse. In task advice networks, density ranged from 0.08 to 

0.47. Degree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07 

to 0.55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07 to 0.57. Closeness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11 to 0.69 and closeness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08 to 0.65.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 to 0.54 and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 to 

0.53. In friendship networks, density ranged from 0.08 to 

0.41. Degree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 to 

0.42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 to 0.36. Closeness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 to 0.44 and closeness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 to 0.61.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head 

nurse ranged from 0 to 0.22 and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charge nurse ranged from 0 to 0.33.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by the pattern of nursing units and the 

hospita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ean score of managers’leadership was 55.02. Mean 

score of nurses’job satisfaction was 51.35. Mean score of 

nurses’commitment to the workplace was 48.20. Mean 

score of nurses’intent to leave was 3.28. 

Managers’leadership, nurses’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the workplace were different depend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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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or not the nurses worked in their desired unit. 

Intent to leav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linical career 

in their present department and whether or not the nurses 

worked in their desired unit.

Multilevel analyses were us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t level 1 and level 2 on 

managers’leadership and nurses’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nd intent to leave. In task 

advice networks, the charge nurses’closeness 

centrality(p<.05) contributed to the managers’leadership. 

The head nurses’degree centrality(p<.01) and the staffing 

nurses’closeness centrality(p<.05) contributed to the job 

satisfaction. The head nurses’degree centrality(p<.05) 

contributed to the commitment to the workplace. 

Density(p<.05) contributed to the intent to leave. In 

friendship networks, the staffing nurses’degree 

centrality(p<.05) contributed to the job satisfaction. The 

head nurses’closeness centrality(p<.05) and the charge 

nurses’betweenness centrality(p<.05) contributed to the 

commitment to the workplace. Density(p<.05) and 

betweenness centrality(p<.05) of the charge nurse 

contributed to the intent to leav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are different from the nursing units. Also, when nurses and 

nursing managers have higher centrality, nurses recognize 



132

higher quality of leadership from managers, more job 

satisfaction, stronger commitment to the workplace. Also, 

when cohesion of the nursing units is higher, nurses have 

lower intent to leave. Thus, it is necessary to form a good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and to develop various types 

of strategies for building effective networks. 

Keywords : Nurses, Social network analysis, Leadership, 

             Job satisfaction, Commitment to the workplace, 

Intent to leave

Student Number : 2010-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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