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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effect sizes of leadership styles of nursing managers on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Method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SMA and MOOSE guidelines. Participants were 

nurses working in hospitals. The intervention involved nursing managers’ leadership styles; the outcome assessed was nurses’ turnover in-

tention. This was an observational study design. Eleven databases were searched to obtain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or English. Of the 

14,428 articles reviewed, 21 were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omprehensive Meta-Analysis and R software programs 

were used. Results: The total effect size r (ESr) was - 0.25 (95% confidence interval: - 0.29 to - 0.20). Effect sizes of each leadership 

style on turnover intention were as follows: ethical leadership (ESr = - 0.34),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Sr = - 0.28), authentic leader-

ship (ESr = - 0.23), transactional leadership (ESr = - 0.21), and passive avoidant leadership (ESr = 0.13). Ethical leadership was the most 

effective style in decreasing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Conclusion: Positive leadership styles of nurse managers effectively de-

creas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and negative leadership styles of nurse managers effectively increase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The ethical leadership style is the most effective in decreasing turnover intention of hospital nurses; however, it requires 

careful interpretation as its effects are reported by only two stud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addressing the high turnover rate of hospi-

tal nurses and developing positive leadership styles of nurse managers in hospit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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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사 이직률은 연간 15.6%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타 

직군보다 2.3배 높으며, 이직하는 간호사 중 1~3년차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66.5%로 보고되고 있다[1]. 이직과 관련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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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족 현상은 환자 치료 서비스의 제공 및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 간호 누락 및 환자 사망률의 발생률을 높

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2]. 또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기 저하,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적 양적 저하[3], 신규간

호사 채용 및 교육과 관련된 병원 경영 부담 증가 등 병원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의 전반적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이처럼, 간호사 이직은 간호조직과 병원조직의 경영에 어려

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생명 등 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 이직은 간호계 및 보건당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직의도란 직장을 떠나려는 개인의 행동의도로, 조직 구성원

이 이직을 예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예측요인이자, 조직

이나 직업으로부터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3,4]. 이직이 실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직을 되돌리는 등 이를 예방하기 어려운 현

실적인 측면이 있기에, 이직을 줄이기 위해 실무현장 및 관련 연

구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위의도가 명백한 행위의 이론적 선행

변수라는 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이직보다는 이직의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예측하여 관리하는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5].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관리하여 실제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간호사의 개인적 요인, 직무 및 

조직관련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6-9].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의

도를 낮추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적 차원의 접근만이 아닌 조직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 관리 및 리더십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데[10], 그중 하나가 관리자

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이란 집단에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구

성원의 행동이 목표 달성을 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11].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등에서 경영 전반의 핵심요소로 인식

되고 있는 리더십은 간호학 영역에서도 간호인적자원을 보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2-14]. 간호학 분야가 아닌 다른 국내

외 분야에서 이루어진 메타분석에서 기업 관리자의 리더십은 구

성원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9,15], 국내 간호사 대상의 메타분석에서도 간호사의 이직의도

를 낮추는 유의한 요인으로 관리자의 리더십이 제시되었다[6].

이처럼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간호관리자 리

더십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그간 국내 및 국외의 개별 선행연구

들은 간호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다양한 개별 리더십 유형들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보고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

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내[6] 및 국외[9,14,16,17]에서 간호관리

자의 리더십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

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내 및 국외 간호 현장은 인구학적 및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

지만,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공동의 해

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되며[8], 많은 영역의 보편적

인 이슈인 리더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해결

하기 위한 리더십의 접근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외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행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 연구들

은 국내 및 국외 연구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으며[6,9,14,16,17], 
전체 효과크기만 제시하거나[6,9], 관심 있는 특정 리더십에 대해

서만 효과크기를 제시[16,17]하고 있어 이들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 및 국외의 간호현장에 적용 가능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

형과 간호사의 이직의도 간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유추

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및 국외의 간호학 분야에서 간

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 및 국외 문헌 중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병원 간호사의 이

직의도를 감소시키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간호관리자의 리더

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를 통합적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의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한 간호관리

자의 리더십 유형과 간호사의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문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시행하여, 병원 간호사

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효과를 통합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국내 및 국외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관계에 대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들의 방법론적 질 평가 결과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들의 전

체 효과크기를 분석한다. 넷째, 연구들의 리더십 유형별 개별 효

과크기를 산출한다. 다섯째, 연구들의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 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의 ‘체계적 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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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18]의 지침과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그룹의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 지침[19] 및 MOOSE (Meta-analysis Of Obser-

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가이드라인[20]에 따라 수행

하였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간호 분야의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

형이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중 선

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

본 연구의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핵심질문을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은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그
리고 ‘리더십 유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차이가 있는

가?’, ‘어떠한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 감소에 가장 효과가 큰가?’

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기 위해 Cochrane Collaboration의 체

계적 문헌고찰 핸드북[21] 및 PRISMA 보고 지침[19]에 따라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핵심질문은 NECA의 매뉴얼에 따라 

PICO-SD (Participants, Intervention, Comparisons, Out-

comes, Study Design)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P)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중재(I)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간호관리

자의 리더십 유형이었다. 대조군(C)은 설정하지 않았고, 결과(O)

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이며, 연구설계(SD)는 관찰연구이다. 본 연

구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간호사의 

이직의도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문헌, (2) 관련변인에 대해 

효과크기 환산 가능한 ‘표본 수(n)’ 및 ‘회귀계수(B)와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또는 ‘t (critical ratio  [CR])’ 또는 ‘상관

계수(r)’ 통계치를 제시한 문헌, (3)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이다. 

본 연구의 배제기준은 (1)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문헌, (2) 국문 

또는 영문 이외의 언어로 출판된 문헌, (3) 학위논문, 학회발표 

초록 등 회색 문헌으로 출판된 문헌이다.

3. 문헌검색 및 선정

본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 및 국외 학술검

색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 및 참고문헌의 수기검색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1) 문헌검색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검색은 2021년 5월 9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수행하였다. 핵심질문을 바탕으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을 위해 검색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2021년 4월까지 출간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고,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

술대회 발표 초록은 연구의 질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자료검색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22]에서 권장하는 COre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orea Medical 

Database [KMbase]), 대한의학편집인협의회(KoreaMed), 한국

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과학기술지식인프라(ScienceON)의 4곳과 추가로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누리미

디어(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국
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을 통하여 검색하

였다. 국외 자료검색은 PubMed, The Cochran Library, Cum-

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

NAHL)와 Web of Science를 이용하였다.

수기검색을 위해 한국간호과학회 산하 학회지 8곳을 포함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과 기존 간호

분야의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

과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 등의 참고문헌 목록을 확인하여 자

료를 검색하였으며, 필요시 도서관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서비스

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원문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검색 기한

은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21년 4월까지 출간된 학술지를 대상

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자료검색 및 수집 절차는 메타경로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간호학 박사 1인과 전문 도서관 사서 1인 및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자료검색은 연구 대상자(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 중재 방법(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결과(간호사

의 이직의도), 연구 설계(관찰연구)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국내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국어로 [‘이직’ OR 

‘이직의도’] AND [‘간호사’ OR ‘간호’] AND [‘리더십’ OR ‘리더

쉽’] AND [‘병원’]으로 검색하였고, 국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는 [‘turnover’ OR ‘leave’ OR ‘turnover intention’ OR ‘intention 

to turnover’ OR ‘intention to leave’] AND [‘nurse’ OR ‘nurses’ 

OR ‘nursing’] AND [‘leadership’] AND [‘hospital*’]로 검색하

였다(Appendix 1). 자료검색은 본 연구자(Cho Y)와 전문 도서관 

사서 1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DB별 1회 이상 검색을 실시하여 검

색된 문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검색된 논문들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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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X9와 한글 2018 프로그램, Excel 20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정리하고 수집하였다.

2) 문헌 선별과정

수집된 자료의 선별은 본 연구자와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메타경로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간호학 박사 1인의 연구보조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사전에 계획

된 자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검

토한 후 본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합의를 통해 자료를 선별하

였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의견

이 일치될 때까지 원문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메타

분석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이 해당 연구를 

함께 검토한 후 문헌을 선별하였다.

자료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본 메타분석 연구

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문헌의 수는 21편(Appendix 2)이었으

며, 대상 문헌 선정 및 선별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

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으로 첫째, 국내 및 

국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총 14,428편의 문헌이 검색되었

다. 둘째, 검색된 14,428편 중 중복된 619편의 연구를 제외하여 

총 13,809편이 선정되었다. 셋째, 13,809편을 대상으로 자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제목과 초록을 검

토하여 배제기준에 따라 배제하였다. 그 결과 318편의 논문이 선

정되어 원문을 검토하였다. 넷째, 318편의 원문을 검토한 결과 간

호사 외 다른 대상자(P)가 포함된 문헌이 18편, 병원이 아닌 다

른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P)가 포함된 문헌 2편, 중재(I)가 간

호관리자의 리더십이 아닌 문헌 61편, 결과(O)가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아닌 문헌 41편, 학술지 이외의 문헌 74편, 메타분석

이 가능한 통계치가 없는 문헌(ex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이 

87편, 영어 및 한글이 아닌 문헌 15편 등 총 298편이 제외되어 

20편이 선별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수기검색 단계로 첫째,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국내 간호학 학술지 분야에서 검색한 결과 한국간호과학

회 학술지에서 1편, 리더십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23]의 참고

문헌 목록을 참고해 문헌 2편을 선정하여 최종 3편이 선별되었다. 

둘째, 자료선정 및 배제기준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제목

과 초록을 검토하여 배제기준에 따라 배제 후 원문을 검토한 결과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포함된 문헌 2편을 

제외하여 1편이 선별되었다. 이에 1단계와 2단계의 자료선정 및 선

별과정을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 문헌이 최종 21편이 선정되

었으며, 이들 21편에 대해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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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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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ecess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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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의 질 평가

연구의 질이란 선택한 논문들에 대해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으

로 분석 연구가 ‘실제’ 효과를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에 관한 정도

이다. 메타분석 시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질이 낮은 연구결과들을 결합

하게 되면 비뚤림이 증가되며, 결과가 왜곡된 결합 추정치가 얻

어지게 되기 때문이다[24].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서는 논문의 질 평가를 위하여 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 Studies를 이용

하였다[25].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각 연구의 연구설계 2문

항, 표본 추출 방법 4문항, 측정 방법 5문항, 통계분석 방법 2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는 측정 관련 1문항, 즉 ‘결과가 자가보고 되지 않고 

관찰되었는가?’ 문항의 경우에는 ‘예(관찰)’면 2점, ‘아니오(자가

보고)’면 1점을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12개의 문항은 ‘예’인 경우 

1점을, ‘아니오’는 0점을 부여하여 총 14점 만점으로 측정된다. 질 

평가는 연구의 합산된 점수 값에 따라 ‘낮음(0~4)’, ‘중간(5~9)’, 
‘높음(10~14)’으로 평가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는 NECA의 ‘의료기술평가방법론: 체계적 문헌고

찰’ 매뉴얼[22]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으

며, 전체 효과크기 산출 및 전체 연구의 출판편의 검증은 Com-

prehensive Meta Analysis (CMA) 2.0 프로그램(Biostat, En-

glewood, NJ, USA)을 사용하였으며, 개별 효과크기, 영역별 효

과크기, 그리고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은 R프로그램의 

메타분석 패키지인 ‘meta’와 ‘metafor’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메

타분석에서 평균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이 사용되는데[18], 본 연구에서 분석 모형의 선택

은 각 연구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되었다는 대상의 이질성에 

대한 임상적 판단[26]과 이질성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

하였다.

1) 코딩 및 연구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확인

본 연구의 메타분석을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연구에 대한 코딩

은 저자, 발행연도, 연구 수행 국가, 병원 유형, 연구 병원 수, 연
구 대상자 수, 리더십 유형,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기록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21편의 문헌의 특성을 코드화하여 코딩 시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가 1차 코딩을 한 후 문헌 선정에 참여했던 

간호학 박사 1인이 코딩의 정확성에 대해 검토 후 수정하였다. 그 

후 연구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비율로 분석하였다.

2) 이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Q stastistics, Higgin’s I2 검정법, 시각적인 방

법인 숲 그림을 사용하여 개별 효과크기 간의 통계성 이질성 여

부를 평가하였다.

3) 전체 효과크기 및 개별 효과크기 분석

효과크기(effect size [ES])는 비교하려는 두 변수 사이 관계

의 차이(혹은 연관성)을 반영하는 값으로 메타분석에서 사용되

는 단위로, 본 연구의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효과크기는 상관계수 효과크기 r (effect size r [ESr])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 중 r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표본 수

(n)와 회귀계수(B), 표준오차(SE)값 또는 t값 또는 CR값을 제공

할 경우 이를 r로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27]. Cohen [28]의 기준

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된 효과크기는 ESr이 .10보다 작을 경

우 작은 효과크기, .30 정도이면 중간 효과크기, .5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사의 이

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효과에서, 긍정적인 리더십

은 이직의도에 부적(-) 효과를, 부정적인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별 리더십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산출 시에는 원래의 정적(+) 또는 부적(-) 

효과크기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체 효과

크기 산출 시에는 효과크기 방향을 한 방향으로 일치시키기 위

하여 CMA 프로그램 옵션에 따라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부적(-) 방향으로 효과크기 방향을 일치시켰다.

4) 조절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분석

조절변인들에 의한 효과크기 분석을 위하여 메타 ANOVA와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출판편의 분석

출판편의란 연구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연

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가 출판될 가능성

이 높아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검색 시 메타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 trim and fill, 
fail-safe N, Egger’s regression intercept를 통한 분석과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484

https://jkan.or.kr

조윤정 · 정석희 · 김희선 · 김영만

https://doi.org/10.4040/jkan.22039

view Board, IRB)에서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JBNU-2021-02-019-002).

연구 결과

1. 체계적 문헌고찰

1) 대상 논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

정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간호사 이직의도에 대한 관계 연구

는 21편이었다(Table 1).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 

리더십 관련된 연구들의 발행연도를 살펴보면, 2015년~2021년

에 출판된 논문이 20편(9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05

년~2009년에 발행된 논문은 1편(4.8%)이었다. 병원 간호사의 이

직의도와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관련 연구들의 수행 국가를 살펴

보면, 한국이 11편(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는 총 10편

(47.6%)으로 미국, 중국, 대만, 이란, 요르단, 아일랜드, 루마니

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스라엘에서 각 1편씩 수행되었다. 연구

들이 수행된 병원의 유형분류는 의료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국내의 병원 유형은 상급종

합병원 1편(4.8%), 종합병원 5편(23.8%), 대학병원 1편(4.8%), 
병원 3편(14.3%), 혼합된 병원 1편(4.8%)이었다. 국외의 병원 유

형은 상급종합병원 1편(4.8%), 종합병원 1편(4.8%), 병원 6편

(28.6%), 혼합된 병원 2편(9.5%)이었다. 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

진 병원의 수는 1~49개였다. 그중 1~10개인 연구가 14편(66.6%)

을 차지하였고, 11~20개, 21~30개, 31~40개, 41~50개에서 각 1

편(4.8%)이었으며, 3편(14.3%)의 연구가 연구 병원 수를 제시하

지 않았다. 연구의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대상자 수 범위는 35

명~1,617명까지 다양하였다. 그 중 35~249명이 10편(47.6%)이

며, 250~499명 7편(33.3%), 500~749명 0편(0%), 750~999명 

3편(14.3%), 1,000~1,617명 1편(4.8%)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호

사의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Hinshaw와 Atwood (1982)

가 4편(19.2%), Becker (1992)는 2편(9.2%), Mobley (1978)가 

2편(9.2%)이었으며, Bozeman과 Perrewe (2001), Lawler 

(1983), Michaels와 Spector (1982), Mirvis와 Lawler (1997), 
Mobley (1982), Liou (2007), O’Driscoll와 Beehr (1994), 
O’Reilly et al. (1991), Tsay와 Lu (1998), Walsh’s와 Ashford와 

Hill (1985), Wayne (1997), Yun & Kim (2013), Eun (2001)이 

각 1편(4.8%)으로 나타났다.

2)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총 21편의 분석대상 연구들에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은 총 32개의 리더십이 연구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변혁적 리더십이 10편(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성 리더십 8편(25.0%), 거래적 리더십 5편(15.6%), 수동회피적 

리더십 3편(9.4%), 윤리적 리더십 2편(6.3%)이었다. 이 외에도 

자유방임적 리더십 1편(3.1%), 서번트 리더십 1편(3.1%), 독성 리

더십 1편(3.1%),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이 

포함된 혼합 리더십이 1편(3.1%)이었다.

3) 논문의 질 평가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총 21편 연구들은 모두 상관관

계 연구로 Cummings와 Estabrooks [29]가 개발하여 사용한 이

후 2018년도에 업데이트된 도구인 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al Studies [25]를 사용하여 질 평

가를 실시하였다. 질 평가 도구의 문항 중 먼저 연구설계와 관련

된 두 가지 항목에서 전향적 연구는 0편(0.0%)으로 21편 모두가 

횡단적 연구(100.0%)였으며, 확률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3편(14.3%), 비확률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18편(85.7%)

이었다. 표본 추출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에서 표본의 수가 타당

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는 13편(62.0%), 표본수집을 한 곳 이상

에서 실시한 연구는 17편(81.0%),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

한 연구는 21편(100.0%), 자료수집의 회수율이 60% 이상인 경

우는 18편(85.7%)이었다. 측정 방법과 관련된 다섯 가지 항목에

서 먼저 신뢰도가 검정된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21편(100.0%), 
타당도가 검정된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19편(90.5%),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의 결과가 ‘관찰’된 것으로 평가된 연구는 0편

(0.0%), 이직의도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가 .70 이상인 경우는 

20편(95.2%), 이론적 모형을 사용한 문헌은 19편(90.5%)이었다. 

통계분석과 관련된 두 가지 항목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21편(100.0%)이었으며, 이상치를 처리한 경우는 0

편(0.0%)이었다. 최종 선정된 21편 연구의 질 평가 결과, 10점 이

상이 8편(38.1%), 9점이 8편(38.1%), 8점이 3편(14.3%), 6점이 2

편(9.5%)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21

편의 연구들 중, 8편(38.1%)은 질 평가 결과가 ‘높음’에 해당되었

으며, 13편(61.9%)은 ‘중간’에 해당되었으며, ‘낮음’은 0편(0.0%)이

었다.

2. 메타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

정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 간호사 이직의도에 대한 관계 연구 

21편이 모두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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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Included i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 = 21)

No Reference Country
Hospital 

type

Number 
of 

hospital

Sample 
size

Leadership style
Turnover intension 
instrument (author)

Quality 
assessment 

score

Included 
in meta-
analysis

1 An and Park 
(2020) [A1]

Republic of 
Korea

General 
hospital

Unknown 190 Authentic leadership Satisfaction and 
Behavior (Lawler, 
1983)

9 Yes

2 Chen and 
Park (2018) 
[A2]

Republic of 
Korea

General 
hospital

4 228 Servant leadership K-NTIS (Yun & Kim, 
2013)

8 Yes

3 Goh et al. 
(2018) [A3]

Singapore Tertiary 
referral 
hospital

1 11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Passive avoidant 
leadership

The Three-Index 
Item Questionnaire 
(Mobley, 1978)

6 Yes

4 Harrison and 
Zavotsky 
(2018) [A4]

United 
States of 
America

Hospital 1 35 Authentic leadership ATS (Hinshaw & 
Atwood, 1982)

6 Yes

5 Jeon et al. 
(2016) [A5]

Republic of 
Korea

General 
hospital

3 20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Inventory (Mobley, 
1978)

9 Yes

6 Kang and 
Kim (2019) 
[A6]

Republic of 
Korea

General 
hospital

3 214 Mixed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The Intent to Quit 
Scale

(Becker, 1992)

9 Yes

7 Kim et al. 
(2007) [A7]

Republic of 
Korea

Tertiary 
referral 
hospital

4 45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Eun, 2001)

9 Yes

8 Kim (2015) 
[A8]

Republic of 
Korea

Hospital 31 84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Passive avoidant 
leadership

ATS (Hinshaw & 
Atwood, 1982)

8 Yes

9 Labrague et 
al. (2020) 
[A9]

Philippines Hospital 15 770 Transactional leadership
Toxic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O’Driscoll & Beehr, 
1994)

9 Yes

10 Lee and 
Song (2018) 
[A10]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hospitals

4 207 Authentic leadership ATS (Hinshaw & 
Atwood, 1982)

10 Yes

11 Lee et al. 
(2019) 
[A11]

Taiwan Hospital†† 3 946 Authentic leadership ITL
(Tsay & Lu, 1998)

10 Yes

12 McKenna 
and Jeske 
(2021) 
[A12]

Romania General 
hospital

3 89 Ethic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Scale (Bozeman & 
Perrewe, 2001)

8 Yes

13 Mostafa et 
al. (2021) 
[A13]

Ireland Hospital 49 46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thic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O’Reilly et al. 1991)

9 Yes

14 Na and Park 
(2019) 
[A14]

Republic of 
Korea

Hospital 2 227 Authentic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Wayne, 1997)

1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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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전체 

효과크기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관

련된 연구의 전체 효과크기 산출에 포함된 연구는 국내 11편, 국
외 10편을 포함한 총 21편이며, 전체 평균 효과크기 계산 시 독

립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총 21편의 개별연구를 분석단위로 하

여 이질성에 대한 임상적 판단 및 동질성 검정 결과(I2 = 86.51, 
p < .001)를 함께 고려하여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간호사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체 

간의 상관계수 효과크기는 ESr = - 0.25 (95% CI: - 0.29~- 0.20, 
p < .001)로 Cohen [2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리
더십은 이직의도에 유의하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개별 

효과크기

(1) 간호관리자의 세부 리더십 유형별 효과크기

간호사 이직의도와 관련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의 세부 유형

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을 위해 사례 수가 최소 2편 이상인 경우

를 분석하였다. 효과크기 분석에 포함된 리더십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수동회피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총 5개로 나타났다. 이외에 나머지 자유방임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독성 리더십은 사례 수가 1편으로 개별 효과크기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분석 모형의 선택은 이질성에 대한 임

상적 판단 및 동질성 검정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랜덤효과모형으

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와 같다.

윤리적 리더십 효과크기 합성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2편이었

고, 효과크기는 ESr = - 0.34 (95% CI: - 0.47~- 0.18, p < .001)

Table 1. Continued

No Reference Country Hospital type
Number of 

hospital
Sample 

size
Leadership style

Turnover intension 
instrument (author)

Quality 
assessment 

score

Included 
in meta-
analysis

15 Park and 
Lee (2019) 
[A15]

Republic of 
Korea

Mixed 
hospital§

Unknown 274 Authentic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Mirvis & Lawler, 
1997

10 Yes

16 Pishgooie et 
al. (2019) 
[A16]

Iran Hospital 10 1,6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Laissez-faire leadership

ATS (Liou, 2007) 11 Yes

17 Shapira-
Lishchinsky 
and Benoliel 
(2019) 
[A17]

Israel Hospital 28 172 Authentic leadership Intention to Leave 
Hospital (Walsh's & 
Ashford & hill, 1985)

10 Yes

18 Suliman et 
al. (2020) 
[A18]

Jordan Mixed 
hospital||

4 25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Passive avoidant 
leadership

ATS  (Hinshaw & 
Atwood, 1982)

9 Yes

19 Wu et al. 
(2020) 
[A19]

China Hospital 2 39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Scale (Michaels & 
Spector, 1982)

10 Yes

20 Yoo et al. 
(2016) 
[A20]

Republic of 
Korea

General 
hospital

2 389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Inventory (Mobley, 
1982)

10 Yes

21 Yun and 
Kang (2018) 
[A21]

Republic of 
Korea

Hospital Unknown 301 Authentic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The Intent to Quit 
Scale (Becker, 1992)

9 Yes

ATS = Anticipated Turnover Scale; ITL = The Intent-To-Leave Job Questionnaire; K-NTIS = Korea Nurse Turnover Intention Scale.
†Mixed leadership includ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Mixed hospital includes medical 
centre, regional hospital, and district hospital. §Mixed hospital includes tertiary referral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Mixed hospital includes 
public hospital and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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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윤리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낮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igure 2A). 변혁적 리더십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0편이었으며, 효과크기는 ESr = - 0.28 

(95% CI: - 0.36~- 0.19, p < .001)로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낮추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2B). 진성 리더십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8편이었으며, 
효과크기는 ESr = - 0.23 (95% CI: - 0.30~- 0.16, p < .001)로 

진성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낮추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gure 2C). 거래적 리더십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분석에 포함

된 사례수는 총 5편이었고, 효과크기는 ESr = - 0.21 (95% 

CI: - 0.32~- 0.10, p < .001)로, 거래적 리더십이 이직의도를 낮추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2D). 수동회피적 리더십

은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총 3편이었고 

효과크기는 ESr = 0.13 (95% CI: - 0.02~0.26, p = .084)으로 

수동회피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높이는 데 중간 효과크기가 있

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2E).

이들 리더십 유형 간 효과크기 차이를 메타 ANOVA로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효과크기는 동질 하지 않았으며(I2 = 92.3%, 
p < .001), 랜덤 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리더십 유형 간 효과크기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Ｑ = 26.85, df = 4, p < .001).

(2) 간호관리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리더십 유형별 효과크기

논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리더십 유형들을 변혁적 리더

십, 거래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혼합 리더십은 긍정적 리더십으로, 수동회피적 리더십, 독성 리더

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은 부정적 리더십으로 분류한 후, 이들 유

형에 따른 이직의도 효과크기 차이를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긍정적 리더십의 효과크기는 ESr = - 0.26 (95% 

CI: - 0.31~- 0.21)으로, 긍정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감

소시켰다. 부정적 리더십의 효과크기는 ESr = 0.12 (95% CI: 

0.05~0.19)로 부정적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Table 2). 긍정적 또는 부정적 리더십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

이를 메타 ANOVA로 분석한 결과, 유형 간 효과크기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했다(Ｑ = 70.56, df = 1, p < .001).

3) 조절효과 분석

연구수행 지역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메타 ANOVA를 시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국내 14개, 국외 18개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 효과크기는 ESr = - 0.25 (95% 

CI: - 0.34~- 0.15)이며, 국외 연구 효과크기는 ESr = - 0.18 

(95% CI: - 0.27~- 0.0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아(Ｑ = 1, df = 1, p = .318), 연구수행 지역은 리

더십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었다.

연구들의 발행연도에 따른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Q = 0.56 (df = 1, p = .453), 기울기는 0.01 

(Z = 0.75, p = .4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발행연

도는 리더십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었다.

Table 2. Effect Sizes of the Total Studies and Leadership Styles

Category Related variable k ESr 95% CI p-value
Heterogeneity

I2 Q p-value

Total studies (N = 21) – 0.25 – 0.29~– 0.20 < .001 86.51 148.23 < .001

Positive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0 – 0.28 – 0.36~– 0.19 < .001 89.40 85.13 < .001

Transactional leadership 5 – 0.21 – 0.32~– 0.10 < .001 81.90 22.06 < .001

Authentic leadership 8 – 0.23 – 0.30~– 0.16 < .001 64.00 19.42 .007

Ethical leadership 2 – 0.34 – 0.47~– 0.18 < .001 56.20 2.28 .131

Servant leadership 1 – 0.26

Mixed leadership† 1 – 0.46

Sub total 27 – 0.26 – 0.31~– 0.21 < .001 82.90 151.65 < .001

Negative leadership Passive avoidant leadership 3 0.13 – 0.02~0.26 .084 79.90 9.97 .007

Toxic leadership 1 0.12

Laissez-faire leadership 1 0.09

Sub total 5 0.12 0.05~0.19 .002 75.10 16.07 .003

k = Numbers of cases; ESr = Correlation effect size; CI = Confidence interval; Q = Q-value between subgroups; I2 = The proportion of true 
variance.
†Mixed leadership includ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emotional leadership.



488

https://jkan.or.kr

조윤정 · 정석희 · 김희선 · 김영만

https://doi.org/10.4040/jkan.22039

B
Study Weight

Goh (2018) [A3]

Jeon (2016) [A5]

Kim (2007) [A7]

Kim (2015) [A8]

Labrague (2020) [A9]

Mostafa (2021) [A13]

Pishgooie (2019) [A16]

Suliman (2020) [A18]

Wu (2020) [A19]

Yoo (2016) [A20]

Heterogeneity: = 89%, = 0.0194, < 0.01

Random effects model

I p
2 �2

7.8%

9.1%

10.3%

10.8%

10.8%

10.3%

11.1%

9.5%

10.1%

10.1%

100.0%

111

201

451

842

770

460

1,617

250

391

389

5,482

[ 0.56; 0.25]

[ 0.57; 0.35]

[ 0.44; 0.28]

[ 0.40; 0.28]

[ 0.12; 0.02]

[ 0.42; 0.26]

[ 0.27; 0.17]

[ 0.32; 0.08]

[ 0.17; 0.03]

[ 0.40; 0.22]

[ 0.36; 0.19]

95% CITotal

0.42

0.47

0.37

0.34

0.05

0.34

0.22

0.20

0.07

0.31

0.28

COR

1 0.5 0 0.5 1

Correlation

Study

McKenna (2021) [A12]

Mostafa (2021) [A13]

Heterogeneity: = 56%, = 0.0089, = 0.13

Random effects model

I p
2 �2

Weight

35.0%

65.0%

100.0%

89

460

549

[ 0.42; 0.02]

[ 0.46; 0.31]

[ 0.47; 0.18]

95% CITotal

0.23

0.39

0.34

COR

1 0.5 0 0.5 1

A

Correlation

C

Study Weight

An (2020) [A1]

Harrison (2018) [A4]

Park (2019) [A15]

Lee (2018) [A10]

Lee (2019) [A11]

Na (2019) [A14]

Shapira-Lishchinsky (2019) [A17]

Yun (2018) [A21]

Heterogeneity: = 64%, = 0.0061, < 0.01

Random effects model

I p
2 �2

12.0%

3.7%

14.0%

12.4%

19.1%

13.0%

11.4%

14.5%

100.0%

190

35

274

207

946

227

172

301

2,352

[ 0.25; 0.03]

[ 0.80; 0.38]

[ 0.36; 0.14]

[ 0.46; 0.22]

[ 0.30; 0.18]

[ 0.24; 0.02]

[ 0.35; 0.06]

[ 0.28; 0.06]

[ 0.30; 0.16]

95% CITotal

0.11

0.63

0.25

0.35

0.24

0.11

0.21

0.17

0.23

COR

1 0.5 0 0.5 1

Correlation

Figure 2. Forest plots of the effects of leadership styles. (A) Ethical leadership. (B)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 Authentic leadership. (D) Transactional leadership. (E) Passive avoidant leadership.

연구 대상자 수에 따른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회귀

모형의 적합성은 Q = 2.24 (df = 1, p = .134), 기울기는 0.00 

(Z = 1.50, p = .13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대상

자 수는 리더십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었다.

4) 출판편의 검증

리더십에 대한 이직의도 연구의 출판편의를 사정하기 위해 

funnel plot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대상이 된 개별 효과크기들의 

대칭 정도를 확인한 결과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비교적 

대칭을 이루며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funnel 

plot을 통해 시각적으로 출판편의를 확인한 결과 대칭적으로 확

인되었을지라도 출판편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trim & 

fill 분석[30]을 실시하였다. Trim & fill 방법을 사용하여 재분석

한 결과 교정 전-후 간호사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 리더십

의 효과크기가 추가로 입력된 연구는 0편으로 전 효과크기와 비

교하여 10% 이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문헌의 출판편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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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편의를 전통적인 fail-safe N 분석 계산방식을 통해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게 되려면(p > al-

pha), 3,553편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출판편의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Egger’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효과크기의 기울기 - 1.26 

(SE = 1.10, t = 1.15, p = .2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이직의도에 대한 간호관리자 분석대상 

연구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출판편의는 신뢰수준 95%

에서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도 검사 결과, 전체 효

과크기와 이질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Appendix 3).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병원 간

호사의 이직의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해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리더십 유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간호관리자의 리

더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더 나아가 이직의

도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가 큰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세부 유형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간호관리자의 리더십과의 관

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문헌검색과 선정과정을 통하여 총 21편의 연구를 체계적 고

찰한 결과 2015년에서 2020년에 발행된 연구가 90.4%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만성 퇴행성 질

환 증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해 병원 간호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31], 간호사의 이직률 또한 증가함으로

써 병원조직에서 간호사의 이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32]. 

그에 따른 해결책 모색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간호관리자의 리

더십과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국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

십 연구 동향에서[23], 1970년대부터 시작된 리더십 연구들이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적 리더십 유형을 벗어나 새

로운 리더십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들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본 결과로 여겨진다.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은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많았으며, 진성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수동회피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의 순으로 나타났다. Burns 

[33]와 Bass [34]에 의해 제기된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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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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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회피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으로서, 이 중 변혁적 리더십

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리더십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관심

받고 있는 리더십으로 연구되어 왔다[35]. 두 번째로 많이 연구

된 진성 리더십은 Luthans와 Avolio [36]가 구체적인 구성개념

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후 2004년과 

2006년 Gallup Leadership Institute에서 진성 리더십 개발과 관

련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론적 타당성

을 갖춘 다양한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37]. 윤리적 리더십은 1990년대 개념이 등장

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측정 도구를 개발하면서 연구가 확

장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대 이론에 따라 다양한 시각의 리더십

이 강조되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은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연구를 분석한 선행연구[23]에서 

2010년 이후로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진
성 리더십의 연구가 다수 발표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총 21편의 연구에 대해 질 평가

를 실시한 결과 모두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메

타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본 연구에

서 도출된 리더십 유형들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이직의

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질 평가 결과, 통계분석을 평

가하는 항목 중 ‘이상치에 대한 보고’ 항목에서 모든 연구가 이상

치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메타분석 연구에 포

함된 21편의 문헌 중 회귀분석이나 구조모형 검정법 등을 통계적 

방법을 수행한 문헌도 다수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통계분석 과정

에서 권고되는 이상치를 검토하는 과정[38,39]이 기술되지 않았

다. 향후 회귀분석이나 구조모형 검정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이상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헌에 기술해 준다면 연구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메타분석 결과,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이 병원 간호사

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

(ESr = - 0.25)로, 이를 통해 실제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간

호관리자의 리더십이 유의한 효과를 미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국외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한 결과[9], 지지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등의 긍

정적인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등

(ESr = - 0.22), 전체적으로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효과 

보인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간호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은 간호조직에서 지지적인 자원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때, 간호사

는 이직의도를 생각하며 실제 이직을 계획한다[40].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간호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간호조직 차

원에서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 연구분야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 있는 리더십 유형 

중 사례 수(k)가 2편 이상인 다섯 개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 각각

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모두 중간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외 학술지 2편의 연구 결과만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본 메타분석 결과는 기존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병

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춘다는 단순 상관관계의 선행연구 결

과들[41,42]을 과학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윤리적 리더십은 간호관리자가 먼저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

동을 보임으로써 간호사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유

도한다[42].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국외 선행 메타분석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등을 향상시키며[16], 국
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간호

사가 조직에 머물고자 하는 직무배태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 결과[43]에 비추어 볼 때,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은 간

호사로 하여금 관리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직의도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윤리적 리더십의 

결과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학술지 2편의 연구 결과만을 포함한 

것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외에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특히, 2021년 4월까지 국내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수행된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의 관계

에 대한 몇 편의 학위논문들은 본 메타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여 

본 분석에 포함된 국내 학술지 연구가 0편임을 고려할 때,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확인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음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어 구성원 개개인의 성취욕구를 고취시켜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적 노력을 고양시키는 리더십

이다[34].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넓은 시야

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미래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도 간호업무 

수행 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비전을 갖게 하여 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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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낮추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진성 리더십은 간호관리자가 간

호사들의 자기인식 및 자기규제 행위를 발생시켜, 긍정적인 자기 

발전을 강화하는 리더십으로, 구성요소는 자아인식, 균형 잡힌 

정보처리, 관계적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 관점이 적용된다[36]. 

이는 간호관리자가 확고한 원칙과 관계 투명성, 도덕적 가치에 기

반한 의사결정과정 등을 간호사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면, 간
호사들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들에게도 자

발적으로 도움을 주며, 또한 업무 외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구성원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

호협력적인 조직 분위기를 잘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간호사들이 간호업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이직의도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리더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리더와 부하 

간 계약적인 거래의 관계이다[44]. 이는 조직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직위에서 비롯되는 힘을 이용하여 부하에게 명령하고 지시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한다. 즉 리더는 부하가 업무성과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해 주는 상호교환 

관계를 유지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부하에게는 예외관리를 통해 

업무의 자율을 허용한다[45]. 간호조직에서도 간호관리자의 조

건적 보상이 높게 발휘되면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단편

적인 결과들[46,47]이 본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

나, 이러한 조건적 보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

기에[48]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추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간호관리자

의 리더십 유형을 정의에 따라 긍정적 리더십과 부정적 리더십으

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

십, 서번트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과 혼합 리더십이 

포함된 긍정적 리더십은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감

소시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관리자가 긍정적 성격

의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실제 감소하는 효

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수동회피

적 리더십, 독성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을 포함하는 부정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

었다. 국외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에 따른 이직의도를 

포함한 간호 성과에 대해 체계적 고찰한 결과[25], 본 연구에서 

긍정적 리더십으로 분류한 변혁적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도

를 낮추고,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정적 리더십의 성

격을 가진 학대적 리더십(abusive leadership), 권위주의적 리더

십(authoritarian leadership)이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비전을 창출하고[49], 간호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한다[25]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실무 및 간호 교육,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긍정적 리더십들을 관리하기 위해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교육하고, 중재 효과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국외에서만 주로 연구된 윤리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 
독성 리더십은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관련 문헌을 통합하여 간호

사의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산출하

고,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각 리더십 유형의 효과크기를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간호조직 및 간호관리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

였다. 즉, 전 세계적인 간호 및 의료계의 공통문제인 간호사의 이

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조직은 간호관리자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리더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

력해야 하겠다. 특히 간호관리자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제적인 

간호사의 이직으로 연결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출판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언어로 출판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학
회발표 및 초록 등 회색 문헌들을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문헌들을 포함하는 접

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간호관리자 리더

십의 유의한 전체 효과크기와 세부 리더십 유형의 개별 효과크기

가 확인됨으로써,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간호

관리자들이 개발하고 증진해야 할 리더십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근거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간호관리자의 긍정적 리

더십인 윤리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거래적 리더

십의 순으로 이들 리더십은 각각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동회피적 리더십, 독성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을 포함하는 부정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이직



492

https://jkan.or.kr

조윤정 · 정석희 · 김희선 · 김영만

https://doi.org/10.4040/jkan.22039

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관리자의 긍정적 리더십은 

증진시키고, 부정적 리더십은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다양한 리

더십 유형 중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간호사의 이직의

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간호관리

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간호관리자의 리더십 

향상과 더불어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간호관리자의 긍정적인 

리더십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은 국외에서 출판된 연구만 본 메타분석에 포함되었으므

로, 국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간

호사에게 미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 수행과 함께, 국내 연

구결과를 포함한 메타분석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셋째, 부정

적 리더십인 자유방임적 리더십, 독성 리더십이 국내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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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earch Strategy to Identify Relevant Data from Databases

No Databases Search query Results*

1 KoreaMed ((“turnover”[ALL]) OR (“leave” [ALL]) OR (“turnover intention”[ALL] OR (“intention to turnover”[ALL]) 
OR (“intention to leave)[ALL]) AND ((“nurse”[ALL]) OR (“nurses”[ALL]) OR (“nursing”[ALL])) AND 
(“leadership”[ALL]) AND (“hospital”[ALL])

9

2 KMbase ([ALL=이직] OR [ALL=이직의도]) AND ([ALL=간호사] OR [ALL=간호]) AND ([ALL=리더십] OR [ALL=리더쉽]) 
AND ([ALL=병원]) 

3

3 KISS [(전체=이직) OR (전체=이직의도)] AND [(전체=간호사) OR (전체=간호)] AND [(전체=리더십) OR 
(전체=리더쉽)] AND [(전체=병원)] 

6

4 ScienceON [(“전체=이직”) OR (“전체=이직의도”)] AND [(“전체=간호사”) OR (“전체=간호”)] AND [(“전체=리더십”) OR 
(“전체=리더쉽”)] AND [(“전체=병원”)] 

51

5 RISS (“이직” ｜ “이직의도”) <AND> (“간호사” ｜ “간호”) <AND> (“리더십” ｜ “리더쉽”) <AND> (“병원”) 20

6 DBpia [전체:이직 <OR> 전체:이직의도] <AND> [전체:간호사 <OR> 전체:간호] <AND> [전체:리더십 <OR> 
전체:리더쉽] <AND> 전체:병원

14

7 국회도서관(Nanet) [전체:이직 <OR> 전체:이직의도] <AND> [전체:간호사 <OR> 전체:간호] <AND> [전체:리더십 <OR> 
전체:리더쉽] <AND> 전체:병원

1,755

8 PubMed [(turnover) OR (leave) OR (turnover intention) OR (intention to turnover) OR (intention to leave)] AND 
[(nurse) OR (nurses) OR (nursing)] AND (leadership) AND (hospital*)

435

9 Cochrane (turnover OR leave OR turnover intention OR intention to turnover OR intention to leave) AND (nurse OR 
nurses OR nursing) AND (leadership) AND (hospital*)

61

10 CINAHL (TX turnover OR TX leave OR TX turnover intention OR TX intention to turnover OR TX intention to leave) 
AND (TX nurse OR TX nurses OR TX nursing) AND (TX leadership) AND (TX hospital*) 

11,708

11 Web of Science (“turnover” OR “leave” OR “turnover intention” OR “intention to turnover” OR “intention to leave”) AND 
(“nurse” or “nurses” or “nursing”) AND (“leadership”) AND (“hospital*”)

366

*Records after duplication removed i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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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List of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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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d nurses on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26(4):428-437. 

 https://doi.org/10.11111/jkana.2020.2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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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dix 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