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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병원조직에서 고객의 최일선 접점 직원인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서

술적 조사연구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에 필수적인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래

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구상되었다. 연구대상은 S시 소재의 A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외

래부서 경력 6개월 이상의 간호사 130명을 임의표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동의서 미비 1부,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총 125부를 최종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상관관

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총점 161점 만점에 평균 112.78±16.40점으로, 하위영  

    역별로 감성인식 5.26±0.78점, 감성활용 5.01±0.92점, 감성표현 4.76±0.76점,  

    감성조절 4.28±1.0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외래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0.09±5.66점으로, 하위영  

    역별로 반응력이 4.07±0.6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주장력은 3.18±0.73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총점 68점 만점에 평균 57.41±7.09점으로, 하위영  

    역별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3.45±0.44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3.36±0.52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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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적용 3.31±0.54점, 간호업무 수행태도 3.31±0.4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간호업무성과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급여, 근무부서, 부서만족도, 총 임상  

    경력, 외래부서경력, 고용형태, 의사소통교육 경험, 건강상태, 업무스트레스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

  4.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r=.671, p<.001), 감성지능과 간호업무성  

    과(r=.596, p<.001),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업무성과(r=.477, p<.001) 사이에는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그룹(�=.233, p=.019), 건강상태(�=.200, p=.022), 부서만  

    족도(�=.208, p=.024)가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6%이었다. 2단계 분석  

    에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투입한 결과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그룹  

    (�=.186, p=.037)과 감성지능(�=.348, p=.001)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0.3%이었다. 감성지능은 간호업무성  

    과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

무성과를 파악하였고 간호사의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간호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지능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적

용을 제안한다. 

핵심되는 말 :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 외래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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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관은 첨단 장비 및 기술의 도입으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

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의 증가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이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에 대

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의 업무 효율성 증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병원구성원들 중 환자를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으며 병원 전체 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유경, 이태화 

& 임지영, 2007). 따라서 간호사의 효율적인 간호업무수행을 통한 환자간호의 질적 

향상은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업무성과는 병원조직의 효

율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활동과 관

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을 말하며(정영지, 1998), 간호업무성과의 측정은 환자 간

호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간호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보여준다(손연

정, 이연아, 심경란, 공성숙 & 박영수, 2013). 즉, 간호업무성과의 저하는 개인의 간

호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환자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환자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그동안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Payne, 2005; 임미영, 2016), 감성지능(Codier, Kooker & 

Shoultz, 2008; 이향숙, 2015), 감정노동(이은주, 2013), 회복탄력성(박숙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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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태성(이현숙 & 염영희, 2015), 셀프리더십(한아름, 2015), 간호관리자의 코칭

행동(류숙영, 2009), 간호조직문화(엄인향, 2014) 등이 보고되었고, 최근 임상현장에

서 간호리더십, 간호실무역량, 환자 치료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능력으로 밝혀진 감성

지능(Benson, Ploeg & Brown, 201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인관

계를 구축하고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협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Goleman, 

1998), 간호실무에서는 특히 공감, 문제해결, 자기감성이해 등 감성지능의 요소가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Codier, Muneno, Franey & Matsuura, 2010), 지적능력과 

함께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감성지능이 높을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적,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효

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Fisher et al., 2010). 또한 감성지능은 간호사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 교육프로그램을 통

한 교육과 훈련으로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고, 경력간호사들이 조직에 장기근속 

하도록 도움을 준다(Fujino, Tanaka, Yonemitsu & Kawamoto, 2015). 

  한편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로 강조되며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수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환자들은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는데(김세현, 

2013),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마찰을 중재할 수 있다(Salmon & Young, 2009).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임상적 문제를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식하여 성공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Olsson, Larsson, Flensner & BA¨CK-Pettersson, 2012), 

간호사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박선하, 2012), 궁극적으로 간호업무성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포괄수가제와 조기퇴원제도 등의 변화

로 인해 외래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래환자의 진료요구 또한 복잡하고 광범위 해

지고 있다(Olsson et al., 2012). 외래는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고(조경숙 등, 2008),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 및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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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거치는 주 경로이다. 특히 외래간호사는 환자의 낙상, 감염 등 환자 안전관리와 

행정업무, 외래 인력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하며, 내원 환자

의 불만 사항 해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한 응대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고객 접점직

원이다. 실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래간호사의 친절성이 병원을 선택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김은옥 & 조순연, 2004), 병원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외래간

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 분야에서 외래간호사의 소진(O'Brien, 2011; 

Davis, Lind & Sorensen, 2013), 외래간호사의 업무 분석(황혜영 등, 2007; 조경숙 

등, 2008; 이여진 등, 2009), 감정노동경험(송미라 & 박금주, 2011),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임동숙, 2013), 외래간호사의 환자안전 문화에 대

한 인식과 안전간호 활동 수행정도(손명하, 2014)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러나 국내에서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임동숙(2013)의 연구만이 유일

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

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과 변수를 포괄적

으로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

능과 간호 실무에서 중요한 변수인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

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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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2) 외래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규명한다.

3)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4)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업무성과

  • 이론적 정의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간호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정도로서(윤언자, 1995), 간호사가 대상자인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집행

을 의미한다(정영지, 199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Van de Ven과 Ferry(1980)의 개인성과(individual performanc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고유경 등(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수정·보완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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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지능

  • 이론적 정의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

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Mayer & Salovey(2000)의 모형을 기초로 Cooper & Orioli(1997)의

Emotional Quotient(EQ) Map의 설문과 Goleman & Boyatzis(2000)의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ECI)의 설문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노현재

(2006)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의사소통능력

  • 이론적 정의 

  의사소통능력이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

를 의미하며, 조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얼마

나 잘 활용하는지를 말한다(Papa, 1989).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ubin, Martin, Bruning & Power(1991)가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개념에 허경호(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개발한 15개 문항의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cale(GICC)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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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외래간호사와 간호업무성과

  외래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장소로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황혜영 등, 2007). 병원 경영의 

생산성 측면에서 입원환자 진료에 비해 외래환자 진료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의 부가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외래진료 서비스에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이여진 등, 2009).  

  최근 만성질환의 증가, 포괄수가제도, 가정간호사 제도, 조기퇴원 등으로 인한 외래

에서의 추후관리 증가로 외래환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진료 요구도 

복잡하고 광범위 해지고 있는 추세이다(Olsson et al., 2012). 외래간호사는 내원 환자

의 낙상, 감염 등 환자 안전관리는 물론 외래 인력관리와 진료 대기시간, 프로세스, 

병원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내원 환자의 불만 사항 해결,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한 응

대 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래부서의 경우 의료인의 친절성과 전문성이 환자들의 병원 선택과 재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진료 불만족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길은하 & 

오희영, 2014),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래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과(performance)는 조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으로(고유경 등, 2007), 업무성과는 업무책임량을 수행하는 정도이며

(Wetzels, Ruyter & Bloemer, 2000), 목표의 성취여부와 관련성이 있다. 간호업무성

과는 간호사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며, 대상자가 적절한 간호

를 제공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호의 질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송지영, 

2009). Rice(2015)는 그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간호업무성과를 간호지식, 임상적 판단

능력,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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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을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간호사의 업무

는 경제적·객관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심리적·주관적인 성

과지표로 간호성과를 측정해 왔다(유승연 & 김인숙, 2005). 이에 고유경 등(2007)은 

간호업무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태도, 업무의 양

과 질을 포함하는 업무의 실적 등으로 구성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

며, 이는 병원조직 내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인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도

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간호업무성과의 향상은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간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

므로(하나선 & 최정, 2010)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관심은 

병원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력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이수진, 2013),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선행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간

호사 개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요소와 관련된 

개념으로 직무배태성(이현숙 & 염영희, 2015),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

화시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한아름, 2015),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은주, 2013), 간호사의 감성지능(Codier et al., 2010; 이향숙, 2015), 의사소통능력

(Payne, 2005; 배주영, 2008),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박숙희, 2014)과 조직적 차

원에서는 간호조직문화(엄인향, 2014), 간호사의 자율성(송지영, 2009), 간호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배경옥, 2007), 간호관리자의 코칭행동(류숙영, 2009) 등이 보고되어 

복합적인 요인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afizurrachman(2009)은 간호사가 뛰어난 업무성과를 발휘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

여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양호한 건강상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간호사

의 건강상태와 간호업무성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한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직구성원들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감성지능이 주목받고 있다(Wong & Law, 

2002; McQueen, 2004; Al-Hamdan, Oweidat, Al-Faouri & Codier, 2016). 감성

지능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직무 만족이 높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여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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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모하며(황필주, 2007),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아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고 직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감성조절 능력이 높아 

고객 응대에 유연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박종랑, 2009).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 병원조직에서 최상의 간호업무성과 도출은 필수적 요소

이다(손연정 등, 2013). 특히 병원에서 환자를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는 외래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성지능과의 연관성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치료적 간호영역, 환자교육, 상담영역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감성지능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성의 관리여부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이수진, 2013), 1990년 이후 본격적

으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감성지능은 인지

능력을 뜻하는 ‘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Thorndike(1920)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Wong & Law, 2002), 

Gardner(1983)의 다지능이론(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의 7가지 지능 

중 개인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과 대인간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으로 구성된 사회적 지능으로 개념화되었다(홍춘철, 2006). 

  최초로 감성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Salovey와 Mayer(1990)는 감성지능을 “자

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monitor), 감성을 식별하며(discriminate), 그러한 감성

을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로 이용(use)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

며, 감성지능을 감성인식(appraisal)과 감성표현(expression), 감성조절(regulation), 

감성활용(utilization)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Mayer & Salovey, 199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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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Goleman(1995)은 그의 저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발간하여 감성

지능을 대중화 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황필주, 2007), 감성지능을 좌절 상황에

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충동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감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합리

적인 사고를 방해받지 않게 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유전적으로 정해지거나 유년 시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하면서 생의 전반에 걸쳐 개발될 수 있어(Ruth, 2000), 감성지능 개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Codier 등(2010)은 간호실무에서 특히 공감, 문제해결, 대인관계, 자기감성이해 등의 

감성지능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성지능은 간호전문성과 간호업무성

과 향상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Fujino 등(2015)은 감성지능 교육을 통해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고 경력간호사의 장기근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문헌고

찰을 통하여 감성지능은 환자 간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및 의사결정과 관

련이 있고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연구한 Bailey, Murphy와 Porock(2011)는 임종간호

시 감성지능의 개발을 통해 간호사들이 임종간호 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자들이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Kahraman과 Hiçdurmaz(2016)는 터키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직무적 특성에 관해 연구하였고 응급센터의 간호사보다 소아병동의 

간호사들이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음을 밝혀냈다. 이는 병원환경 자체가 어린이들에

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감성적, 행동적, 사회적 반응이 간호사에 의

해 관리되며, 이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대인관계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을 통합하는 감성지능은 소아병동의 간호사가 응급센터의 

간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단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거나 감

정 어휘를 사용하는 감성적 영역에서 보다 더 숙련되어 있고, 감성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남성과 여성은 뇌 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Salguero, 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12)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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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raman과 Hiçdurmaz(2016)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결혼여부, 나이, 자녀의 유무 등 다른 일반적 특성 또한 감성지능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간호사의 임상경력과 전문직으로써의 성공에 대한 

신념과 같은 직무적 변수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감성지능과 관련된 간호사 대상의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

다.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이경희 & 송정수, 2010), 높은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적인 성과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 및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하여 감성지능

과 간호서비스 질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장라진, 2015). 또한 감

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최지현, 2010; 윤지희, 2009),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과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소진을 낮추는데 관련성이 높은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문은경, 2012; 이수진, 2013). 병원 직원의 감성지능을 연구한 

허미향(2007)은 감성지능이 고객과의 호의적인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고객

서비스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만족감을 높여 병원조직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은 여러 일반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은경(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원 이상이 전문대졸보다, 기혼이 미

혼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감성지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윤지희(2009), 임동숙(2013), 이영부(2015)의 연구결과에서 연령, 임

상경력, 최종학력, 직책을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보고한 반면, 

윤혜신(2013)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은 결혼상태를 제외한 연령, 성별, 최종학력, 임

상경력, 직위와 같은 일반적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최지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차

이를 보였다. 

  간호사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며 여러 직종간의 매개역할

을 수행하고, 특히 외래부서는 대부분 소수의 간호사와 다수의 보조사원, 의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외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역할은 주로 간호사에게 주어진다(송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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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주, 2011). 따라서 실무현장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인적자원 관리에 중요한 

능력인 감성지능이 필요하며(McQueen, 2004),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랜 시

간 공감하고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간호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간호

사의 실무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을 아우르는 감성지능(Akerjordet & Severinsson, 

2004)과 의사소통능력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나 관련 연

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다방면의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

를 의미하며, 조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얼마

나 잘 활용하는지를 의미한다(Papa, 1989). Rubin(1990)은 의사소통능력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행위에 관한 지식이며,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하는 기술을 발전시키

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일상적 상황이나 다른 작업 환경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병원 

조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기술 및 간호지식과 함께 높은 중요성을 가진다. 의

료서비스의 경우 고객인 환자들은 지각된 위험성이 높아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며 의료

서비스의 직접적 평가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김유경 & 우종필, 

2008). 따라서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김세현, 2013),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진과 환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Salmon & Young, 

2009). 또한 간호사는 다양한 의료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므로(Druskat & Wolff, 2001),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환자가 처한 문제를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치료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Olsso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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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에서의 의료서비스는 병동과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

루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외래환자교육, 외래환자관리, 외래환자상담, 외래인

력관리 등 외래간호업무의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므로(조경숙 

등, 2008), 특히 외래간호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외래간호사들은 제한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은하 & 오희영, 2014).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환자의 신뢰와 만족, 병원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이연선, 2011; 김세현, 2013; 길은하 & 오희영, 2014), 간호사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불만족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

며(김도연, 2010), 의사소통능력이 낮을수록 감정노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김세향 & 

이미애, 2014),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애경, 여지영, 정성원 & 

변상석, 2013). 미국의 호스피스 간호사 92명을 대상으로 한 Riggio와 Taylor(2000)

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Payne(2005)는 업무성과와 의사소통능력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손연정 

등(2013)은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변수를 의사소통능력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현숙(2007)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이숙자(2009)는 간호사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Action-Learning 

Program의 효과를 검증하여 의사소통능력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오은정, 고성

희, 김지영 & 김성렬, 2015), 수술실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임은주 & 이여진, 2014), 

임상간호사(김세향 & 이미애, 2014; 이영부, 2015), 중환자실 간호사(손연정 등, 

2013)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외래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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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의 간호사의 의사소통과 외래환자의 신뢰·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길은하와 

오희영(2014)의 외래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간호서비스 만족 및 병원 재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이연선

(2011), 길은하와 오희영(2014)의 연구에서는 외래 내원 환자가 인식한 간호사의 의

사소통능력을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외래간호사가 인식한 의사소

통능력과는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 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수부서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고 외래

간호사는 기타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외래부서의 특성

을 나타내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 또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세 변수간의 관계

를 나타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설계와 비슷한 국내연구 

2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이 조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 이영부(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외래간호사가 일

부(19%) 포함되어 있었고, 종속변수가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였으며, 

간호사의 감성지능, 대인관계능력,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나타낸 이수진(2013)의 

연구에서는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외래간호사가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대인관계능력과 감성지능, 간호업무성과 세 변수의 상관관계 

정도만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들로는 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외래간호사

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대상자의 특성과 변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

으므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외래간호사의 특성을 포함한 간호업무성과의 영향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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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하고 간호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 A종합병원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는 본 연구와 설계가 유사한 엄인향

(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총 7개의 독립변수가 회귀분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G*Power 3.0 프로그램에 의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정해 본 결과, 다중회귀분

석에서 예측요인(predictor)의 숫자가 7개일 때,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표본수는 103명으로 나타났다. 탈락율 20%를 고

려하여 130명의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동의서 미비 1부, 대상자 선정 제

외 기준 2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포함한 총 5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12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96.2%), 이는 적정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관리자의 경우 간호업무성과 평가에 직무의 차이가 외생변수로 작용

할 수 있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현 근무지 경력 6개월 이상인자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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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포함된 변수는 대상자의 특성 19문항, 감성지

능 23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그리고 간호업무성과 17문항으로 총 7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업무성과 도구는 e-mail을 통해 도구 개발

자로부터 도구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1)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최종학력, 건강

상태, 월급여, 부서의 Social Network Service(SNS)사용 여부와 업무관련 특성으로 

근무부서, 총 임상경력, 외래근무 경력, 고용형태, 이직경험, 부서만족도, 감성지능 및 

의사소통 관련 교육경험, 응대환자 수, 업무 스트레스정도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Mayer & Salovey(2000)

의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MSCEIT)와 Goleman & 

Boyatzi(2000)의 ECI, Bar-On(1997)의 Emotional Quotient Inventory(EQ-I), 

Cooper & Orioli의 EQ Map(1997)의 4가지 감성지능 측정 도구를 검토한 후 노현재

(2006)가 Mayer & Salovey(2000)의 모형을 참조하여 감성지능을 감성인식, 감성표

현,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 영역에 관련하여 Cooper 

& Orioli(1997)의 EQ Map 설문과 Goleman & Boyatzis(2000)의 ECI 설문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현재(2006)의 연구

에서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설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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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

답의 대상이 본인, 상사, 동료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

도는 본인설문의 경우 Cronbach's α=.86, 상사설문의 경우 Cronbach's α=.91, 부하

설문의 경우 Cronbach's α=.91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감성인식, 감성표현,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7점에서 ‘전적으로 동

의할 수 없다’ 1점의 7점 척도로 최소 23점에서 최대 161점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아 자신과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 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척도를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Rubin 등(1991)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

통능력 구성 개념인 자기노출(self-disclosure), 역지사지(empathy), 사회적 긴장완화

(social relaxation), 주장력(assertiveness), 상호작용관리(interaction management), 

표현력(expressiveness), 지지력(supportiveness), 즉시성(immediacy)과 허경호

(2003)가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판단한 집중력(concentration), 효율성(efficiency), 사

회적 적절성(social appropriateness), 조리성(conversational coherence), 반응력

(responsiveness), 의도간파(goal detection) 및 잡음통제력(noise control)의 7가지 

개념을 합하여 개발한 15개 문항의 GICC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최소 15점에서 최대 75점을 가지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5문항 중 2문항 ‘나

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

이다'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허경호(2003)가 개발한 당시

는 Cronbach's α=.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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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유경 등(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간호업무 수

행능력 7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 4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 3문항, 간호과정 적용 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문항 중 외래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

이 필요한 4개 문항이 확인되어 간호학 전공교수 2인,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 개발자 

1인의 검토를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후 외래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된 문항이 적합한지 2차로 확인하였다. 원 도구의 문항 중 

외래간호사의 업무에 맞게 수정한 4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투약 관리지침

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를 ‘나는 투약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며, 환자에

게 필요한 투약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로; ② ‘나는 업무교대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를 ‘나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의료진 및 타 부

서 직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로; ③ ‘나는 간호정보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

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를 ‘나는 환자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로; ④ ‘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간호를 위한 기술

을 시범하고 교육한다’를 ‘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 간호를 위한 기술(생활습관, 

영양, 운동, 증상관리, 통증조절 등)을 시범하고 교육한다’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최소 17점에서 

최대 68점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유경 

등(2007)의 연구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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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A 종합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No : 2016-0359)의 

심의 통과 후 간호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2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설문지와 동의서를 봉투에 담은 후 해당 

수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부서에 배분하였다. 연구 참여 가능 대상자인 간호사가 

동의서를 읽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과정

을 거쳤다. 비밀보장을 위해 완료된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회수용 봉투를 제공하였

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해당부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설

문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에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적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 목적으로

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연구 참

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고 연구 자료는 비밀번호로 잠금이 되어 있는 개인 컴퓨

터에 3년간 보관한 뒤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즉시 삭제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래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업무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2)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3) 외래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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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였다. 

  4)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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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22명(97.6%), 남

자가 3명(2.4%)으로 여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나이는 30세 이상~35세 미만

이 58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5.34세(±6.31)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8명(62.4%), 미혼이 47명(37.6%)이며 기혼인 대상자 중 62명(79.4%)은 자녀가 있

었다. 현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1명(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살고 있는 대상자는 27명(21.6%)이었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대상

자가 58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8명(30.4%), 천주교 17명(13.6%), 불교 

12명(9.6%)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학위 취득이 9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학위 이상이 26명(20.8%), 3년제 졸업이 9명(7.2%) 순이었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

에 대해서 10점 만점의 Visual Analogue Scale(VAS)로 측정한 평균 점수는 6.96점

(±1.74)이었다. 월급여는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이 41명(32.8%)으로 가장 많

았으며 현재 부서에서 정보 공유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4명

(83.2%)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SNS를 통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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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Male

122(97.6)

3( 2.4)

Age(yr) ≤29 

30~<35

35~<40

≥40   

16(12.8)

58(46.4)

25(20.0)

26(20.8)

35.34±6.31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78(62.4)

47(37.6)

Living status Single

Only couple

Couple and children

Parents and siblings

Dormitory(others)

27(21.6)

16(12.8)

61(48.8)

19(15.2)

2( 1.6)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None

38(30.4)

17(13.6)

12( 9.6)

58(46.4)

Education level Diploma

Bachelor

≥Master

9( 7.2)

90(72.0)

26(20.8)

Monthly income

(10,000won/month)

<300

300~<350 

350~<400

≥400

32(28.8)

41(32.8)

20(16.0)

28(22.4)

SNS* use Yes

No

104(83.2)

21(16.8)

Perceived health 

status(score)

6.96±1.7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5

* SNS : 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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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근무부서는 내과계(종양내과, 심

장내과, 호흡기내과)가 26명(20.8%), 외과계(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가 21명

(16.8%),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 29명(23.2%), 기타(신경과/신경외과, 혈액내과, 혈

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가 49명(39.2%)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부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93명(74.4%)이었고 ‘불만족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명(25.6%)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82명

(65.6%)이었고, 10년 미만은 43명(34.4%)이었으며 평균 임상경력은 149.34개월(±

74.92)이었다. 총 임상경력 10년 미만의 대상자 중 3년 미만이 3명(2.4%), 3년 이

상~5년 미만은 6명(4.8%), 5년 이상~10년 미만은 34명(27.2%)이었다. 외래부서경력

은 3년 미만이 48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43명(34.4%), 

3년 이상~5년 미만이 24명(19.2%), 10년 이상이 10명(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외래근무경력은 57.05개월(±43.89)이었다. 이직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92명(73.6%)

명이었고 이직 경험이 있는 대상자 33명(26.4%) 중 1회 26명(20.8%), 2회 5명(4%), 

3회 이상이 2명(1.6%)이었다. 현재 고용형태는 정규직 111명(88.8%), 비정규직 14명

(11.2%)이었고 하루 근무 중 응대하는 평균 환자의 수는 100명 미만이 68명(54.4%), 

100명 이상이 57명(45.6%)이었으며 평균 94.92명(±79.02)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없다’가 83명(66.4%)이었고 ‘있다’가 42명(33.6%)이었던 반

면, 의사소통 교육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99명(79.2%)이었고 교육 횟수는 

‘1회’가 19명(15.2%), ‘2회’가 22명(17.6%), ‘3회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31명

(24.8%)으로 가장 많아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업무에서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환자/보호자가 53명(42.4%), 

동료/상사가 36명(28.8%), 의사가 23명(18.4%), 기타는 13명(10.4%)으로 응답하였

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명(5.6%)이었고 

이는 기타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업무스트레스는 10점 만점의 VAS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6.69점(±2.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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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Working 

department

Medical  

Surgical  

Pediatric/OBGY*

Others

26(20.8)

21(16.8)

29(23.2)

49(39.2)

Satisfaction

of department

Satisfied

Dissatisfied/Don' t know

93(74.4)

32(25.6)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yr)

<10

≥10 

43(34.4)

82(65.6)

149.34±74.92

(Month)

Working period in current 

department (yr)

<3

3~<5

5~<10

10≥

48(38.4)

24(19.2)

43(34.4)

10( 8.0)

57.05±43.89

(Month)

Experience of turnover Yes

No

33(26.4)

92(73.6)

Employment status Permanent position

Temporary position

111(88.8)

14(11.2)

Number of patients per day <100

≥100

68(54.4)

57(45.6)
94.92±79.02

Experience of education 

regarding emotional 

intelligence 

Yes

No

42(33.6)

83(66.4)

Experience of educ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Yes

No

99(79.2)

26(20.8)

Subjects of trouble to 

communicate

Patients/Family 

Nurses(Co-worker/superior) 

Doctors

Others  

53(42.4)

36(28.8)

23(18.4)

13(10.4)

Perceived job stress 6.69±2.30
(score)

<Table 2>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5

* OBGY : obstetrics &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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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number 

Mean±SD Min Max

Mean±SD

(Total/Item 
number)

Range

Emotinal intelligence 23 112.78±16.40 72 161 4.90±0.71 1~7

Emotional appraisal 8 42.05±6.23 26 56 5.26±0.78

Use of emotion 5 25.06±4.58 13 35 5.01±0.92

Expression of emotion 6 28.54±4.58 18 42 4.76±0.76

Regulation of emotion 4 17.14±4.28 5 28 4.28±1.07

Communication competency 15 50.09±5.66 33 63 3.34±0.38 1~5

Nursing performance 17 57.41±7.09 40 68 3.37±0.42 1~4

Nursing competency 7 24.17±3.05 16 28 3.45±0.44

Nursing achievement 3 10.09±1.56 6 12 3.36±0.52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3 9.93±1.63 6 12 3.31±0.54

Nursing attitude 4 13.22±1.84 9 16 3.31±0.46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분포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총 23문항으로 총점 161점 만점에 평균 112.78±16.40점이었으며, 7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평균은 4.90±0.71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감성인식이 

5.26±0.7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감성조절이 4.28±1.0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총 15문항으로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0.09±5.66점이었으며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평균은 3.34±0.38점이었다. 

  간호업무성과는 총 17문항으로 총점 68점 만점에 평균 57.41±7.09점으로 나타났

으며, 4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평균은 3.37±0.42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3.45±0.44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업무 수행태도가 3.31±0.46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istribu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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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ean±SD

Nursing competency 24.17±3.05

Accurately taking over patient's information to other health team members. 3.50±.56

Accurately recording data according to nursing guide. 3.49±.53

Dealing with and performing many tasks within reasonable time limit. 3.47±.56

Performing accurately according to the medication management guidelines  

and explaining the cautions of medication to patients.
3.47±.52

Understanding prescription content and performing appropriate tasks        

without error and omission within the given period of time.
3.46±.55

Possessing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carry out tasks. 3.40±.54

Managing nursing jobs correctly and perfectly. 3.37±.56

Nursing achievement 10.09±1.56

Completing learning credits to participate in continuing education and crash  

courses and trying to competency development as a professional nurse.
3.54±.60

Reporting and examining equipment, repair of facilities, break down of      

machines, and missing.
3.30±.67

Identifying the etiology of problems and utilizing methods for solving the   

problems.
3.24±.59

Application of nursing process 9.93±1.63

Implementing nursing assessments accurately to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for patient care and nursing.
3.37±.59

After assessing pati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nursing care according  

to order of priority.
3.33±.61

Demonstrating and teaching self-care skills(life habits, nutritions, exercise,  

symptom management, pain control)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3.23±.61

Nursing attitude 13.22±1.84

Giving trust to others as a nurse. 3.42±.54

Bringing harmony among health team members within the department, and  

promoting a climate of mutual-trust and respect with other health team    

members.
3.39±.58

Showing concern and receptive attitudes to patients and their families. 3.30±.57

Taking the initiative and setting an example for others. 3.12±.63

1)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의 문항별 분포는 <Table 4>와 같다. 항목별로 4점 척도로 

변환한 점수로 비교하였을 때,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하위영역 간호업무 수행능

력에 속하는 ‘나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의료진 및 타부서 직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로 3.50±.5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하위영역 간호업무 수행태도

에 속하는 ‘나는 부가적인 부서업무에 솔선수범한다’로 3.12±.63점이었다.

<Table 4> Item scores of nursing performance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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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감성지능  

  대상자의 감성지능에 대한 문항별 평균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문항별 분포에서 

하위영역 감성인식에 속하는 ‘내가 가지는 감정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가 5.64±

1.04점으로 전체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감성조절에 속하는 ‘나는 매

우 화가 났을 때도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3.92±1.30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부록 1>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문항별 평균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문항별 분포

에서 하위영역 반응력에 속하는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

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는 4.07±.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영역 사회적 

적절성에 속하는 역환산 문항인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

하지 못한다.’ 4.06±.5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하위영

역 주장력에 속하는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가 3.18±.73점으로 나타났으

며, 하위영역 조리성에 속하는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3.22±.77점 순으로 나타

났다.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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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연령(F=3.732, p=.013), 월급여(F=3.684, p=.01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사후분석 결과 만 40세 이상인 간호

사의 감성지능이 만 30세 이상~35세 미만 간호사의 감성지능보다 높았으며, 월급여

가 300만원 미만인 간호사보다 400만원 이상인 간호사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간호업무성과는 연령(F=10.397, p<.001), 결혼상태(t=-2.644, p=.009), 학력

(F=4.574, p=.012), 월급여(F=10.34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scheffe' 사후분석결과 29세 이하인 간호사와 30세 이상~35세 미만 간호

사의 간호업무성과는 35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의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 기혼인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3년

제 졸업 간호사보다 석사 이상 학력을 가진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인 간호사의 간호업무

성과는 월급여 400만원 이상인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급여 300만원 미만인 간호사는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간호사에 비해서도 

간호업무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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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122 4.89±.76 -1.093(.277) 3.33±.38 -1.425(.157) 3.37±.42 -.639(.524)

Male 3 5.34±.49 3.64±.41 3.53±.31

Age(yr) ≤29 16 4.66±.63 3.732(.013)

b<d
3.33±.45 2.658(.051) 3.04±.37 10.397(<.001)

a,b<c,d30 ~ <35
 58 4.78±.77 3.26±.42 3.29±.38

35 ~ <40 25 4.97±.57 3.37±.23 3.53±.41

≥40 26 5.27±.65 3.50±.30 3.62±.33

Marital status Unmarried 47 4.81±.73 -1.148(.253) 3.28±.40 -1.312(.191) 3.25±.44 -2.644(.009)

Married 78 4.96±.69 3.37±.36 3.45±.39

Living
status

Single 27 4.82±.84 1.089(.365) 3.34±.37 1.238(.299) 3.27±.50 1.827(.228)

Only couple 16 4.77±.64 3.23±.38 3.30±.45

Couple and children 61 4.99±.71 3.34±.35 3.26±.39

Parents and siblings 19 4.91±.58 3.28±.45 3.00±.08

Dormitory(others) 2 4.08±.25 3.00±.19 3.30±.35

<Table 5>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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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Religion Christian 38 5.06±.75 1.651(.181) 3.44±.35 1.547(.206) 3.35±.42 .648(.586)
Catholic 17 4.99±.65 3.29±.42 3.43±.42
Buddhism 12 4.96±.63 3.36±.29 3.46±.41
None 58 4.75±.71 3.28±.39 3.33±.42

Education

level
Diploma 9 4.50±.49 1.419(.246) 3.24±.59 .456(.635) 3.12±.43 4.574(.012)

a<bBachelor 90 4.89±.76 3.34±.38 3.35±.42

≥Master 26 5.05±.59 3.38±.28 3.56±.34

Monthly income

(10,000 won/month)
<300

 36 4.73±.84 3.684(.014)

a<d

3.30±.45 3.397(.065) 3.18±.39 10.342(<.001)

a,b<d

a<c
300 ~ <350 41 4.76±.71 3.23±.39 3.29±.42

350 ~ 400< 20 5.06±.50 3.49±.25 3.48±.33

≥400 28 5.22±.56 3.45±.27 3.68±.30

SNS* use Yes 104 4.95±.68 1.172(.144) 3.36±.34 1.394(.166) 3.40±.41 1.374(.172)
No 21 4.70±.86 3.23±.51 3.26±.41

<Table 5 continue>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5

* SNS : Social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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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근무부서(F=3.438, p=0.19), 부서만족도(t=4.161, p<.001), 

총 임상경력(t=-2.891, p=.005), 외래부서경력(F=2.727, p=.04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내과계, 외과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

사 보다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나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그룹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 중인 부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

한 경우 ‘불만족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 10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았으며, 외래부서경력 3년 이상~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외래부서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부서만족도(t=3.102, p=.002)와 외래부서경력(F=3.030, 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 중인 부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

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 외래부서경

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외래부서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의 의사소

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는 근무부서(F=4.288, p=.006), 부서만족도(t=4.292, p<.001), 총 임

상경력(t=-5.183, p<.001), 외래부서경력(F=6.682, p<.001), 고용형태(t=3.713, 

p=.001), 의사소통교육 경험 유무(t=2.628, p=.01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비정규직 간호사보다 정규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았으며 의사소통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가 10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부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간호사

가 ‘불만족한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외래부서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는 3년 미만, 3년 이상~5

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라 외과

계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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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Working 

department

Medical 26 4.73±.69 3.438(.019) 3.27±.39 1.219(.306) 3.31±.42 4.288(.006)

a<bSurgical 21 4.73±.72 3.39±.39 3.22±.33

Pediatric/OBGY* 29 4.77±.71 3.27±.45 3.28±.41

Others 46 5.16±.67 3.39±.29 3.53±.41

Satisfaction

of department

Satisfied 93 5.05±.67 4.161(<.001) 3.39±.37 3.102(.002) 3.46±.39 4.292(<.001)

Dissatisfied/Don't know 32 4.47±.66 3.16±.36 3.12±.37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yr)

<10 43 4.66±.73 -2.891(.005) 3.26±.44 -1.703(.091) 3.13±.39 -5.183(<.001)

≥10 82 5.03±.67 3.38±.33 3.50±.37

Working period

in current 

department(yr)

<3 48 4.89±.80 2.727(.047)

b<d

3.36±.42 3.030(.032)

b<d

3.26±.46 6.682(<.001)

a,b<d3 ~ <5 24 4.68±.60 3.24±.27 3.26±.33

5 ~ <10 43 4.91±.64 3.30±.37 3.48±.67

≥10 10 4.91±.71 3.64±.24 3.80±.14

<Table 6>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25 

* OBGY : obstetrics &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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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Experience of turnover Yes 33 4.89±.62 -.072(.942) 3.35±.37 .218(.828) 3.35±.43 -.355(.723)
No 92 4.91±.75 3.33±.38 3.38±.41

Employment status Permanent 111 4.92±.73 .707(.481) 3.33±.37 -.488(.626) 3.41±.46 3.713(.001)
Temporary 14 4.78±.58 3.38±.43 3.08±.30

Number of patients 

per day

<100 68 4.92±.68 .957(.435) 3.32±.35 .842(.490) 3.40±.43 2.296(.114)
≥100 57 4.89±.76 3.36±.40 3.34±.41

Experience of education
regarding emotional 
intelligence

Yes 42 4.91±.57 .024(.981) 3.40±.30 1.353(.178) 3.38±.39 -0.31(.975)

No 83 4.91±.78 3.31±.41 3.37±.43

Experience of educ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Yes 99 4.94±.69 1.135(.259) 3.36±.37 1.181(.240) 3.43±.41 2.628(.010)
No 26 4.76±.76 3.26±.40 3.19±.38

Subjects of trouble to 
communicate

Patients/Family 53 4.84±.75 .539(.656) 3.30±.42 1.025(.384) 3.28±.38 2.414(.070)

Nurses* 36 4.92±.80 3.40±.34 3.51±.41
Doctor 23 5.06±.44 3.39±.32 3.37±.39

Others 13 4.82±.70 3.23±.38 3.42±.54

<Table 6 continue>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25

* Nurses : Co-worker &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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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r(p) r(p) r(p) r(p) r(p)

1. Perceived 

   health status

2. Perceived 

   job stress
-.422(<.001)

3. Emotional 

   intelligence
.385(<.001) -.165(.066)  

4. Communication 

   Competency
.346(<.001) -.218(.015) .671(<.001)

5. Nursing 

   Performance 
.335(<.001) -.296(<.001) .596(<.001) .477(<.001)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와 대상자의 건강상태, 

업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업무스트

레스(r=-.422, p<.001)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업무스트

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감성지능(r=.385, p<.001), 건강상

태와 의사소통능력(r=.346, p<.001), 건강상태와 간호업무성과(r=.335, p<.001)는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감성지능(r=-.165, 

p=.066)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r=-.218, p<.05), 업무스트레스와 간호업무성과(r=-.296, 

p<.001)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업무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업무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r=.671, 

p<.001)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성지능과 간호업무성과(r=.596, p<.001),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업무성과(r=.477, p<.001)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감성지능

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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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감성지능, 의사소

통능력과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급

여, 총 임상경력, 부서경력, 고용형태, 근무부서, 부서만족도, 의사소통교육 유무, 건강

상태, 업무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65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대상자

의 연령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중 월급여는 학력(r=.401, 

p<.001), 총 임상경력(r=.538, p<.001), 부서경력(r=.390, p<.001)과 상관관계가 있었

고, 부서경력은 총 임상경력(r=.514, p<.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고용형태와 결혼상태(�=26.16, p<.001)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급여, 부서경력, 고용형태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결혼상태, 학력, 총 임상경력, 근무부서, 부서만족도, 의사소통 교육 유

무를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건강상태와 업무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은 1.194∼3.642로 10을 넘

지 않았으며 공차(tolerance)도 .295~.837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564~1.623으로 나타나 오

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결과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은 총 임상경

력 10년 이상 그룹(�=.233, p=.019), 건강상태(�=.200, p=.022), 부서만족도

(�=.208, p=.024)가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6% 이었다. 2단계 회귀분석에

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투입한 결과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은 총 임상

경력 10년 이상 그룹(�=.186, p=.037)과 감성지능(�=.348, p=.001)이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0.3% 이었다.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그룹에서, 건강상태를 좋

다고 인지할수록, 근무부서에 대해 만족할수록,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은 간호업무성과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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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      t     p     �      t    p

Control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200 2.325 .022 .046 .565 .573

Perceived job stress -.062 -.680 .498 -.096 -1.166 .246

Marital status Unmarried(reference)

Married .073 .848 .398 .055 .708 .480

Education level Diploma(reference)

Bachelor .137 .991 .324 .078 .631 .529

Master .140 .981 .329 .104 .812 .419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yr)   

<10(reference)

≥10 .233 2.388 .019 .186 2.116 .037

Working department Medical(reference)

Surgical -.055 -.539 .591 -.061 -.660 .511

Pediatric/OBGY* -.075 -.720 .473 -.062 -.666 .507

Others .120 1.092 .277 .059 .594 .554

Satisfaction of 

department

Dissatisfied(reference)

Satisfied .208 2.293 .024 .095 1.134 .259

Experience of education

regarding communication

No(reference)

Yes .073 .848 .398 .073 .989 .325

Independent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348 3.456 .001

Communication competency .123 1.907 .194

F(p) 5.930(<.001) 8.649(<.001)

R .366 .503

Adjust R .304 .445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nursing performance

N=125

  * OBGY : obstetrics & gyn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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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

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

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4.90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현재(2006)의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동일하게 이용한 

선행연구가 드물었고, 병원직원의 감성지능을 분석한 허미향(2007)의 연구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대상자의 감성지능 점수를 기술하지 않고 고객지향성과 감성지

능의 상관관계만을 밝혀 본 연구 결과와 감성지능 점수의 단순 비교는 어려웠다. 

  도구는 다르지만 5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비교를 위해 본 연구결과를 

5점 척도점수로 변환하였을 때 감성지능은 평균 3.62점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종

합병원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을 앞서 확인한 임동숙(2013)의 연구에서 평균 3.35점,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측정한 이향숙(2015)의 연구에서 평균 3.56점, 정신전

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혜승과 김윤영(2016)의 연구에서 평균 3.45점, 물리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장소라(2011)의 연구에서 평균 3.34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Al-Hamdan 등(2016)의 연구에서 평균 3.49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

상자의 감성지능 평균 점수는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감성인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감성조절

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문은경, 

2012; 이수진, 2013; 임동숙, 2013; 이영부, 2015)에서 자기감성인식과 타인감성이

해는 점수가 높은 반면 감성조절의 점수는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감성인식은 감성지능의 가장 중심적 영역인데, 감정 자체를 잘 인식함으

로써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Goleman, 

1995).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하위영역인 감성조절은 5점 척도로 변환하였을 때 

3.22점으로 이는 임동숙(2013)의 연구 평균 3.22점과 같았고,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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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은주(2012)의 연구 평균 3.65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감성조

절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금방 진정시키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으로 

외래간호사들이 내원객들의 불만(Voice of Customer, VOC)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무

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므로 외래간호사들의 감성조절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연령, 월급여, 근무부서, 부서만족도, 총 임상경력, 외래 

부서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차이를 나

타내는 일반적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ahraman & Hiçdurmaz, 2016; 

김주형, 송주은, 이순규, 허수경, 성영희 & 이정은, 2011)의 연구결과와 일부 상반되

었으나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직위, 총 임상경력, 건강상태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

이를 밝힌 문은경(2012), 성별, 교사 경력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밝힌 윤지희

(2009), 연령, 학력, 총 임상경력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밝힌 임동숙(2013)의 연

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Salguero 등

(2012), 김장미(2014)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외래간호사 중 여성이 122명으로 97.6%를 차지하여 남녀 대상자 

수의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

를 나타내었다. 외래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의미있게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평균 

점수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외선과 구미옥(2013)의 연

구 평균 3.47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영부(2015)의 연구 평균 3.61점, 김도연

(2010)의 연구 평균 3.44점에 비해서 다소 낮은 점수였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

소통능력 평균 3.37점(손연정 등, 2013)과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가 외

래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비해 이영부(2015)와 김도연(2010)의 연구에서

는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 등 여러 부서를 포함하였고 이 중 병동간호사가 연

구대상자의 각각 31.7%와 62.7%를 차지하는 반면, 외래간호사는 일부인 19%, 3.3%

만이 포함되어 있어 부서의 구성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수술실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37점으로 병동간호사의 평균 3.5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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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병동간호사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과 치료적 대화를 하는 반면 수술실간호사는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의료

진들과 일방향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능력을 낮게 하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임은주 & 이여진, 2014). 또한 손연정 등(2013)은 의식상태가 불안정하거

나 기계호흡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을 돌보며 면회제한의 규정으로 보호자와의 의사소

통 기회가 부족한 점을 들어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해석하였다.  

  한편 외래는 많은 환자들의 진료안내 및 의사의 진료지원 등의 업무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환자와의 접촉시간이 굉장히 짧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병동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A종합병원의 경우 하루 평균 

1만 1000명의 환자가 외래를 방문하고 있으며, 외래 진료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나 

병원의 시설,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 등을 외래간호사에게 투사하여(임동숙, 2013), 일

방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와 같은 외래부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료 일정이나 검사와 관련된 간단한 안내

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병동에 비해 치료적인 대화가 심도있게 이루어지기 어려

운 점이 의사소통능력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 중 반응력과 사회적 적절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주장력과 조리성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이현숙, 2007; 최지현, 

2010; 임은주 & 이여진, 2014)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공통적으로 반응력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성, 주장력, 사회적 긴장완화의 점수는 낮게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평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등 수많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간호업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고 생각된다. 또한 조리성과 주장력 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들이 타인

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특

성(이애경 등, 2013)과 병원 직원의 친절도에 대한 내원객의 인식의 변화로 인한 결

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

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여 자기주장 의사소통훈련과 교육프



- 39 -

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종교, 결혼상태, 근무부서, 

자녀유무, 임상경력, 학력, 월급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최지

현(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연령, 학력, 근무부서, 부서 이동횟수에 따른 의

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보인 박선하(2012)의 연구와 성별, 자녀유무, 월급여와 차이를 

보인 김은영(201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과 건강상태는 유

의한 상관관계(r=.3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외선과 구미옥(2013), 문은

경(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애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건강

상태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업무관련 특성 중 부서만족도와 외래부서경력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근무 부서에 대해 만족하는 그룹은 불만족하는 그룹에 비

해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이외선 & 구미옥, 2013; 김세향 & 이미애, 

201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을 더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외래부서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간호사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랜 

시간동안 부서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 상황별, 환자대응 지침이나 규정들을 개발하여 제공

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여 의사소통능력과 자신감

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김세향 & 이미애, 2014). 

  본 연구대상자들의 간호업무성과는 4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한 선행연구 박숙희(2014)

의 연구 평균 3.18점, 하나선과 최정(2010)의 연구 평균 2.97점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결과를 5점 척도로 변환했을 때 평균 4.22점이었고, 이는 엄인향(2014)의 연

구에서 평균 3.95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연정 등(2013)의 연구에서 평

균 3.66점,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진(2013)의 연구에서 평균 3.62점, 중소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임미영(2016)의 연구에서 평균 3.80점이 나타난 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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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높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병원은 2,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사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하나선과 최정(2010)의 연구에

서 전문대졸이 66.76%, 이수진(2013)의 연구에서 43.2%, 엄인향(2014)의 연구에서 

17.3%를 차지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7.2%의 대상자만이 전문대졸 그룹으로 나

타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외래는 야간 

근무가 없는 부서로, 3교대 근무자에 비해 상근직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밝힌 이은주(2013), 박숙희(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고유경 등(2007)의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상대적으로 외래간호사의 

수행도가 떨어지는 투약, 간호정보조사도구 사용 등의 문항을 외래부서의 특성에 맞

추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도구 수정으로 인한 점수의 차이도 본 연구의 결

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업무성과의 하위영역 점수는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호업무 수준향상, 간호과정 

적용, 간호업무 수행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 간호과정 적

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하위영역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간호업무 수행능력, 간호업무 수준향상, 간호업무 수행태도 영역의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외래

간호사를 대상으로 부서를 제한하였으므로 병동의 간호정보조사도구 관련 서식을 사

용하지 않고 있으며, 병동과 중환자실에 비해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계획

을 세우거나 간호진단을 내릴 기회가 적은 외래 간호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결과일 것

으로 사료된다.  

  간호업무성과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급여, 근무부서, 부서만족도, 총 임상경력, 

외래부서경력, 고용형태, 의사소통 교육 경험 유무, 건강상태, 업무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령이 35세 이상인 그룹, 석사 이상의 학력, 월

급여 350만원 이상인 그룹, 현재 근무부서에 만족하는 그룹, 총 임상경력과 외래부서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인 그룹, 정규직 간호사,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 건강상태가 좋고 업무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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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손연정 등, 2013; 박숙희, 2014; 엄인향, 2014; 임

미영, 2016)에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위, 월소득, 총 임상경력과 현 근무지의 

경력 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기혼인 대상자는 미혼인 대상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결혼생활을 통

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배경옥, 2007; 이향숙, 2015) 특히 가족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로 인하여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 간호업무성과를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용형태에 따른 간호업무성과의 차

이는 고유경(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정규직은 병원의 위원회, 질 향상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비정규직에 비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예상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간

호업무 성과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유경, 2006). 

본 연구에서 외래간호사 중 외과계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기타 부서에 근무

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에 관

해 연구한 임동숙(2013)이 외과계 부서 외래간호사의 감정노동 점수가 기타 부서(안

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래간호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고, 감정노동과 간호업무성과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이은주(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추해 볼 때 부서 간의 감정노동 정도의 차이가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나

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간호관리자는 실무현장에서 간호업무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열린 소통과 긍정적 조직문화를 만드는 GWP(Great 

Work Place)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간호사들이 부

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업무성과, 감성지능과 간호업무성과

는 매우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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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배주영, 2008; 이수진, 2013; 임미영, 2016).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r=.596, 

p<.001)은 의사소통능력(r=.477, p<.001)에 비해 간호업무성과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회귀분석에서 간호업무성과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감성지능(�=.314, 

p=.002)이 나타난 결과를 같은 맥락으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총 임상경력과 감성지능이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그룹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총 임상

경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고유경, 2006; 송지영, 2009; 엄인향, 2014) 경력이 높아질수록 축적된 업무경험과 

증가된 전문지식으로 인하여 간호업무에 대한 숙련성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간호업무

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문은경, 2012). 이에 박숙희(2014)는 경력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간호업무를 성취

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므로 숙련된 간호사를 조직에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경력자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외래간호사는 최소한 경력이 3년 이상일 때 외래

로 배치되고 있는데(임동숙, 2013), 본 연구에서 외래간호사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

인으로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그룹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높은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부서 선호도 및 적성에 맞춘 유기적인 부서이동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간호업무성과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감성지능은 선행연구를 통해 간

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Codier et al., 2008; 

Al-Hamdan et al., 2016) 경력간호사의 장기근속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Fujino et al., 2015),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그룹의 간호사를 외래부서에 보유하기 위해 감성지능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리라

고 본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감성지

능과 같은 감성적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김주형 등, 

2011). 감성지능은 훈련되고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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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데(Wong & Law, 2002; Fujino et al., 2015), 박은옥(2013)은 가족간호실

습교육 중 역할극을 이용한 결과 간호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증

가함을 나타내어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특히 이론교육 뿐 아니라 참여

적이고 경험적인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Kahraman과 Hiçdurmaz(2016)의 연

구에서 과거에 경험한 자기 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백명(2010)은 코칭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지능 하위영역인 자기감성이해

(F=13.97, p<.001), 타인감성이해(F=7.58, p=.008), 감정조절(F=8.93, p=.004) 및 

감성활용(F=5.71, p=.02) 모두에서 감성지능 점수가 증가되어 코칭프로그램이 감성지

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근무 외 시간에 이루어지

는 교육에 대한 부담감, 피로로 인한 체력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부

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이숙자, 2009),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거나(백명, 2010), 탄력적으로 시간 활용이 가능

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환자나 보호

자, 부서원들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이영부, 2015).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감성지능 개발 교육과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려움에 직

면하였을 때 자신의 입장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며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로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정

서적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McQueen, 2004), 처음 간호교육이 시작되는 학부과정

에서부터 감성지능을 중요한 역량으로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단계별 교육 프

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간호사들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

았던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를 파악하였고 감성지능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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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외래부서경력 3년 이상~5년 미만의 간호사들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

호업무성과가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 병원 경력 2년 이상~5년 

미만 그룹이 2년 미만 그룹과 5년 이상의 그룹보다 간호업무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 한아름(2015)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나, 부서경력과 요양병원경력이라는 특성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외래부서는 타부서에 비해 총 임상경력

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부서경력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세 가

지 변수에서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외래부서경력 3년 이상~5년 

미만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추후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으로 본다. 또한 간호관리자들은 간호사 개개인의 신념 및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활동 및 교육 참여를 장려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

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의존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문결과

만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객관적으로 

간호업무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실증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일개 종합병원 외래부서의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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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S시 소재의 A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외래부서경력 6개월 이

상의 간호사 130명을 임의표출 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감성지능, 의사

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

지 실시하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 중 동의서 미비 1부,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12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노현재(2006)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해 허경호

(2003)가 개발한 GICC, 고유경 등(2007)이 개발한 간호업무성과 측정도구를 외래간

호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총점 161점 만점에 평균 112.78±16.40점으로, 하위영  

    역별로 감성인식이 5.26±0.78점, 감성활용이 5.01±0.92점, 감성표현이 4.76±   

    0.76점, 감성조절 4.28±1.0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연령(p=.013), 월   

    급여(p=.014), 부서만족도(p<.001), 총 임상경력(p=.005), 외래부서경력(p=.047),  

    건강상태(p<.001)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래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총점 75점 만점에 평균 50.09±5.66점으로, 하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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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별로 반응력이 4.07±0.6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주장력은 3.18±0.73점  

    으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부서만족도(p=.002), 외래부서  

    경력(p=.032), 건강상태(p<.001), 업무스트레스(p=.015)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총점 68점 만점에 평균 57.41±7.09점으로, 하위영  

    역별로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3.45±0.44점, 간호업무 수준향상이 3.36±0.52점,   

    간호과정 적용이 3.31±0.54점, 간호업무 수행태도가 3.31±0.46점의 순으로 나  

    타났다. 간호업무성과는 연령(p<.001), 결혼상태(p=.009), 학력(p=.012), 월급    

    여(p<.001), 근무부서(p=.006), 부서만족도(p<.001), 총 임상경력(p<.001), 외    

    래부서경력(p<.001), 고용형태(p=.001), 의사소통 교육 경험(p=.010), 건강상태   

    (p<.001), 업무스트레스(p<.001)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r=.671, p<.001), 감성지능과 간호업무성  

    과(r=.596, p<.001),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업무성과(r=.477, p<.001)사이에는 유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 결과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그룹(�=.233, p=.019), 건강상태(�=.200, p=.022), 부서만  

    족도(�=.208, p=.024)가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6%이었다. 2단계 분석  

    에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투입한 결과 총 임상경력 10년 이상 그룹  

    (�=.186, p=.037)과 감성지능(�=.348, p=.001)이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0.3% 이었다. 감성지능은 간호업무성  

    과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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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일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부서경력 6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임의표출한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선택에 제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일  

    반화 하기 어려우므로 대상 병원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2) 외래부서경력 3년 이상~5년 미만의 간호사들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  

    무성과가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결과에 대한 요  

    인 파악 및 비교를 위하여 대상 병원을 확대하여 외래부서경력과 변수 간의 차이  

    를 밝히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중재 방안 및 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밝히는 후속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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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표준편차

감성인식 42.05±6.23

내가 가지는 감정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5.64±1.04

내가 지금의 감정 상태를 왜 가졌는가에 대해 잘 안다. 5.60±1.09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5.60±1.0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잘 살핀다. 5.20±1.11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잘 감지 해 낸다. 5.06±0.99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5.06±0.97

나는 내가 행복한지 않은지를 언제나 알고 있다. 4.97±1.54

나는 친구의 행동을 통해 항상 그들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 4.92±1.02

감성표현 28.54±4.58

나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잘 수행했을 때, 그들을 기분좋게 한다. 5.10±0.95

나는 항상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다. 5.02±1.08

우리의 업무가 잘 안되어갈 때, 동료들로 하여금 침착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4.65±1.03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좋은 기분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4.63±1.05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난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4.58±0.99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잘 되어갈 때, 나는 동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4.57±0.99

감성활용 25.06±4.58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자고 나 스스로를 격려한다. 5.34±1.01

내가 맡은 업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여 자신을 동기부여시킨다. 5.03±1.12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킨 활동에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감정이 지속되게 한다.
5.01±1.04

나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4.48±1.09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시킨 삶의 측면들을  

찾아내어 건설적으로 개선해내는 계기로 삼는다.
4.47±1.22

감성조절 17.14±4.28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화가 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4.64±1.16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있어 매우 뛰어나다. 4.32±1.13

나는 나의 감정을 잘 통제한다. 4.26±1.17

나는 매우 화가 났을 때도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3.92±1.30

총점 112.78±16.40

<부록 1> 감성지능의 문항별 분포
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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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요인 항목 평균±표준편차

반응력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4.07±.69

사회적적절성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4.06±.52

잡음통제력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73±.68

효율성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3.70±.59

즉시성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3.67±.67

목표간파 나는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3.64±.66

집중력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3.75±.58

지지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3.54±.81

자기노출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3.52±.74

역지사지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37±.69

상호작용관리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3.30±.72

사회적

긴장완화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3.29±.83

표현력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3.24±.83

조리성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3.22±.77

주장력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3.18±.73

총점 50.09±5.66

<부록 2>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분포

N= 125

*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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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조사연구)

1. 연구제목: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병원 조직에서 외래간호사는 최우선 접점 직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외래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

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3.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외래부서 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참여를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기간은 IRB 승인일로부터 2016년 8월 

8일까지입니다.

4. 연구방법 및 검사 항목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설문지는 감성지능 23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

항, 간호업무성과 17문항, 일반적 특성 19문항을 포함한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

습니다. 설문지 작성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이며, 설문은 1회 실시하

게 됩니다.

5. 연구의 기대효과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은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검증

하고 전문직으로써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

니다.

6. 자료의 비밀보장

  본 연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개인적인 사항은 암호화되어 반드시 비밀로 유지

<부록 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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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연구기간 동안 비밀번호가 되어있는 개인 컴퓨터로 내용을 분석할 것

이며,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

다.

7. 연구 참여에 대한 혜택

  귀하께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시면, 귀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8. 연구참여의 취소

  만약 연구 도중 참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연구책임자의 연락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이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거나, 연구 참여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연구책임자 : 김 윤 지

TEL : 010-****-****

E-mail :kyj****@hanmail.net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임상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아래의 번

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험자보호센터 02-3010-7161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02-301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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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서면 동의서

【연구제목】
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연구
대상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연구자
날  짜            년      월      일

성  명                                 (서명)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기밀성 및 익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연구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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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NO.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김윤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외래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업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마련된 설문지로 본 조사를 통해 외래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도움

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은 외래부서 경력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입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응답상의 비밀을 위하여 제공된 봉투에 

밀봉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결과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

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평소 근무하시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 연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귀하의 자의로 본 연구에 참여하시기로 결정

하셨다면 뒷장에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설문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연구자 : 김 윤 지

TEL : 

E-mail : 

지도교수 :

<부록 4>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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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방법: 

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⑦ 전적으로 동의한다

설문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내가 지금의 감정상태를 왜 가졌는가에 대해 잘 안다.

2. 내가 가지는 감정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3.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4. 나는 내가 행복한지 않은지를 언제나 알고 있다.

5. 나는 친구의 행동을 통해 항상 그들의 감정상태를 알 수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를 잘 살핀다.

7.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잘 감지해 낸다.

8.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9. 나는 항상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다.

10.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난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11. 나는 스스로를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12.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자고 나 스스로를 격려한다.

13.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시킨 내삶의 측면들을 찾아내어 건설적으로 개선해내는 계기

로 삼는다.

14. 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킨 활

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감정이 지속되게 한다.

15. 내가 맡은 업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여 

나 자신을 동기부여 시킨다.

16.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화가 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17.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있어 매우 뛰어나다.

18. 나는 매우 화가 났을 때도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19. 나는 나의 감정을 잘 통제한다.

20. 나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잘 수행하였을 때, 그들을 기분 좋게 

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좋은 기분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22.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잘되어갈때, 나는 동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23. 우리의 업무가 잘 안되어 갈 때, 동료들로 하여금 침착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Ⅰ. 다음은 귀하의 감성지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순간적인 느낌이

나 감정이 귀하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 63 -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4.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5.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6.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7.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또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8.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10.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11.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1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13. 나는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

차린다.

14.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15.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Ⅱ. 다음은 귀하의 의사소통능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 10, 11문항은 역산처리 문항임.



- 64 -

설문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방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계획하여 

오류, 누락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나는 내가 수행하는 업무를 제한된 기간 내에 많이 처리한다.

3. 나는 투약 관리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투약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4.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의료진 및 타 부서직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한다.

6. 나는 간호기록지침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한다.

7. 나는 간호업무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잘 처리한다.

8. 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심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9. 나는 부서 내 직원과 화합하여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11. 나는 부가적인 부서업무에 솔선수범한다.

12. 나는 기구, 시설수리, 파손, 분실을 점검하고 보고한다.

13. 나는 보수교육 및 특강에 참여하여 교육학점을 이수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14. 나는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15. 나는 환자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호사정을 정확히 수행한다.

16. 나는 환자를 사정한 후 간호를 계획하여 우선 순위별 간호를 

수행한다.

17. 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가간호를 위한 기술(생활습관, 

영양, 운동, 증상관리, 통증조절 등)을 시범하고 교육한다.

Ⅲ. 다음은 귀하의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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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V”로 표시하시거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       ② 남 

2. 귀하의 연령은? 

: 만            세

3.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3-1. 기혼이라면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명)    ② 없다

4.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혼자 산다                                    

② 가족과 함께 산다(부부)  

③ 가족과 함께 산다(부부와 자녀)                

④ 가족과 함께 산다(부모 및 형제/자매) 

⑤ 친구와 함께 산다(자취)                       

⑥ 동료와 함께 산다(기숙사)

⑦ 기타 

5. 귀하의 종교는? 

① 천주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 

6.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3년제 대학 졸업     ② 학사학위 취득    ③ 석사 이상    ④ 박사 이상

7. 귀하가 인지하는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를 아래의 눈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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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가 현재 근무중인 부서는? 

□ 종양내과   □심장내과     □ 소화기내과   □ 호흡기내과        □ 감염내과

□ 흉부외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신경외과   □ 안과

□ 산부인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소아청소년과   □ 정신건강의학과

□ 기타 

9. 현재 근무 중인 부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희망했던 부서이며 만족스러운 편이다

② 희망했던 부서이나 만족스럽지 않다

③ 희망했던 부서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희망했던 부서가 아니므로 만족스럽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10. 귀하의 임상경력은? 

10-1. 총 임상경력 :       년       개월    

10-2. 외래 근무 경력(이직한 경우 타 병원 외래 근무경력 포함) :      년     개월

11. 귀하의 이직 경험은? 

① 있다(총    회)     ② 없다

12.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13. 귀하의 월급여는?

① 250만원 미만   ②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④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14. 귀하가 근무 중 응대하는 평균 환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평균       명/1일

15. 귀하는 감성지능과 관련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총    회)     ② 없다

16. 귀하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총    회)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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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께서 현재 업무에서 의사소통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동료       ② 상사      ③ 환자      ④ 보호자  

⑤ 의사(교수 및 전공의)       ⑥ 기타 병원 내 타 직종(        )

18. 귀하의 현 부서에서 정보 공유 및 전달을 위해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1. SNS를 사용하고 있다면 종류가 무엇입니까?

① 카카오톡  ② Band(네이버)  ③ 카페(다음, 네이버)  ④ 블로그(다음, 네이버)

⑤ 페이스북  ⑥ 트위터  ⑦ 네이트온  ⑧ 기타 

19. 귀하가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아래의 눈금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없다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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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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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on Nursing Performance of Outpatient Nurses

Youn Ji Kim

Department of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affecting factors,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 on nursing performance of outpatient 

nurses. The subjects are 125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April 12 to April 30, 2016,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them. 

The survey tools used were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cale(GICC),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developed by Noh(2006), nursing performance scale 

developed by Ko, Lee & Lim(2007).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version 22.0 syste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e' post test,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verage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112.78(±16.40) out of 161  

   points, communication competency was 50.09(±5.66) out of 75 points,       

   nursing performance was 57.41(±7.09) out of 68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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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ociodemographic and job-related factors of nursing performance are   

   their age(F=10.397, p<.001), marital status(t=-2.644, p=.009), education     

   level(F=4.574, p=.012), monthly income(F=10.342, p<.001), satisfaction of    

   department(t=4.292, p<.001),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t=-5.183,         

   p<.001), working period in current department(F=6.682, p<.001), employment  

   status(t=3.713, p=.001), experience of communication education(t=2.628,     

   p=.010). Nursing performance of outpatient nurs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health status(r=.335, p<.001), job        

   stress(r=-.296, p<.001).

3.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erformance(r=.596, p<.001). Also,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y(r=.671, p<.001),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performance(r=.477. p<.001)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4. The affecting factors on nursing performance was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186, p=.037) and emotional intelligence(�=.348, p=.001).

  In conclusion, nursing performance in outpatient nurses are influenc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iod of total clinical career. The findings of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eveloping programs to promote emotional intelligence in 

outpatient nurses may be an important strategy to improve nursing 

performance of outpatient nurse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Outpatient N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