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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군병원 간호장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미치는 향을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며, 이는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으며,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의 군병원에 근무하는 육군 간호장교를 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 고, 17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상자의 감성지능은 7 만 에 평균평 5.13 으로, 자기감성인식 역이 가장

높았고 감성조 역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 종교,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균평 3.47 으로, 객 성 역이 가장 높았고 신 성 역이 가장

낮았으며, 주특기교육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비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상자의 셀 리더십은 5

만 에 3.73 으로, 행동 지향 략 역이 가장 높았고, 자연 보상 략 역이

가장 낮았으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특기교육 경험, 임상경력,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과 정의 상 계가 있었다. 상자의 셀 리더십에 비 사고성향,

감성지능, 최종학력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체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비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이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간호장교를 상으로 셀 리더십뿐 아니라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할 필요가 있다.

���������������������������������������������������������������������������

핵심되는 말 : 간호장교,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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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셀 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자기 향력(self-influence)의

과정으로(Neck & Houghton, 2006),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피드백하며,

끊임없는 자기 화와 정 인 생각, 보상으로 동기부여 하는 사고 행동 략이다.

간호사의 셀 리더십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업무성과와 련성이 있으며(강윤숙,

최윤정, 박달이, 김인자, 2010; 김인숙, 원선애, 강선주, 신선미, 2016; 조 문 최명심,

2016), 개인뿐 아니라 의 직무역할수행과도 련성이 있었다(김세 , 김은경,

김병수, 이은표, 2016). 한 셀 리더십은 이직의도, 직무스트 스, 소진과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강윤숙 등, 2010; 김 희, 이윤미, 2009) 셀 리더십은

정 인 조직성과, 간호업무성과와 련성이 있는 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간호장교는 군병원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등에 배치되어 군 장병의 건강 리를

담당하고 있다. 군병원은 진료기능 뿐 아니라 완벽히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정양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비해 낮은

증도의 환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 밤번 근무자의 경우 1-2명으로

편성되어 평균 66.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선호, 김은만, 정유미,

2014).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간호장교는 1-2명이 배치되어 자율 으로 건강증진,

환자간호,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와 부 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가 으로 수행하고

있다( 진숙, 나정순, 양주연, 오유라, 2013). 한 간호업무에 한 이해가 높은

리자의 부재로 간호장교는 부분의 업무를 독자 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장교는 많은 업무를 자율 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의 책임한계가 커지게 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간호의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간호장교가 자기 자신을 리하며 많은 업무를 효율 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 한

방법을 탐색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 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장교를 상으로 셀 리더십 련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간호장교 셀 리더십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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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셀 리더십과 련이 있는 요인으로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보고되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맞는 합한 것으로 조 하고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Wong & Law,

2002),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개인의 심리 안녕감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서비스의 질, 조직성과와 련이 있었다(강수미, 배선형, 2015; 장라진, 강 실,

김유미, 2016; 경덕, 고명숙, 2014; 하주 , 소 , 2016). 감성지능은 셀 리더십과

련성이 있으며(양수진, 송 수, 2015; 이선규, 이다정, 배정미, 이승우, 2011),

조직원과 리더의 감성지능이 조직원의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강윤희, 김병석, 2016; 이외선, 2015; 정 우, 2015) 감성지능이 효과 인

셀 리더가 되기 한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상으로

셀 리더십과 감성지능의 계를 확인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는 상태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 사고성향이란 비 사고의 요성을 인식하고, 비 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태도 는 특성이다(윤진, 2004). 변하는 환자상태와 의료상황 속에서

간호사의 비 사고는 빠르고 정확하게 환자의 문제를 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므로 임상에서 강조되는 개념으로(신경림, 황지원, 신수진, 2008), 학습 련 자기

주도성, 임상의사결정, 문제해결능력과 련이 있었다(김효선, 한숙정, 2016; 박선희,

2015; 박안나, 2016).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선 , 선 , 김윤 , 2016), 셀 리더십과 련성이

있었다(김건희, 황은희, 2016; 박 숙, 한지 , 2015; 박 주 2015). 비 사고성향은

스스로 단하고 결정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셀 리더십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사를 상으로 셀 리더십과 비 사고성향 사이의

련성을 본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병원 간호장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을 악하고, 련성을 규명하며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셀 리더십 향상을 한 략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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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군병원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의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 성향과 셀 리더십 간의 계를 악한다.

4)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감성지능

(1) 이론 정의 :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조 하고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ong &

Law, 2002).

(2)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Wong and Law (2002)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 도구를 정 우(2007)가

번안하여 타당도가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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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사고성향

(1) 이론 정의 : 비 사고를 요하게 생각하고, 비 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태도

는 특성을 의미한다(윤진, 2004).

(2)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윤진(2004)의 Yoon’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YCTD)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셀 리더십

(1) 이론 정의 :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자기방향성과 자기동기

부여를 이루기 하여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Manz, 1986; Neck & Houghton, 2006).

(2)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Houghton and Neck(2002)의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도구를 신용국, 김명소, 한 석(2009)이 번안하여

타당도가 확인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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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

간호장교는 장교인 동시에 간호사로서 장병의 건강보호 증진을 하여 임무

수행하는 문 간호 인력이다(유명란, 유정아, 김윤미, 2012). 재 간호장교는

군병원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군 병원의 상자는 주로 지병이나 교육훈련 투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많고(최지안, 2006), 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완 한 회복의 상태, 즉

병원에서 자 로 복귀 시 즉각 으로 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단기 이고 집 인 문치료와 간호를 받아야하는 기간보다 훨씬 긴 회복기를

군병원에서 보내야 한다. 이 듯 군 병원은 진료기능과 안정을 취하는 정양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비해 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선호 등, 2014).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하고 부분의 군병원의 경우

, 밤번 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되고, 1개 이상의 병동을 리하며, 평균 66.5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김선호 등, 2014). 이 듯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는

일반간호사에 비해 환자의 증도는 낮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이 아닌 1-2명의 간호장교가 근무를 하면서 동료나 경력자에 의한 피드백과

검이 제한되어 개인의 업무에 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경혜, 윤원숙, 구정아(2005)는 간호병과 ·장기 발 계획으로 군 의료의 질

향상의 하여 간호장교의 역할 확 를 제안하 다. 즉, 간호장교를 사단

의무시설에 배치함으로써 군 병원 환자뿐만 아니라 사단 할 지역의 군 장병을

상으로 보건활동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국방부는 응 외과처치

직무수행 방의무 미흡성에 한 해결책으로서 군 의무발 계획(2007)을

수립하여 사단 의무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 고, 그에 따라 2008년부터

간호장교 12명 인력이 최 로 사단에 보건 건강증진장교로 각 1명이 배치되었다.

이후 차 확 되어 2012년부터는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신병교육 등으로 총

48개의 간호장교 직 가 확 편제되어 간부인 와 간호장교들이

배치되었다( 진숙 등, 2013). 이에 사단 이하 간호장교의 역할 업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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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증가하며 사단 간호장교의 업무의 질 향상을 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진숙 등, 2013; 송진, 김선아, 2016; 유명란, 서양숙, 강명숙, 박진 , 2013).

사단 이하 의무시설은 군 환자들에게 최 치료를 제공하는 1차 치료기 으로

응 처치 기 소생, 방의무 활동, 의무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군 투력

유지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진숙 등, 2013).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간호장교는 1-2명으로 부분 자율 으로 건강증진, 병실 응 실, 외래 환자간호,

감염 리, 행정업무 등 직 간호뿐 아니라 리자 역할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 장에서 요구되고 기 되는 업무 한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진숙 등,

2013). 사단 이하 의무시설의 지휘 은 부분 의료인이 아닌 의정, 보병병과

부 장으로 간호장교가 수행하는 간호업무에 한 이해도가 낮아 부 장에 의한 업무

리에는 한계 이 있는 실정이다. 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간호 리장교가 군

사령부에 소속된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간호장교들의 업무를

리하고 있으나 효과 으로 리하기에는 시간 , 지리 , 인 제한이 있다. 이 듯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간호장교는 많은 업무를 독립 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한 책임한계가 커지고 있으며, 간호장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이 달라져 반 인 군 의료에 한 인식과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병원의 근무환경과 다른 군병원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하여 간호장교는 많은 업무를 효율 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 한 방법을 탐색해야하며,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리할 필요가 있다.

셀 리더십(self-leadership)은 1980년 조직 환경과 조직원의 가치 의 변화로

기존의 통 인 리더십의 한계에 한 인식이 생기면서 Manz(1986)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자기 리 개념을 확 한 것으로 셀 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자기 향력(self-influence)의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고 행동 략을 통틀어 일컫는다(Manz, 1986; Neck & Houghton,

2006). 셀 리더십 이론에는 자기규제이론, 사회학습이론, 내재 동기유발 이론이

향을 미쳤으며(Manz, 1986; Neck & Houghton, 2006), 이론에 따르면, 셀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 아닌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는 개념이다(Manz & Neck

,2004; Neck & Houghton, 2006).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난 셀 리더는 아니지만,

구나 어느 정도의 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셀 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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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으로 발휘하게 된다(김남 , 2002).

Manz(1986)는 처음 개념을 정의하면서 셀 리더십의 하 요인으로 행동 , 인지

략 2가지로 제시하 고, 후에 인지 략을 건설 사고 략과 자연 보상 략으로

세분화하 다(Neck & Manz, 1996). 이를 바탕으로 Neck and Houghton(2006)은

셀 리더십의 하 요인으로 행동 지향 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자연

보상 략(natural-reward strategies), 건설 사고패턴 략(contra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을 제시하 으며, 행동 지향 략과 건설 사고패턴 략을 각각 5가지,

3가지 하 요인으로 세분화하 다. 행동 지향 략은 자기목표설정(self-goal setting),

자기보상(self-reward), 자기처벌(self-punishment), 자기 찰(self-observation), 자기단서

(self-cueing)로 구성되며, 건설 사고패턴 략은 성공 인 수행 상상하기(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자기 화(self-talk), 신념과 가정분석(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으로 구성된다(Neck & Houghton, 2006). 자기목표설정은 목표달성 수 을

높이기 해서 구체 으로 목표를 세워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지시하는

행동 략이고, 자기보상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해서 계속 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략이다. 자기처벌은 자신에게 객 인 피드백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실패에 하여 반성하는 략이며, 자기 찰은 자신의 행동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략으로 이를 통해 비효율 인 행동을 수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자기단서는 최상의 환경조건에서 행동하기 하여 환경을

조작하는 것으로 부정 인 단서를 제거하고 정 인 단서를 확 하는 것이다.

자연 보상 략은 행동 지향 략의 자기보상과 다른 개념으로, 자신이 하는

활동이나 일의 정 인 측면에 의해 동기부여 되는 것으로 행동이나 일 그 자체가

주는 보상으로 강화되는 략이다. 성공 인 수행 상상하기는 행동이나 일을

수행하기 에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 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략이며, 자기 화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정 인 향을 미치기 해 화하는 략이다. 신념

가정분석은 자신의 부 한 신념과 가정을 확인하고 하게 변화시키는

략이다(Neck & Houghton, 2006). 즉, 셀 리더십이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피드백하며, 끊임없는 자기 화와 정 인 생각,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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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다. 따라서 셀 리더십은 독립 으로 많은 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해야하는

간호장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간호사 셀 리더십과 련한 내용을 다룬 논문은 증가하는

추세로(원효진, 조성 , 2013) 최근 간호연구 분야에서 셀 리더십에 한 심이

증가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셀 리더십과 련된 요인으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역할인식, 개인과 의

직무역할수행, 간호업무성과,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 자아존 감,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 소진이 있었다. 자율성, 의사소통, 직무몰입, 자아존 감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강윤숙 등, 2010; 임순임, 김재희, 권혜진, 2016; 조 문, 최명심,

2016;, 한용희, 박 례, 2013), 간호사의 셀 리더십은 이직의도와 소진,

직무스트 스에 부 향을 보 으며(강윤숙 등, 2010; 김 희, 이윤미, 2009),

간호업무성과, 임상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역할인식에 정 향을

보 다(강윤숙 등, 2010; 김 희, 이윤미, 2009; 임순임 등, 2016; 정미화, 고명숙, 2012;

조 문, 최명심, 2016; 한용희, 박 례, 2013). 간호사의 셀 리더십은 개인과 의

직무역할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세 등, 2016),

간호 리자의 셀 리더십은 조직원의 조직몰입에 향요인으로 나타났다(김인숙 등,

2016).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셀 리더십은 조직성과 간호업무성과와 련성이

있었으며, 간호조직에서 요한 요소로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셀 리더십을 강화하기 하여 간호사 개인의 노력은 물론

간호조직과 병원 차원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간호사의

리더십 훈련 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무환경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과 련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다. 간호장교가

업무성과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군 의료의 발 에 기여하기 해서는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함양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조직차원에서 교육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굮내에서 간호 학생과 다른 직업군 등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셀 리더십과 련이 있는 요인으로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있었다. 학교

4학년 학생의 감성지능은 셀 리더십과 련성이 있었으며(양수진, 송 수, 2015),

간호 학생과 학생의 감성지능은 셀 리더십의 측요인으로 나타났다(강윤희,

김병석, 2016; 이외선, 2015). 소기업 직원의 감성지능은 셀 리더십과 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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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이선규 등, 2011), 리더의 감성지능이 조직원의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 우, 2015).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의

향요인으로(이선 등, 2016), 셀 리더십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건희,

황은희, 2016; 박 숙, 한지 , 2015; 박 주, 2015).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에 하여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며,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 향상을 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계를 규명하는 실증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장교를 상으로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개념은 Salovey and Mayer(1990)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Salovey and Mayer(1990)는 사회지능의 한 부분으로서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과 느낌을 찰하고, 감성과 느낌을 구별하며, 이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다. 하 요인으로 감성 평가와 표 ,

감성 활용, 감성 조 등 3가지 과정을 제시하 다. 이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Goleman(1995)은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서를 출 하 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감성지능이 들에게 보편화되는데 기여하 다(Vitello-Cicciu, 2002).

Salovey and Sluyter(1997)는 감성지능의 개념을 확장시켜 정확하게 감성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표 하며, 사고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느낌을 생성하고 이용하며,

감성과 감성지식을 이해하고, 감성 , 지 성장을 진시키기 하여 감성을 조 하는

능력이라고 재정의 하면서 4가지 능력 모델의 개념 기틀을 제시하 다. 감성지능의

하 요인은 인식평가 감정표 , 사고의 정서 진, 감성이해 분석, 감성조 로,

인식 평가 감정의 표 은 음악, 이야기, 디자인, 얼굴에서 감정을 식별하는 능력,

사고의 정서 진은 단을 내리기 해 감성을 사용하여 느낌을 번역하는 능력,

감성의 이해와 분석은 감성과 복잡한 감성의 혼합, 감성의 변화를 정의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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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조 은 감성 , 지 성장을 진하기 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조 하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 정의하 다(Salovey & Sluyter, 1997).

Wong and Law(2002)은 Salovey and Sluyter(1997)의 정의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합하게 조정하며, 효율 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재 정의하 다.

감성지능은 자기감성 이해(self-emotion appraisal, SEA), 타인감성 이해(others’

emotion appraisal, OEA), 감성조 (regulation of emotion, ROE), 감성활용(use of

emotion, UOE)의 4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며, 자기감성 이해는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 하는 능력, 타인감성 이해는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감성조 은 심리 갈등 상황에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감성을

통제하는 능력, 감성활용은 감성을 건설 인 활동과 개인의 성과에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하 다(Wong & Law, 2002).

감성지능은 다른 지식과 동일하게 배울 수 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향상된다고

보았으며, 성공 인 업무수행을 해 필요하다고 하 다(Mayer, Salovey, & Caruso,

2004). 간호 실무에서 감성지능은 환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환자에게 공감하며,

이들의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는데 필수 인 능력으로(McQueen, 2004) 환자의

결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서 지지를 제공하기 해 간호사는 감성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Smith,

Profetto-McGrath, & Cummings, 2009).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 리자는 조직원과

정 인 계를 맺을 수 있으며, 신뢰 계를 통해 조직원의 열정을 격려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Smith et al., 2009). 따라서 간호의 질과 조직성과의

향상을 해 간호조직에서 감성지능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리자에게도 요하다.

최근 10년간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스트 스 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만족감, 감정노동, 심리 안녕감, 이직의도, 소진,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 간호서비스의 질, 조직성과는 감성지능과 련이 있었다.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스트 스 처, 간호서비스의 질과 정의 상 계를 보 고(박형숙,

하재 , 이미헌, 이 주, 2014; 장라진 등, 2016), 소진과는 부의 상 계를

나타냈다(조회경, 최윤정, 미경, 정계 , 2015). 간호 리자의 감성지능은 조직원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주윤수, 한상숙,

2013),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감정노동과 심리 안정감과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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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강수미, 배선형, 2015). 감성지능은 이직의도에 부 향을 보 으며(김 정,

박다혜, 2015), 의사소통기술, 조직몰입, 조직 커뮤니 이션 만족.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호생산성, 조직성과에 감성지능은 정 향을 미쳤다(김주형 송주은,

허수경, 성 희, 이정은 등, 2011; 임경민, 정귀임, 2015; 경덕, 고명숙, 2014; 조회경

등, 2015; 하주 , 소 , 2016; 한상 , 이 미, 2011).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심리 안정을 얻게 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에 향을 미쳐 환자,

의료요원과의 계 형성에 있어서 정 인 역할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 하고

활용함으로써 간호의 질 조직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의료요원뿐만 아니라 의료에 한 지식이 없는 타병과 근무자와 의사소통하며

임무수행 해야 하는 간호장교에게 감성지능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장교 상으로 감성지능과 련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 사고를 정의한 기학자인 Wastonand Glaser(1980)는 비 사고는 태도,

지식, 기술의 합성이며 인지 기술의 집합체 이상으로 설명하 다. 그 후 학자마다

비 사고에 한 정의가 달라 문가들이 Delphi Project를 형성하여 비

사고에 한 연구를 시행하여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 다. 이를 미국 철학 회에 승인

받아 비 사고는 해석하고 분석하며 평가를 통해 추론을 이끌어내는 단이며,

동시에 단에 한 근거가 제 로 되어 있는지에 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의도 이고 자기 규제 인 단이라고 하 다. Delphi Project에 참여하 던 Facione

and Facione(1994)는 비 사고의 구성요소로 인지기술(skill)과 성향(disposition)

2가지를 제시하 고, Facione(1998)은 비 사고성향을 호기심, 체계성, 분석,

진실추구, 개방성, 비 사고 자신감, 성숙으로 7개의 하 역을 분류하 다. 국내

간호와 간호교육에 용할 수 있는 비 사고성향 도구를 개발한 윤진(2004)은

비 사고성향을 비 사고의 요성을 인식하고, 비 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는 태도, 특성이라고 정의하 으며, 7개의 하 역으로 지 열정/호기심,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객 성으로 분류하 다. 지

열정/호기심은 배움을 열망하여 극 으로 문제에 해답을 찾고 문제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태도이며, 신 성은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단을 보류하고 문제에 한 심사숙고하는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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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이란 자신의 사고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자신이 있는 태도이고, 체계성이란

조직 으로 탐구하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논리 인

일 성을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지 공정성이란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 되는

의견, 결과일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이며, 건 한 회의성이란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이다. 객 성이란 감정 , 주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토 로 결정하려는 태도이다(윤진, 2004).

변하는 환자상태와 의료상황 속에서 간호사의 비 사고는 임상에서 빠르고 정

확하게 환자의 문제를 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므로(신경림 등, 2008) 간호사의

문 책임과 질 인 간호수행에 필수 인 요소이다(윤진, 2004). 최근 10년간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간호사의 비 사고 성향과 련된 요인으로는 문직 자

아개념, 문직 자율성, 학습 련 자기 주도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스트 스,

임상 의사결정, 간호업무수행, 문제해결능력, 근거기반실무역량, 근거기반실무 비도,

환자안 역량이 있었다. 간호사의 비 사고성향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

감, 학습 련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과 정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김효선, 한숙

정, 2016; 박선희, 2015; 박안나, 정경희, 김원경, 2016), 직무스트 스와는 부 련성

을 보 다(박효미, 이혜순, 2011). 비 사고성향은 문직 자율성, 환자안 역량, 임

상의사결정, 임상수행능력, 간호업무수행, 근거기반실무역량 비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경자, 김은만, 류세앙, 2011; 김연숙, 김지미, 박미미, 2015; 김

정숙, 구미옥, 조순연, 2013; 김효선, 한숙정, 2016; 박선희, 2015; 박승미, 권인각, 2007;

박안나 등, 2016; 최혜란, 조동숙, 2011).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간호사의

비 사고는 간호 실무에서 필수 인 요소로서, 간호사의 문직 과 간호업무성과,

조직성과와 련성이 있다. 간호장교가 소수로 근무하고 간호업무에 한 지식이 부

족한 상 자가 업무를 검, 리하는데 제한이 있는 근무환경에서 주변 동료나 경력

자에 의한 피드백에 제한이 있어 부분의 업무가 독자 인 단에 의해 처리되고,

간호장교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간호의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

하기 하여 간호장교의 비 사고는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장교 상

으로 비 사고 련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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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장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 간의 계를

악하고 감성지능과 비 사고 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 연구 상

연구 상자는 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장교를 표 모집단으로 하 다. 편의

추출한 3개 군병원에 소속된 육군 간호장교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으며, 자료수집기간 분야별 주특기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 과정생은 상에서 제외하 다.

상자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로그램인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 검정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5,

다 회귀분석을 기 으로 간정도의 효과크기(effect size) .15, 독립변수 8개로 한

최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160명이었다. 동의하지 않는 자와 탈락율 20%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2명을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 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감성지능(16문항),

비 사고성향(27문항), 셀 리더십(35문항), 일반 특성(12문항)으로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원 도구 개발 자와 번역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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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성지능 측정도구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 and Law(2002)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도구를 정 우(2007)가 번안하여 타당도가 확인된 것을 사용하 다.

도구는 자기감성이해(4문항), 타인감성이해(4문항), 감성조 (4문항), 감성활용(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 척도(1 = 아니다, 2 =아니다,

3 =약간 아니다, 4 =보통이다, 5 =조 그 다, 6 =그 다, 7 =매우 그 다)로

수의 범 는 16 에서 112 이며, 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으며, 정 우(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으며,

각 하 역별 Cronbach’s α=.78-.83이었다.

2) 비 사고성향 측정도구

비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윤진(2004)이 개발한 Yoon’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지 열정/호기심(5문항), 신 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 공정성(4문항), 건 한 회의성(4문항), 객 성(3문항)으로

총 27문항이며, 신 성 역에서 2문항이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

척도(1 = 그 지 않다, 2 =거의 그 지 않다, 3 =가끔 그 다, 4 =자주

그 다, 5 =항상 그 다)로 수의 범 는 27 에서 135 이며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 성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고 각 하 역별 Cronbach’s α=.53-.75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각 하 역별 Cronbach’s α=.57-.83이었다.

3) 셀 리더십 측정도구

셀 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 and Neck(2002)의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신용국 등(2009)이 번안하여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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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본 연구의 상자에 맞게 원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행동 지향 략(18문항), 자연 보상 략(5문항), 건설 사고패턴

략(12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Likert 5 척도(1 =매우

그 지 않다, 2 =그 지 않은 편이다, 3 = 간 정도,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 다)로 수의 범 는 최 35 에서 17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74-.93 으며, 신용국 등(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0-.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 으며, 각 하 역별 Cronbach’s α=.68-.85 다.

4) 일반 특성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계 , 교육수 , 주특기교육 경험,

리더십교육 경험, 임상경력, 병원 근무기간, 직책,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험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 다.

4. 자료수집기간 방법

본 연구는 기 생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연구 승인(간 IRB

2016-0033-3) 군 상 기 의 검토를 받았다. 해당부 에 공문발송을 통해 허락을

얻고 연구자가 직 해당부 에 방문하 다. 상자에게 연구의 목 방법. 참여에

따른 보상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인원들에게 연구 설명문, 동의서,

설문지 답례품을 넣은 투를 배부하 다. 본 연구는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하는

조사연구로서 연구 험성은 최소 험성에 해당하지만 취약한 연구 상자인 군인을

상으로 하는 연구로 상 자의 지시에 따라 강제 으로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상자에게 연구 참여는 자율 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며, 설문지

배부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료수집 기간 내 개인의 가용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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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상자에게는 1,000원 상당의 답례품(치약,

칫솔세트)을 제공하 다. 투에는 상자와 련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투에

넣어 인한 후 각 병동에 비치된 잠 장치가 있는 수거함에 직 제출하도록

하 으며, 수거함은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수거하 다. 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아 철회하거나 간에 단한 경우 배부된 서류는 투에 넣어 인 후

병동에 비치된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하 으며, 제출된 설문지는 분석 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 다. 수집된 자료는 잠 장치가 있는 보 함에 보 하고, 코딩된

자료는 암호화된 일로 컴퓨터에 장하며 연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근 할 수

없도록 하 다. 연구가 종료되고 의무보 3년 후에는 일정한 차를 거쳐 잔량

폐기한다. 설문지 192부를 배부하여 이 18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4.8%이었다.

회수된 182부 일반 특성이 표시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분석하 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 에 따라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장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과 감성지능, 비 사고 성향은 평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간호장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셀 리더십, 감성지능, 비 사고 성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ANOVA 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4)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 감성지능, 비 사고 성향 간의 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개인의 감성지능, 비 사고 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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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회귀모형의 성을 단하기 해 다 공선성 여부와 잔차분석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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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계 , 교육수 , 주특기교육 경험,

리더십교육 경험, 임상경력, 병원 근무기간, 직책,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험을 포함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여성이 77.1%이었고, 상자의

평균 연령은 28.27세 으며, 23세-29세가 70.9%로 가장 많았고, 30세-34세이 20.0%,

35세 이상이 9.1% 순이었다. 미혼이 73.7% 고, 종교는 무교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29.1%, 천주교가 19.4%, 불교가 9.7% 순이었다. 계 에서 가

39.4%로 많았으며, 가 34.9%, 소 가 20.6%, 소령 이상이 5.1% 순이었다.

최종학력에서 학사가 81.7% 으며, 석사학 이상이 18.3% 고, 주특기교육과

리더십교육을 받은 인원이 각각 43.4%, 21.1% 다. 리더십교육의 경우 한간호 회에서

주 한 여성인재 간호리더십, 병원자체에서 시행하는 리더십교육, 국군간호사 학교에서

주 하는 훈육요원 리더십교육과 카네기리더십 교육, 국군의무학교에서 주 하는

고등군사반 교육 등이 있었다. 평균 총 임상경력은 53.05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1.7%, 1년 미만이 18.9%, 3년

이상 5년 미만이 15.4%, 10년 이상이 9.7% 순이었다. 병원 근무기간은 평균

16.42개월이었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41.1%, 3년

이상이 5.7% 순이었다. 직책은 3교 근무인원이 62.9%로 가장 많았고,

선임간호장교가 13.7%, 과/부장이 5.7% 순이었으며, 기타로는 수술/마취간호장교, 낮번

고정 근무자 등이 있었다.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없는 인원은 80.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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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135(77.1)

Male 40(22.9)

Age (yr) 23 - 29 124(70.9) 28.27±4.85

30 - 34 35(20.0)

≥ 35 16(9.1)

Marital status Married 46(26.3)

Single 129(73.7)

Religion Christian 51(29.1)

Catholic 34(19.4)

Buddhism 17(9.7)

None 73(41.7)

Military rank Second lieutenant 36(20.6)

First lieutenant 69(39.4)

Captain 61(34.9)

≥ Major 9(5.1)

Education level Bachelor 143(81.7)

Graduate 32(18.3)

Specialty training Yes 76(43.4)

No 99(56.6)

Leadership education Yes 37(21.1)

No 138(78.9)

Total years of experience(yr) < 1 33(18.9) 53.05±57.57

(month)1 - < 3 60(34.3)

3 - < 5 27(15.4)

5 - < 10 38(21.7)

≥ 10 17(9.7)

Years of experience

in current hospital (yr)

< 1 72(41.1) 16.42±13.56

(month)1 - < 3 93(53.1)

≥ 3 10(5.7)

Position 3 shifts staff nurse 110(62.9)

Head nurse 24(13.7)

Manager 10(5.7)

Etc. 31(17.7)

Working on Division or

battalion medical facilities

Yes 34(19.4)

No 141(80.6)



- 20 -

<Table 2> Distribu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N = 175)

Variables Mean±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5.13±0.66 2.88 6.94

Self-emotion appraisal 5.40±0.73 2.75 7.00

Others’ emotion appraisal 5.21±0.84 2.00 7.00

Use of emotion 5.18±0.84 2.25 7.00

Regulation of emotion 4.73±0.89 2.25 7.00

2.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

1) 상자의 감성지능

상자의 감성지능으로 자기감성인식 역, 타인감성인식 역, 감성조 역,

감성활용 역을 포함하여 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상자의 감성지능은

7 만 에 평균평 5.13±0.27 으로 최소 2.88 에서 최 6.94 이었다.

하 요인에서 자기감성인식이 평균평 5.40±0.73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성인식이

5.21±0.84, 감성활용이 5.18±0.84 순이었으며, 감성조 은 4.73±0.89 으로 가장 낮았다.

상자의 감성지능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자기감성인식 역의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평균평 5.58±0.91 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감성인식 역의 ‘나는 부분의 경우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원인에 해

잘 알고 있다.’가 5.53±0.85 , 감성활용 역의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해 최선을 다한다.’가 5.41±0.95 , 자기감성인식 역의 ‘나는 항상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고 있다.’가 5.34±1.06 순으로 나타나 자기감성인식

역 문항들의 감성지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수 의 감성지능이 나타난

문항으로는 감성조 역의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조 하는 뛰어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균평 4.91±1.12 , 감성활용 역의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4.75±1.28 , 감성조 역의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완 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4.70±1.20 이었고, 감성조 역의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항상 빨리 진정된다.’는 4.12±1.2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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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tem sco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N = 175)

Item Mean±SD

Self-emotion

appraisal

I have good understanding of my own emotions. 5.58±0.91

I have a good sense of why I have certain feelings most

of the time.

5.53±0.85

I always know whether or not I am happy. 5.34±1.06

I really understand what I feel. 5.15±0.92

sub Total 5.40±0.73

Others’

emotion

appraisal

I am sensitive to the feelings and emotions of others. 5.33±1.14

I am a good observer of others’ emotions. 5.20±1.10

I have good understanding of the emotions of people

around me.

5.19±0.96

I always know my friends’ emotions from their behavior. 5.13±0.93

sub Total 5.21±0.84

Use of

emotion

I always set goals for myself and then try my best to

achieve them.

5.41±0.95

I would always encourage myself to try my best. 5.30±1.00

I am a self-motivated person. 5.26±1.10

I always tell myself I am a competent person. 4.75±1.28

sub Total 5.18±0.84

Regulation

of emotion

I am able to control my temper and handle difficulties

rationally.

5.19±1.00

I have good control of my own emotions. 4.91±1.12

I am quite capable of controlling my own emotions. 4.70±1.20

I can always calm down quickly when I am very angry. 4.12±1.23

sub Total 4.73±0.89

Total 5.1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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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 = 175)

Variables Mean±SD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7±0.34 2.52 4.52

Objectivity 3.87±0.47 2.33 5.00

Intellectual integrity 3.79±0.49 2.25 5.00

Self-confidence 3.60±0.46 2.25 4.75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58±0.54 2.20 5.00

Systematicity 3.40±0.59 1.67 5.00

Healthy skepticism 3.26±0.48 2.00 4.50

Prudence 2.86±0.54 1.25 4.00

2) 상자의 비 사고성향

상자의 비 사고성향으로 지 열정/호기심,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역을 포함하여 악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균평 3.47±0.34 으로 최소 2.52 에서

최 4.52 이었다. 하 요인에서 객 성이 평균평 3.87±0.47 으로 가장 높았고,

지 공정성이 3.79±0.48 , 자신감이 3.60±0.46 순이었으며, 신 성이

2.86±0.54 으로 가장 낮았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신 성 역의

문항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와

‘나는 어떤 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의 2개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수를 역환산하 다. 지 공정성 역의 ‘나는 만약 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한다.’는 평균평 3.96±0.65 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객 성 역의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91±0.61 , 지 공정성 역의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밝 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가 3.90±0.62 ,

객 성 역의 ‘나는 내 신념에 해 나름 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가 3.89±0.57 ,

객 성 역의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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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tem scor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 = 175)

Item Mean±SD

Objectivity I think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supporting any claim. 3.91±0.61

I have a basis for my beliefs. 3.89±0.57

I explain why when I disagree with someone else's opinion. 3.82±0.72

sub Total 3.87±0.47

Intellectual

integrity

I am willing to admit if I am sure I have done

something wrong.

3.96±0.65

I accept it if it turns out that something is different from

what I think.

3.90±0.62

I am willing to accept criticism of my opinion. 3.67±0.71

I appreciate my opinions or others' opinions fairly. 3.62±0.68

sub Total 3.79±0.49

Self-confidence I think I can get through some difficult things myself. 3.69±0.65

When dealing with complex entangled problems, I judge

them according to the criteria I set and deal with them.

3.65±0.60

I believe in my reasoning ability when I solve a problem. 3.61±0.63

I do not depend on others if I have to decide and decide. 3.45±0.74

sub Total 3.60±0.46

3.82±0.72 순으로 객 성 역 문항들의 비 사고성향 수가 높게 나타났다.

신 성 역의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가 평균평 2.27±0.85 , 신 성 역의 ‘나는 어떤 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이다.’가 2.23±0.83 으로 3 이하의 낮은 비 사고성향 수를

나타냈으며, 신 성 역의 문항들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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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tem score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ntinued)

(N = 175)

Item Mean±SD

Intellectual

eagerness

/curiosity

If I have any questions, I try to ask questions and know. 3.67±0.64

I try to understand how things I do not know happen. 3.65±0.67

If I find a problem I do not know, I try until I know 3.56±0.67

I try hard to know what I do not know. 3.54±0.77

I am willing to try to solve even a complicated problem. 3.46±0.73

sub Total 3.58±0.54

Systematicity I systematically apply the problem solving process when

there is a problem to solve.

3.51±0.68

I am generally logical from start to finish when I make a

conclusion.

3.46±0.69

Others say it is logical when they are evaluating me. 3.23±0.77

sub Total 3.40±0.59

Healthy

skepticism

I have a time when there is a question even in the

contents of a book.

3.32±0.76

There are times when I think that what I believe to be

right is probably wrong.

3.30±0.76

There are times when I reconsider what I have done

everyday as new.

3.30±0.74

I often question what people recognize as natural. 3.13±0.67

sub Total 3.26±0.48

Prudence I suspend and deliberate until I have reasonable and

sufficient evidence.

3.55±0.69

I do not judge quickly, I tend to think again. 3.39±0.72

I do not think enough when making a decision and tend

to jump.

2.27±0.85

I tend to conclude as soon as I make a judgment or a decision. 2.23±0.83

sub Total 2.86±0.54

Total 3.47±0.34



- 25 -

<Table 6> Distributions of self-leadership

(N = 175)

Variables Mean±SD Min Max

Self-leadership 3.73±0.37 2.74 4.80

Behavior-focused strategies 3.76±0.38 2.89 4.78

Contra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71±0.43 2.50 5.00

Natural rewards strategies 3.61±0.51 2.00 5.00

3) 상자의 셀 리더십

상자의 셀 리더십으로 행동 지향 략, 자연 보상 략, 건설 사고패턴

략 역을 포함하여 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자의 셀 리더십은 5

만 에 평균평 3.73±0.37 으로 최소 2.74 에서 최 4.80 이었다. 하 요인에서

행동 지향 략이 평균평 3.76±0.38 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 사고패턴 략이

3.71±0.43 , 자연 보상 략이 3.61±0.51 순이었다.

상자의 셀 리더십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행동 지향 략

역의 ‘나는 업무를 성공 으로 마무리하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가 평균평 4.03±0.65 으로 가장 높았고, 4

이상의 높은 셀 리더십 수가 나타났다. 행동 지향 략 역의 ‘내가 해야 할

일의 집 도와 성과를 높이기 해서 이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구체 인 방법(노트,

리스트, 핸드폰, 메모장 등)을 사용한다.’가 3.93±0.73 , 건설 사고패턴 략 역의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에 성공 인 수행에 해서 마음속으로 그려본다.’가

3.91±0.57 , 행동 지향 역의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 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평상시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한다.’가 3.91±0.80 의

순이었고, 행동 지향 략 역의 ‘내가 맡은 업무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가 3.38±0.9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들의 평균평 은 3 이상으로 보통수 의 셀 리더십 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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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tem scores of self-leadership

(N = 175)

Item Mean±SD

Behavior

-focused

strategies

I think about the goals that I intend to achieve in the future. 3.85±0.78

I work toward specific goals I have set for my self. 3.85±0.60

I consciously have goals in mind for my work effort. 3.81±0.66

I establish specific goals for my won performance. 3.75±0.67

I write specific goals for my own performance. 3.56±0.73

When I do an assignment especially well, I like to treat

myself to some thing or activity I especially enjoy.

4.03±0.65

When I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 task, I often reward

myself with something I like.

3.91±0.80

When I do something well, I reward myself with a special

event such as a good dinner, movie, shopping trip, etc.

3.78±0.98

I tend to be tough on myself in my thinking when I have

not done well on a task.

3.83±0.69

I feel guilt when I perform and task poorly. 3.55±0.88

I sometimes openly express displeasure with myself when I

have not done well.

3.45±0.81

I tend to get down on myself in my mind when I have

performed poorly.

3.38±0.91

I usually am aware of how well I’m doing as I perform an

activity.

3.89±0.52

I make a point to keep track of how well I’m doing at work. 3.85±0.53

I pay attention to how well I am doing in my work. 3.83±0.60

I keep track of my progress on projects I’m working on. 3.62±0.68

I use concrete reminders (e.g., notes and lists) to help me

focus on things I need to accomplish

3.93±0.73

I use written notes to remind myself of what I need to accomplish 3.83±0.79

sub Total 3.7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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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tem scores of self-leadership (Continued)

(N = 175)

Item Mean±SD

Contra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Sometimes I picture in my mind a successful performance

before I actually do a task.

3.91±0.57

I use my imagination to picture myself performing well on

important tasks.

3.82±0.61

I often mentally rehearse the way I plan to deal with a

challenge before I actually face the challenge.

3.72±0.69

I purposefully visualize myself overcoming the challenges I face. 3.69±0.75

I visualize myself successfully performing a task before I do it. 3.64±0.76

When I’m in difficult situations I will sometimes talk to

myself (out loud or in my head) to help me get through it.

3.95±0.71

Sometimes I talk to myself (out loud or in my head) to

work through difficult situations.

3.67±0.74

Sometimes I find I’m talking to myself (out loud or in

my head) to help me deal with difficult problems I face.

3.47±0.90

I think about and evaluate the beliefs and assumptions I hold. 3.76±0.68

I try to mentally evaluate the accuracy of my own beliefs

about situations I am having problems with.

3.75±0.63

I openly articulate and evaluate my own assumptions

when I have a disagreement with someone else.

3.66±0.68

I think about my own beliefs and assumptions whenever I

encounter a difficult situation.

3.45±0.73

sub Total 3.71±0.43

Natural

rewards

strategies

I try to surround myself with objects and people that

bring out my desirable behaviors.

3.90±0.69

I seek out activities in my work that I enjoy doing. 3.67±0.78

I find my own favorite ways to get things done. 3.60±0.73

I focus my thinking on the pleasant rather than the

unpleasant aspects of my job activities

3.55±0.85

When I have a choice, I try to do my work in ways that

I enjoy rather than just trying to get it over with.

3.49±0.79

sub Total 3.64±0.51

Total 3.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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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감성지능은 일반 특성 연령, 종교,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연령에

따라 감성지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31, p=.039), 사후검정 결과 35세

이상인 집단이 23세-29세인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았다. 주특기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았고(t=2.10, p=.037), 상자의 종교에 따라

감성지능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F=2.69, p=.048),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높았다(t=2.30, p=.023). 상자의 성별, 결혼상태, 계 ,

최종학력, 리더십교육 경험, 임상경력, 병원 근무기간, 직책에 따른 감성지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 사고성향은 일반 특성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특기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고(t=2.15, p=.033),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다(t=2.27, p=.024).

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계 , 최종학력, 리더십교육 경험, 임상경력,

병원 근무기간, 직책에 따른 비 사고성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셀 리더십은 일반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특기교육 경험, 임상경력,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셀 리더십이 높았고(t=2.12, p=.036), 연령에 한 사후검정 결과 35세

이상인 집단이 23세-29세, 30세-34세인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높았다(F=5.90,

p=.003). 주특기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높았고(t=2.97,

p=.003), 상자의 최종학력이 석사학 이상인 집단이 학사인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t=-2.24, p=.027). 임상경력에 한 사후검정 결과 1년 이상, 3년 미만인

집단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높았고(F=2.95, p=.022),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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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t=2.34, p=.020). 상자의 결혼상태, 종교, 계 , 리더십교육 경험, 병원

근무기간, 직책에 따른 셀 리더십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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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Gender Female 135 5.17±0.62 1.60
(.112)

3.48±0.33 0.60
(.552)

3.76±0.35 2.12
(.036)Male 40 4.99±0.76 3.44±0.39 3.62±0.41

Age (yr) 23 - 29 a 124 5.09±0.66 3.31
(.039)
a<c

3.47±0.36 1.23
(.294)

3.70±0.35 5.90
(.003)
a,b<c

30 - 34 b 35 5.09±0.63 3.44±0.30 3.68±0.40

≥ 35 c 16 5.53±0.54 3.59±0.30 4.02±0.33

Marital status Married 46 5.17±0.58 0.49
(.627)

3.50±0.34 0.53
(.594)

3.74±0.38 0.35
(.726)Single 129 5.12±0.68 3.46±0.35 3.72±0.37

Religion Christian 51 5.03±0.60 2.69
(.048)

3.39±0.34 2.02
(.114)

3.70±0.42 1.37
(.254)Catholic 34 5.33±0.58 3.54±0.30 3.82±0.31

Buddhism 17 5.38±0.57 3.58±0.27 3.81±0.29

None 73 5.05±0.72 3.48±0.37 3.68±0.37

Military rank Second lieutenant 36 5.09±0.66 1.83
(.143)

3.48±0.32 0.93
(.428)

3.67±0.36 2.56
(.056)First lieutenant 69 5.03±0.70 3.43±0.40 3.71±0.36

Captain 61 5.22±0.60 3.49±0.28 3.73±0.38

≥ Major 9 5.47±0.59 3.62±0.29 4.04±0.34

Education level Bachelor 143 5.11±0.64 -1.05
(.297)

3.48±0.34 0.31
(.756)

3.70±0.36 -2.24
(.027)Graduate 32 5.24±0.71 3.45±0.35 3.86±0.40

a,b,c: Post-Hoc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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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 = 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leadership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Specialty
training

Yes 76 5.25±0.61 2.10
(.037)

3.53±0.28 2.15
(.033)

3.82±0.35 2.97
(.003)No 99 5.04±0.68 3.43±0.38 3.66±0.37

Leadership
education

Yes 37 5.28±0.62 1.61
(.110)

3.53±0.32 1.15
(.251)

3.78±0.33 1.06
(.289)No 138 5.09±0.66 3.46±0.35 3.71±0.38

Total years
of experience
(yr)

< 1 a 33 5.12±0.68 1.99
(.099)

3.49±0.32 0.92
(.454)

3.66±0.37 2.95
(.022)
a<b

1 - < 3 60 5.01±0.70 3.42±0.39 3.70±0.36

3 - < 5 27 5.13±0.66 3.48±0.38 3.68±0.38

5 - < 10 38 5.15±0.59 3.46±0.27 3.73±0.37

≥ 10 b 17 5.51±0.50 3.60±0.29 4.00±0.29

Years of
experience
in current
hospital (yr)

< 1 72 5.10±0.62 0.25
(.781)

3.48±0.31 0.24
(.785)

3.70±0.35 0.62
(.539)1 - < 3 93 5.14±0.70 3.46±0.38 3.74±0.39

≥ 3 10 5.24±0.49 3.54±0.20 3.82±0.27

Position 3 shifts staff nurse 110 5.07±0.67 1.17
(.323)

3.45±0.37 1.21
(.310)

3.70±0.36 0.67
(.571)Head nurse 24 5.32±0.54 3.43±0.28 3.73±0.39

Manager 10 5.23±0.72 3.57±0.37 3.82±0.55

Etc. 31 5.19±0.67 3.56±0.26 3.79±0.33

Working on
Division or
battalion
medical facilities

Yes 34 5.36±0.58 2.30
(.023)

3.59±0.25 2.27
(.024)

3.86±0.34 2.34
(.020)

No 141 5.08±0.66 3.44±0.36 3.70±0.37

a,b,c: Post-Hoc Sc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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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N = 175)

Variables
Self-leadership

r(p)

Emotional intelligence .51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1 (<.001)

4.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과 셀 리더십 간의 계

상자의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상 계 분석 결과 셀 리더십은 감성지능(r=.51, p<.001),

비 사고성향(r=.61, p<.001)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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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elf-leadership

(N = 175)

B SE β t(p) Adj. R² F(p)

Constant 1.12 0.23 4.83

(.001)

.419 42.82

(<.001)

Education level 0.16 0.06 .16 2.80

(.006)

Emotional

intelligence

0.12 0.04 .21 2.85

(.00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52 0.08 .49 6.68

(<.001)

5. 상자의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셀 리더십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거나 상 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성별, 최종학력, 주특기교육 경험, 임상경력,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 총 5개 일반 특성 변수들과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을 투입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10>. 일반 특성 연령은 임상경력과 높은

상 계가 나타나 제외하 다(r=.97, p<.001).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 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 계수가 .17-.61로 나타나

자기상 이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63-0.99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14-1.592의 값을 취하므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자기상 성 검증에서 Durbin-Watson

검정통계량이 1.859로 2와 근 하여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한 기본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 다.

다 회귀분석 결과 상자의 셀 리더십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 으며(F=42.82,

p<.001), 셀 리더십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학력,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이었고, 체 설명력은 41.9% 다.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력은 비

사고성향(β=.49, p<.001), 감성지능(β=.21, p=.005), 최종학력(β=.16, p=.006) 순으로

나타났다.



- 34 -

Ⅴ. 논의

본 연구는 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장교를 상으로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리더십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상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셀 리더십의 정도와 계,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상자의 셀 리더십

본 연구에서 상자의 셀 리더십은 5 만 에 평균평 3.73(±0.37) 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인숙 등(2016)의 연구에서 3.60 , 의료기 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Lee and Kim(2013)의 연구에서 3.31 , 의료기 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요원을 상으로 한 Kim(2015)의 연구에서 3.07 , 장교와

부사 을 상으로 한 최병순, 김근향, 손승연(2012)의 연구에서 3.60 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우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조 문, 최명심(2016)의 연구에서 5 만 에 평균평 3.36 , 김세 , 김은경,

김병수(2016)의 연구에서 3.40 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셀 리더십은 모두 보통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나, 스스로 건설 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한 다양한 사고 행동 략을 실천하는 능력을 간호장교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장교가 장교로서의 역할수행과 교육과정

근무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병원의 간호사와 셀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군병원에서 환자는 군 병력으로 간호장교는 일반 인 간호업무 수행에도

병력을 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리더의 역할을 지속 으로 경험하게 된다.

한 간호장교는 사 생도 혹은 문사 후보생 과정을 통해 장교로서의 명 심과

자 심을 내면화하여 리더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내 동기부여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셀 리더십은 업무수행을 능숙하게 하고 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으로서 변화에 응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등의

역할수행에도 정 인 향을 주며, 직무역할 수행과 계가 있다(김세 ,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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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등, 2016). 그러므로 간호장교가 성공 으로 셀 리더십을 발휘하 던 경험을

지속 으로 평가하고, 강 을 확인하여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 특성에 따른 셀 리더십의 차이를 살펴보면, 셀 리더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특기교육 경험, 임상경력,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셀 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이 숙, 염 희(2015), 김명희, 김명수, 채송화, 김 숙(2007)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 고, 조 문,

최명심(2016), 김세 등(2016)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셀 리더십의 계에 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연령별 비교에서 35세 이상 군이 23-29세, 30-34세 군보다

셀 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경력별 비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군이 1년

미만인 집단보다 셀 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강윤숙 등(2010), 김세 등(2016),

임순임 등(2012)의 연구에서 연령과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동일하 다. 이는 연령과 임상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간호 문성이 향상되고 업무의

자율성이 높아져 스스로 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업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분야별 주( 문)특기교육은 군에서 시행 인 계속교육의 일환으로서

분야별로 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최경혜, 노경숙, 지 미, 서양숙, 박제희,

2006), 주특기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셀 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박경님, 박미경(2008)의 연구에서 자기계발을 한 학습활동을 많이

한 군에서 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 다. 한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군이 학사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강윤숙 등(2010), 김세

등(2016), 임순임 등(2012)의 연구에서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인 군이 학사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와 동일하 다. 주특기교육과 석/박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학문과 문 지식,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무에서의

자신감이 향상되어 교육을 수료한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군병원 간호장교를 상으로 한 최경혜 등(2006)의 연구에서 주특기교육을

수료한 간호장교는 약 50.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43.4%를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보다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서 간호장교에게 주특기교육과

문간호사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시켜야하겠다. 셀 리더십은 사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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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근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조 문, 최명심(2016)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한 자율성은 셀 리더십과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표 화되고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과는 달리 사단 이하 의무시설은 지휘 의 지휘의도에 따라 업무와

부 상황이 달라지고 간호장교가 독립 으로 건강증진 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능동 으로 목표달성을 한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셀 리더십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특기교육 경험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은 간호장교에서 나타나는 일반 특성으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주특기교육

경험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과 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셀 리더십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개념으로(Neck

& Houghton, 2006; 김남 , 2002),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희경(2007)의 연구에서

리더십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를

지지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리더십교육 경험에 따라 셀 리더십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자가 경험한 리더십교육은 부분 리자 심의 교육으로

자기 리에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하여 리더십교육 내용의 방향 환이 필요하며, 질 향상을 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간호장교의 21.1%만이 리더십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리더십교육은 계속교육의 일환으로서 간호장교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겠다.

2. 상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는 셀 리더십의 향요인으로 비 사고성향(β=.49,

p<.001), 감성지능(β=.21, p=.005), 최종학력(β=.16, p=.006)이 확인되었으며, 41.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을 강화하기 한 측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리더십 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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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리더십뿐 아니라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을 함께 증 시킬 수 있는

교육 략이 필요하겠다.

비 사고성향은 셀 리더십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이선 등(2016)의 연구에서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슷하 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과

셀 리더십의 계는 정의 상 계(r=.61, p<.001)를 보 으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김건희, 황은희(2016), 이선 등(2016)의 연구에서 정의 상 계가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 다(r=.56, p<.001; r=.61,p<.001).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상의 선행연구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장교의 비 사고성향이 셀 리더십과 련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해 비 사고성향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균평 3.47(±0.34) 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안나 등(2016)의 연구에서

3.77 , 종합병원과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최혜란, 조동숙(2011)의

연구에서 3.64 , 박선희(2015)의 연구에서 3.52 이었다. 암 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정삼출, 정덕유(2011)의 연구에서 3.60 , 종합 문 요양기 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승미, 권인각(2007)의 연구에서 3.67 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비 사고성향은 모두 보통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 간부와 간호장교의 비 사고성향에 한 선행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간호장교는 군인으로서 계 이며,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특성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노 석, 홍아정, 2012;

유명란 등, 2012; 최지안, 2006). 그러나 간호장교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로서 문직 책임과 질 간호의 기본 요소인 비 사고를 강화하기 한

략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상자가 인식한 하 요인은 객 성, 지

공정성, 자신감, 지 열정/호기심, 체계성, 건 한 회의성, 신 성 순이었으며,

신 성을 제외한 하 요인은 보통 이상의 수로 나타났으나 신 성 역은

2.86 으로 보통 이하의 수로 나타났다. 이지윤, 박소 (2014)과 최혜란, 조동숙(2011),

박안나 등(2016), 정삼출, 정덕유(2011)의 연구에서도 객 성, 지 공정성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객 성은 근거 심 간호를 강조하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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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타당한 근거와 이유로 단하도록 향을 받아 객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간호실무의 특성 상 동료나 다른 의료요원과 지속 으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타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분 기 속에서 지 공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박안나 등(2016)의

연구에서 신 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나, 박승미,

권인각(2007)과 이지윤, 박소 (2014), 최혜란, 조동숙(2011)의 연구에서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신 성은 성 하게 단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는 성향으로, 앞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은 본

연구와 비슷하 으며, 이는 일반병원에 비해 환자의 증도가 낮고 요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병원 업무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집 이 필요한 간호보다는

익숙하고 반복 인 간호행 가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와 련하여 추후

비 사고성향의 향요인에 한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장교의 신 성과 체계성에 을 맞춘 교육 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의 차이는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서 유의하 다. 비 사고성향은 주특기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높았다. 이는 박승미, 권인각(2007)의 연구에서 문간호사

군이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군보다 비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비슷하게 주특기교육을 받으면서 문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 인 사고가 함께 향상되어 주특기교육을 받은 간호장교의 비 사고성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일반 특성에서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근무 경험이 없는 군보다 비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비 사고성향은 계성이 있기 때문에(박선희, 2015) 건강증진 업무 등을

독립 으로 수행하면서 병원보다 높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의 근무 경험이 간호장교의 비 사고성향을 강화시켰다고 생각된다.

감성지능은 비 사고 성향 다음으로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는 학생을 상으로 한 강윤희, 김병석(2016)의 연구와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이외선(2015)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여 지지되었다. 상자의 감성지능과 셀 리더십의 계는 정의 상 계(r=.51,

p<.001)를 보 으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이외선(2015)의 연구, 소기업

근무자를 상을 한 이선규 등(2011)의 연구, 학생 졸업반을 상으로 한 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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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수(2015)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r=.54, p<.001; r=.28-.58, p<.001; r=.79.

p<.001).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장교의 감성지능이 셀 리더십과 련이

있으며, 셀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해 감성지능이 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 다. 상자 감성지능은 7 만 에 평균평 5.13(±0.27) 으로 높은 수 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유명숙(2016)의 연구에서 4.97 , 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이 부, 고명숙(2015)의 연구에서 4.84 , 담간호사(physician assistant)를 상으로

한 임 순, 김재희, 권혜진(2016)의 연구에서 4.88 , 문간호사를 상으로 한 노기옥,

박경숙, 임 순(2016)의 연구에서 5.00 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은 모두

보통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상자가 감성지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복무 인 군인을 상으로 한

노 석, 홍아정(2012)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5.33 , 높은 수 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추후 간호장교 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서 간호장교의 특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상자가 인식한 하 요인은 자기감성인식이

가장 높았고,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순이었으며 감성조 이 가장 낮았으나 모두

보통 이상의 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상자가 인식한 하 요인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간호장교는 자신과 타인의 감성에

한 이해는 높으나 이를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한 감성을 상황에 따라 하게 조 하고 건설 으로 활용하는

역에 을 맞추어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연령, 종교,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서 유의하 다. 35세 이상 군이 23-29세인 군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경란, 김정미(2016)와 하주 , 소 (2016)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동일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박형숙 등(2014)과 한상 , 이 미(2011)의 연구에서 연령은 감성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어 다양한 연령 에서 반복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겠다. 감성지능은 주특기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노기옥 등(2016)의 연구에서 문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일반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 다. 이는 주특기교육과 문간호사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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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지식을 확 함으로써 상자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에 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심리 인 고민상황에서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군병원에서 간호 상자는

입원환자들이 부분이었으나,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는 할 지역의 군 장병

체로 상자가 확 되었고( 진숙 등, 2013), 의료요원 뿐 아니라 다른 병과

근무자와 함께 의사소통함으로써 상자에 한 폭 넓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생각된다. 간호 리자의 감성지능은 조직원의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과 련성이 있으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주윤수,

한상숙, 2013) 조직성과를 높이기 해서 간호 리자의 감성지능은 요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자의 직책과 리더십교육 경험에서 감성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 리자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한 략 인

리더십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 특성 최종학력만이 셀 리더십에 향을 미쳤으며, 이는

김희경(200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여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해서 간호장교에게 석/박사 교육과정의 탁교육 기회를

확 하고, 자기계발을 한 학습활동에 방해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며, 개인 인

학습활동에 지지 인 분 기 조성이 필요하겠다.

3.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은 편의추출한 군병원에 근무하는 육군 간호장교를 상으로 한

횡단 조사연구로서 결과를 일반화 하거나 변수들의 인과 계를 악하는데

제한 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군병원 뿐 아니라 사단 이하 의무시설, 의무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장교를 상으로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표본이 되는

군병원들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연구결과 미치는 향을 통제하지 못하 다. 향후

병원의 규모를 동일하게 통제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비 사고성향 측정도구인

YCTD(윤진, 2004)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건 한 회의성 역에서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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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54 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57로 .6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도구의 문항수를 보완하거나 추후 연구에서 반복 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4. 연구의 의의

이상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간호실무와 연구, 교육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에서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과 셀 리더십 간의 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 다.

2) 간호장교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처음으로 간호장교를 상으로

셀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고, 특히,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개념을 심으로 셀 리더십 향요인을 악하 다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3)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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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군병원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에서 간호장교는 많은 상자, 다양한 업무라는

근무환경 속에서 독자 인 단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그 책임한계가 커지고

있어 많은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간호를 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이 미치는 향을 악하여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도구로 감성지능을 측정하기 한 WLEIS(Wong & Law, 2002)를 정 우(2007)가

번안한 도구와 비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한 윤진(2004)의 YCTD 도구,

셀 리더십을 측정하기 한 RSLQ(Houghton & Neck, 2002)를 신용국 등(2009)이

번안한 도구, 일반 특성을 포함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의 군병원에 근무하는 육군 간호장교를 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 고, 17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자는 부분 여성(77.1%)으로, 평균연령은 28.27세이며, 23세-29세(70.9%)가

가장 많았다. 미혼자(73.7%)가 부분이었으며, 종교는 무교(41.7%)가 가장 많았다.

계 은 , , 소 , 소령 이상 순이었고, 최종학력은 학사(81.7%)가 가장

많았으며, 주특기교육과 리더십교육 경험이 없는 상자(56.6%; 78.9%)가 더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53.05개월로 1년 이상 3년 미만(34.3%)이 가장 많았으며,

병원 근무기간은 평균 16.42개월로 1년 이상 3년 미만(53.1%)이 가장 많았다. 직책은

3교 근무인원, 기타, 선임간호장교, 과/부장 순이었고,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없는 상자(80.6%)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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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감성지능은 7 만 에 평균평 5.13 으로, 자기감성인식 역이 가장

높았고 감성조 이 가장 낮았다. 연령, 종교, 주특기교육 경험,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연령에서 35세 이상 군이

23세-29세 군보다, 주특기교육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3)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균평 3.47 으로, 객 성 역이 가장

높았고, 신 성이 가장 낮았다. 주특기교육과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비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상자의 셀 리더십은 5 만 에 3.73 으로, 행동 지향 략 역이 가장

높았고, 자연 보상 략이 가장 낮았으며, 성별, 연령, 최종학력, 주특기교육 경험,

임상경력, 사단 이하 의무시설 근무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에서 35세 이상 군이 23세-29세, 30세-34세 군보다, 최종학력에서

석사이상 군이 학사 군보다, 주특기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임상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사단 이하 근무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5) 상자의 셀 리더십은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과 정의 상 계가 있었다.

6) 상자의 셀 리더십에 최종학력, 감성지능, 비 사고성향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체 설명력은 41.9%로 셀 리더십에 미치는 향력은 비 사고성향,

감성지능, 최종학력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장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 최종학력은

셀 리더십의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 리더십 강화를 한 교육과정에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에 한 내용을 반 하여, 간호장교의 감성지능과 비

사고성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셀 리더십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 한 리더십교육, 주특기교육과 석/박사교육과정의 기회를 확 하고

학습에 한 지지 인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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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추후 연구방향과

간호 실무에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상자를 확 하여 군병원 뿐 아니라 사단 이하 의무시설, 의무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장교를 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에 한

향요인을 악할 것을 제안한다.

2) 병원의 규모, 근무지를 통제변수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3) 간호장교의 셀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하여 감성지능과 비 사고를 갖추기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감성지능 감성조 에, 비 사고성향

신 성에 을 맞추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간호실무에서 조직성과향상을 하여 리더십교육, 주특기교육과 석/박사

교육과정의 기회를 확 하고, 자기계발을 한 학습활동에 방해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며, 학습활동에 지지 인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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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officers in armed forces hospitals

Choi, Seung Hy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officers in armed forces

hospitals. Initial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1th to 28th, 2016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at three armed forces hospitals in Korea. 175 subjec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is study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level explained 41.9% of

self-leadership. The results confirm that nursing offic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affects self-leadership. Accordingly, to improve nursing

officers’ self-leadership,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self-leadership as well 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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