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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as per-
ceived by nur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278 staff nurses currently working at two university hospitals in Busan, Korea. SPSS/WIN 21.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sig-
nificance level was set at p<.05. Results: Nurses' job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tress (r=-.31, 
p<.001) and emotional leadership of nurse managers as perceived by nurses (r=.53, p<.001). Also,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experienced by nurse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rse managers' emotional leadership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hospital should offer education and training to 
booster head nurses' leadership by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to promote staff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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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양적인 증가로 병원환경은 

경쟁적으로 변화되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조직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의료기술과 최고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1]. 병원조직에서 가

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직도 의료소비자들의 다

양한 요구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

색하고 있다[2]. 간호사는 24시간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

공하므로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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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고 할 수 있다. 간호조직에서 인적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호 단위 수간호사의 리더십이다[1,2].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간호조직에서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간호조직의 효율성을 높

이고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3]. 

수간호사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수간호사가 간호사의 

감정적 측면에서 개별화된 배려와 인간적이고 온정적인 유대

감으로 상호작용할 때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다[1,4,5]고 하

였다. Duxbury 등[4]도 수간호사의 지도성 유형과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수간호사가 배려적일 때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으며, 간호사와 수간호사 간의 상호작

용에서 긍정적인 인지를 할수록 직무만족은 높다[6]고 하였다. 

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수 중의 하나가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다[7] 하였다. Cote와 Miners[8]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지능

은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구성원의 

감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수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Goleman 등[9]에 의해 감성리더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서 여러 사회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상의하달식의 관리 스타일에서 

간호사와의 인간적인 접근 즉,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간

관계 형성과 상호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능력을 촉진하는 감성

적 리더십으로 발전하고 있다[10]. 감성지능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관리자의 특성으로서 작용하며, 리더십

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감성지능을 활용하며, 이는 부하의 지

각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1]고 하였다. 감성리더십

은 수간호사와 간호사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고, 수간호사의 역할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적관리

뿐 만아니라 실제 수간호사가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을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12,13]. 또한 수간호사의 감성리

더십은 간호사로부터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 내어 업무에 몰입

하게 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14-16].

오늘날 의료소비자들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기대하고 있

고 간호사들은 이러한 의료소비자들의 신체, 사회, 심리, 정

서, 영적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다양한 전문직종과 협조해야 

하므로 업무를 통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다른 전문직보다 

훨씬 심각하다[17].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변수 중의 하나[18]로 간호사의 정서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간호사의 업무수행과 업무집중력을 교란[9]시켜 

환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간호사는 하루 일과 중 대부

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간호사 또는 동료와의 갈등이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19]. 선행연구에서 사고의 유연성과 직원의 정서적 만족

에 중점을 두는 관계 및 변화지향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

부담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하였다[19,20]. Goo[21]의 호텔직

원을 대상으로 한 감성리더십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관

리자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관리와 관리자 자신의 감정관리

가 부하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감성리

더십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13]이며, 간호조직과 같이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높

고 인간관계에 기반을 두는 조직일수록 높은 감성과 사회적 

역량을 가진 관리자가 요구되고 있다[6]. Segal[22]은 감성리

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는 직원들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 지

를 경청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관리자

의 감성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교육, 행정, 경영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는 효과적

인 인적 관리를 위해 감성지능을 매개로 한 카리스마적, 변혁

적 리더십, 감성리더십과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건의료직을 대상으

로 한 감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

로 인적 의존도가 높은 간호조직에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 간호조직 내에서 효율

적인 인적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이론적 기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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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한다.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간호

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서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5월 6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B광

역시에 소재한 2개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

정기준은 병원근무경력이 1년 이상, 3교대 근무를 하며, 현재 

수간호사와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로 본 연구목적을 이해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이다. 다중회귀분

석을 위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04, 독립

변수 2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8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277명으로 대상자수는 충족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320부를 직접 배부하여 305부(95.3%)를 회수하였으

며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78부를 최종 통계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감성리더십

본 연구에서 감성 리더십은 Goleman 등[9]이 개발한 측정도

구를 Lee 등[15]이 우리나라 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자기인식 능력(3문항), 자기관리 능력

(6문항), 사회적인식 능력(3문항), 관계관리 능력(6문항)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

=5)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

해하고 조절하며,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감성적 정보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Lee 등[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는 .92였다.

2)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Gu[23]

가 개발한 것으로 Lee[24]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업무량, 업무책임,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 

기술부족, 인간관계,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타 직

종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밤 근무 등에 대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점 척도(전혀 느끼지 않는다=1, 별로 느끼지 않는다=2, 약간 

느낀다=3, 심하게 느낀다=4, 아주 심하게 느낀다=5)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개발당시의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8이었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Han[2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조직에 대한 자부심, 적성, 관리운영방침, 업무처리

방식, 급여수준, 승진의 기회, 직속상사의 영향력, 동료와의 

관계, 교육기회, 복지후생제도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

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25]의 연구에

서의 Cronbach's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6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2012년 5월 6일부터 2012년 5월 31일

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

였으며, 대상자는 동봉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명문에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고, 연구참여 



13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장문정 · 이은남 · 이용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8)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68 (96.4)
10 (3.6)

Age (year) ≤25 
26~30
31~35
≥36

 39 (14.0)
117 (42.1)
 69 (24.8)
 53 (19.1)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02 (36.7)
176 (63.3)

Education Diploma
Bachelor
Master

112 (40.3)
136 (48.9)
 30 (10.8)

Work unit Medical
Surgical
Others

123 (44.1)
 78 (28.1)
 77 (27.8)

Clinical career ＜6
≥6

136 (49.0)
142 (51.0)

Present experience
(year)

＜6
≥6

181 (65.1)
 97 (34.9)

Times of transfer 
(year)

0
1
2
3
≥4

185 (66.4)
 46 (16.6)
15 (5.4)
16 (5.8)
15 (5.8)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256 (92.1)
22 (7.9)

Annual income
(10,000 won)

＜3,000
3,000~＜4,000
4,000~＜5,000
≥5,000

 37 (13.4)
143 (51.4)
 71 (25.5)
27 (9.7)

과정 중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비밀 보장과 

무기명으로 처리됨을 기술하였다. 모든 설문지에 간호사의 이

름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비밀보호가 유지되도록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와 직무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상자가 지각

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사용하

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회귀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

가 감성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 단계

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

지, 세 번째 단계에서 감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이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보다 반드시 감소하였는지를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는 총 278명이며, 성별은 여성이 268명

(9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6~30세가 117명

(42.1%)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176명(63.3%)

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48.9%(136명), 3년제 졸

업이 40.3%(112명)로 나타났고, 근무부서는 내과계가 44.1% 

(123명)였다. 근무경력은 6년 미만이 49.0%(136명)였고, 현 

근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은 6년 미만이 65.1%(181명)이었

으며, 부서 이동횟수는 없는 경우가 66.4%(185명)로 가장 많

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92.1%(256명)로 대부분이었고, 

급여수준은 년 소득이 3,000~4,000만원인 경우가 51.4%(143

명), 4,000~5,000만원이 25.5%(71명), 3,000만원 미만 13.4 

%(37명), 5,000만원 이상이 9.7%(27명)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정도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정도는 평균평점

이 3.34±0.55점이었다. 감성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자기인식 

능력은 3.61±0.5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가장 낮은 영

역은 관계관리 능력으로 3.16±0.59점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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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N=278)

Variables

Emotional
leadership

Self
awareness

Self
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managemen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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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tional
leadership

 1

Self
awareness

 .70
(＜.001)

 1

Self
management

 .88
(＜.001)

 .52
(＜.001)

 1

Social
awareness

 .81
(＜.001)

 .55
(＜.001)

 .61
(＜.001)

 1

Relationship
management

 .90
(＜.001)

 .48
(＜.001)

 .68
(＜.001)

 .66
(＜.001)

 1

Job stress  -.16
(.008)

 -.04
(.462)

 -.01
(.093)

 -.12 (.038)  -.21
(＜.001)

 1

Job satisfaction  .53
(＜.001)

 .31
(＜.001)

 .47
(＜.001)

 .46
(＜.001)

 .48
(＜.001)

 -.31
(＜.001)

 1

Table 2. The level of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N=278)

Variables　 M±SD

Emotional leadership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awareness

Relationship-management

 3.34±0.55

3.61±0.56 

3.47±0.50

3.56±0.56

3.16±0.59 

Job stress 3.55±0.50

Job satisfaction 3.01±0.51

지각한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평점은 3.55±0.50점이었으며, 

직무만족의 평균평점은 3.01±0.51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

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

호사의 감성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53, p<.001),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1, p<.001). 감성리더십의 하위영

역인 자기인식 능력(r=.31, p<.001), 자기관리 능력(r=.47, 

p<.001), 사회적 인식능력(r=.46, p<.001)과 관계관리 능

력(r=.48, p<.001) 모두는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가 지각한 감성리더십은 직

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16, p=.008), 

감성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인식능력(r=-.12, p=.038)

과 관계관리 능력(-.21, p<.001)은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상자가 지각

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상

자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

하여, Baron과 Kenny[24]의 3단계 회귀분석방법에 따라 검

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매개변수

인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β=-.16, p=.008), 2단

계에서도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β=-.33, p<.001).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대상자가 지

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직무만족

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성리더십(β
=.54, t=9.98, p<.001)과 직무 스트레스(β=-.24, t=-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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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ng Effect of Head Nurse's Emotional Leadership Perceived by Nur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N=278)

Variables  β   t p Adjusted R2 F p

1. Job stress
    ⇢ Emotional leadership 

-.16 -2.69 .008 .02  7.22 .008

2.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33 -5.58 ＜.001 .10 31.18 ＜.001

3. Job stress, Emotional leadership 
    ⇢ Job satisfaction

.33 70.65 ＜.001

    Emotional leadership
    ⇢ Job satisfaction

.54 9.98 ＜.001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24 -4.80 ＜.001

Sobel test: Z=-2.61, p =.009.

p<.001) 모두가 직무만족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독립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2

단계보다 감소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

십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부분적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Z=-2.61, p=.009)(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정도

는 5점 만점 중 평균 평점이 3.3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

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을 조사한 Kim과 

Jung[27]의 연구에서 3.60점이었던 것보다 낮게 나왔으나, 일

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감성리더십의 정도를 연구한 

Kim과 Jung[14]의 3.26점, Kim[16]의 3.32보다 높은 수준이

다. 이는 일반직종과는 달리 간호라는 직업특성상 신뢰, 봉사, 

사랑, 인간애 등의 감성에 근간을 두는 업무환경으로부터 기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리더십의 하위영

역 중 자기인식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관리 능력

은 가장 낮게 나타나, 간호사가 인지하는 수간호사는 자신의 

가치, 조직의 목표, 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감

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감성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고 여기는 반면, 상대방의 감성을 잘 이끌어 내어 함께 공감

하고 협동과 변화를 촉진하여 효과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 감성활용 능력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수간호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

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성영역을 더욱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하겠다.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권위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간호사보다 개별적 배려를 하는 인간중

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간호사가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고 하였다. 관리자의 감성리더십과 간

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Lee 등[15]의 연구에서, 관리자의 감

성리더십 하위영역 중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인식 능력과 관

계관리 능력이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의 감성리

더십과 팀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Kim[16]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사회적 인식 능력과 관계관리 능력이 팀원의 직무만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상자는 다르지만 인간을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서 상호의존성이 높고 인간적인 접

촉이 많은 병원환경에서 간호사는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

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관리자에게서 직무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간호사의 감성활용 능력이 조직구성원들의 직

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수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능력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긍정적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성리더십은 후천적 

학습과 훈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9]. 그러므로 수간호사는 조



 Vol. 21 No. 1, 2015    139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직 내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 감성 활용을 최대한 발휘하여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성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간호사가 지각한 수간호

사의 감성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인식 능력과 관계관리 

능력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자의 리더

십유형에 관한 연구[19]에서 팀웍과 인간적인 배려를 강조하

는 관계 및 변화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는 조직구

성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텔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사의 감성리더십과 직무 스트

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21]에서 상사들의 직원과의 관

계관리 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은 조직구성원의 업무 스트레

스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서비스

직종과 마찬가지로 간호직도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

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관리하기보다 간호사들의 

감정이나 정서적 갈등을 잘 이해하고 간호사들과 긍정적 관계

를 유지하며 병원조직 내에서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중

재하는 것이 간호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연구

의 일반화를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에는 유의한 역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낮아진다는 결과[18, 28]를 지지하였다. 간호사의 직

무 스트레스는 업무로부터의 소외감과 위축현상을 느끼게 하

고 타인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 직장에서의 스트

레스는 행동과 정서적 변화를 초래하여 잦은 실수와 판단력 

약화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간호서비스의 질과 조직의 생

산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불안, 긴장성 두

통, 식욕저하, 안절부절한 태도 및 불면증까지 일으켜 간호사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까지 악 영향을 미친다[17]. 간호사

들은 매 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환자의 임종과정을 

함께 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들은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요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병원조직은 새로운 변화를 추

구하면서 직원들에게 원가 절감 측면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을 시도하고 있다[29]. 이러한 병원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간호

사들의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직무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직무만족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 관리자들은 다양

한 간호환경으로부터 초래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낮

추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간호사

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

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간호사의 감성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낮추고 직무만족은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을 알 수 있다.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을 매개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자의 

감성리더십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관리자의 감성리더십은 직

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고 하였다. 또한 

기혼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직장갈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서 상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사의 감성

리더십이 직장갈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부분적 매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30]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수간

호사의 감성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간

호사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처음으

로 검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관리자의 인적관리 차원에서 화두가 되는 이슈 중 하

나가 감성리더십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 측면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리더십 개념에서 관리자들의 정서적 느낌과 같은 감정

적 요소들이 조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대두되고 있다. 

수간호사의 감성역량이 간호사의 태도,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간호사들과의 관계

에서 그 중심축에 있는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14]. 감성은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후천

적으로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습득할 수 있고 실천

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적 

의존도가 높은 간호조직에서의 수간호사의 감성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여 직무만족을 향상시켜[9] 결국 간호서비스의 질과 조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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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간호

사의 감성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상자

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수

간호사의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대상

자가 지각한 수간호사의 감성리더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상자가 지각한 수간호

사의 감성리더십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감성리더십은 후천적 학습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성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의료 환경에서 훈

련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감성리더십 코칭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과 효과검정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시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다

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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