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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이고 간호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악하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서 의사소통에 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간호서비스 향상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IRB 승인 후 학병원 입원환자 180명을 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상으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었고,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통해 자료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3.88±0.52 이었고,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3.93±0.55 으로 간호

만족도 3.74±0.58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의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사 의사소통와 간호요구도(r=.286, p<.001),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r=.524, p<.001), 간
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r=.488, p<.001)에서 유의한 정 인 계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
족도의 계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Sobel test Z=2.450, p=.014). 이상의 결과를 토 로 간호사를 

한 지속 인 의사소통 강화교육 로그램개발과 입원병실의 사생활보호를 강화하고 환자와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in hospital patients. After IRB approval, this study was performed by 
administering questionnaires to 180 university hospital patients between April and June, 2017.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2.0. The average score of nurse’s communicatio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were 
3.88±0.52, 3.96±0.55, and 3.74±0.59 out of 5,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ducational and 
therapeutic needs versus satisfaction. As for nurse’s communication and nursing satisf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patient’s room.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nurse’s communication and nursing needs 
(r=.286, p<.001) as well as nurse’s communication and nursing satisfaction (r=.524, p<.001), In additio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r=.488, p<.001). Nursing communic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which showed significance in Sobel’s test (Z=2.450, p=.014).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 continuous program for strengthening communication of hospital nurs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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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시장의 변화와 의료기 의 증가는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 병원환경은 문화, 개방화 등의 사회  흐름과 더

불어 보다 문 이며 경쟁 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원은 소비자 심의 시장구조에 부응하기 

해 기존의 환자에게 치료 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

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의 요구도를 악하여 소비자 심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 의료서비스
의 질 한 과거 의료진에 의해 평가되어 왔던 것과 

비하여 소비자에 의해서도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각 병원

들은 생존과 발 을 해 고객 심의 마 과 의료서

비스 질 개선을 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2]. 특히 
환자의 기 와 만족도는 서비스 구매에 한 소비자 평

가로, 과거의 의료시장에서 수동 이기만 하 던 소비자

들의 자세를 능동 으로 바꾸어 그들에 의한 평가결과는 

재구매나 정  구 활동 등과 같이 구매 후 정 인 

행동이 병원의 수익성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3]. 이
듯 의료서비스에서 소비자인 환자평가 요해 짐에 따라 

환자와 직 이며 지속 인 계를 맺는 사람이 간호사

이고 환자들이 병원에 해 지각하는 반 인 의료서비

스 만족도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사람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요해지고 간호서비스는 양질

의 서비스이어야 한다[4]. 
간호는 인간을 상으로 돌 의 이념과 속성올 바탕

으로 하여, 범 하고 복합 인 지식과 훈련된 시술에 

앞서 풍부한 인간성, 박애 이고 헌신 인 생활철학, 간
호에 한 진정한 가치  등 인격 이고 정신 인 요소

를 필요로 한다[5]. 과거에는 간호를 주어진 일련의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재는 환자를 다양
하고 개인  요구를 가진 개인으로 인식하고 개인 심의 

인  · 총체  간호를 지향하고 있다[6]. 따라서 간호
사는 상자를 유일한 개인으로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상태, 질병 그리고 요구가 개인마다 다르므로 환자
의 개별  특성을 지지하고 각 환자에게 가장 효과 인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7]. 한 환자들이 인지

하는 간호에 한 평가와 함께 실제로 제공받은 간호에 

한 만족의 평가가 요하다. 간호서비스에 있어서 간
호사와 환자의 만족도는 인식에 차이가 있어[8], 간호사

가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 다 하더라도 환자는 충

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를 해  간호업무 장에서 환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해 인력이 보충되고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며, 서비스
인 측면이 강조 되고 있으나 고질 으로 간호사들의 과

다한 업무와 충분한 인력부족은 환자의 기 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는 효과 인 간호수행을 해 환자와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한 계형성을 기본으로 구축해야 하며

[9], 이 때 의사소통은 매우 요한 요인이라 하겠다[10]. 
간호사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의 문제를 발견

하고 해결하며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하

는데, 간호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하며[11]. 
의사소통은 간호사와 환자의 치료  계를 맺기 한 

수단이자 간호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필수 인 요

소이다[12]. 간호하는 동안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는 간
호사에게 자신의 상태나 증상을 말로 설명하고, 간호사
는 치료과정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서  

지지와 문제해결방법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환자는 치료과정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 을 방하고, 해결하는데 간호서비스에 한 만족감
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부 한 의사소통은 간호사와 

환자사이에 갈등과 불안을 야기하며, 치료와 후에 나
쁜 향을 끼친다[13]. 실제로 다수의 환자들은 입원치
료 과정에서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10], 간호사의 문용어 사용과 무성의한 처치, 
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부족 등으로 의사소통

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14,10]. 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정보제공   친화  유형이 환자로 하여  

간호사에 한 신뢰와 간호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12]. 이 듯 의료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간호사 의사소통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인 

환자요구도와 만족도를 고려한 간호사 의사소통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

만족도의 차이를 이고 간호만족도에 향을  수 있

는 의사소통 유형을 악하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의 계에서 의사소통에 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효과

인 간호 재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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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입원환자를 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간

호요구도, 간호만족도  간호사 의사소통유형을 악하
고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 향을 미치는 간

호사 의사소통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구

도  간호만족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을 

악한다.
셋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간호 만족도

의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상자의 입원 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의사소

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다섯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

구도  간호만족도와의 계는 확인한다.
여섯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의 계에 향을 미치는 간호사 의사소통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3. 용어정의

1)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사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인 계를 통

해 간호목 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16], 본 연구
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은 입원환자가 간호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지각한 간호사의 언어 , 비언어  의사소통 

정도를 말한다.

2)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는 인간이 스트 스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

구가 불충족 상태에 처하게 되고 자신이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키려는 능력이 제한받게 될 때 필요로 하는 것으

로[17] 본 연구에서는 [18]의 신체 , 사회정서 , 교육
, 치료  역의 4가지 간호에 해 상자가 인식하
는 요구, 희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간호만족도

간호만족도는 환자가 이상 으로 생각하는 간호수행

에 한 기 와 환자가 실제로 밭은 간호에 한 인식의 

일치정도로[19] 본 연구에서는 [18]의 신체 , 사회정서

, 교육 , 치료  4가지 역의 간호에 한 상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병원 입원환자를 상으로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 향을 미

치는 간호사 의사소통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원 학교병원의 기  내 윤리 원회에 

승인을 받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상의 표본수로 

G-Power 3.1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medium, 유의수  

0.05에서 검정력 0.85를 유지하기 해 최소 150명이 산
출되었다. 이에 W 학병원 입원환자  의식이 하되

거나 소아환자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제

외한 후,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입

원환자를 상으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자
료수집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간호사의 일 일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상
으로 실시되었다.

3. 연구 도구

1) 간호사 의사소통

입원환자가 간호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지각한 간호

사의 언어 , 비언어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15]가 개발한 연구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15]의 도구는 5  리커트 척도로 정보제공  

유형, 친화  유형, 권  유형으로 나  수 있고, 각각
의 평균 수가 높을수록 해당 의사소통 유형이 강함을 

의미하며, 체 평균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강함을 

시사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88 이었다.

2) 간호요구도

신체 , 사회정서 , 교육 , 치료  역의 4가지 간
호에 해 상자가 인식하는 요구, 희망하는 정도를 측
정한기 해 본 연구에서는 [18]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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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33문항, 5  리커트 척도 도구를 사용하 다. 도
구개발당시 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6 이었다.

3) 간호만족도

신체 , 사회정서 , 교육 , 치료  4가지 역의 간
호에 한 상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18]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20]의 33
문항, 5  리커트 척도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개발당
시 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6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입원 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산출하 다.
둘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구

도  간호만족도는 평균,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셋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실

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산출하 다.
넷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간호 만족도

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다섯째, 상자의 입원 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의사

소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는 t-test, ANOVA로 분
석하 다.
여섯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

구도  간호만족도와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일곱째,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의 계에 향을 미치는 간호사 의사소통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의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입원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  입원 련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n %
Gender male 90 50.0

female 90 50.0
Age 20~30 35 19.4

40~50 70 38.9
Over 60 75 41.7

Marriage single 22 12.2
married 158 87.8

Education below middle schhol 45 25.0
high school 74 41.1
over college 61 33.9

Economy high 9 5.0
middle 129 71.7

low 42 23.3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67 37.2

surgery 70 38.9
other 43 23.9

Hospitalization
route

OPD 95 52.8
ER 85 47.2

Hospitalization
room

single bed 30 16.7
Over 2 bed 150 83.3

Medical security
medical insurance 142 78.9

secondary poor 11 6.1
medical care 21 11.7

Other 6 3.3
Disease mild 32 17.8

moderate 103 57.2
severe 45 25.0

Operation Yes 39 21.7
No 60 33.3

Previous 81 45.0
Previous 

admission
No 28 15.6
1~2 79 43.9
3~4 35 19.4

Over 5 38 21.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spitalization 
          characteristics                       (N=180)

상자 180명  성별은 여성이 90명(50%), 남성이 
90명(50%)이었고, 연령은 60 이상 노인이 75명(41.7%)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 153명(87.8%)로 부분
을 차지하 다. 상자의 학력은 고졸 45명(41.1%), 
졸이상 61명(33.9%), 졸이하 45명(25%) 순이었고, 경
제수 은 ‘ ’인 경우가 129명(71.7%)를 차지하 다. 

상자의 입원 련 특성으로 진료과는 외과계 70명
(38.9%), 내과계 67명(37.2%), 기타 43명(23.9%) 이었
고, 입원경로는 외래 95명(52.8%), 응 실 85명(47.2%)
이었다. 입원병실은 2인실이상 다인실이 150명(83.3%), 
1인실인 경우가 30명(16.7%)이었다. 의료보장은 의료보
험 142명(78.9%)이 가장 많았고, 질병 증도는 정도

인 경우가 103명(57.2%), 증증인 경우 45명(25%), 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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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32명(17.8%)순이었고, 수술여부 과거 수술경험
이 있는 경우가 81명(45%), 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가 39명(21.7%)이었으며, 입원경험으로는 과거 1~2회 
입원한 경우가 79명(43.9%), 5회 이상 입원 38명
(21.1%), 3~4회 입원 35명(19.2%), 입원경험이 없는 경
우가 28명(15.6%) 순이었다. 

2.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

요구도 및 간호만족도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은 평균 3.88±0.52
으로  이상이었고, 간호요구도는 평균 3.96±0.55 이

었으며, 간호만족도는 3.74±0.59 으로 간호요구도가 간

호만족도에 비해 높았다.

Table 2. Nurse’s communication, nursing need and 
nursing satisfaction                (N=180)

variable M±SD Min Max Range

Communication 3.88±0.52 2.44 4.83 1~5

Nursing Needs 3.96±0.55 2.45 5.00 1~5

Nursing Satisfaction 3.74±0.59 2.18 5.00 1~5

3.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유형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Table 
3>과 같다.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체 평

균 3.88±0.52 이었고 그  정보제공  의사소통이 

4.09±0.68 , 친화  의사소통 3.90±0.68 , 권  의

사소통 3.63±0.60  순이었다. 한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해 각 유형

별 4  이상 ‘상’, 2  과 4  미만 ‘ ’, 2 미만 ‘하’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  의사소통에서 1명
(0.6%)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 ’ 이상을 나타내었다. 
정보제공  의사소통에서는 ‘상’ 113명(62.8%)로 ‘ ’ 
66명(36.7%) 순이었고, 친화  의사소통에서는 ‘ ’ 93
명(91.7%), ‘상’ 87명(48.3%) 이었으며, 권  의사소

통에서 ‘ ’ 121명(67.2%), ‘상’ 59명(32.8%)로 정보제
공  의사소통에서는 ‘상’인 경우가 권  의사소통에

서는 ‘ ’인 경우가 많았다.
 

Table 3. Nurse’s communication style       (N=180)

Communication high
n(%)

middle
n(%)

low
n(%) M±SD

information 113(62.8) 66(36.7) 1(0.6) 4.09±0.66

intimacy 87(48.3) 93(51.7) 0(0) 3.90±0.68

authority 59(32.8) 121(67.2) 0(0) 3.63±0.60

total 72(40.0) 108(60.0) 0(0) 3.88±0.52

4.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

는 <Table 4>와 같다.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3.93±0.55 으로 간호

만족도 3.74±0.58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4.993, 
p=<.001), 각 역별로 신체  역, 사회정서  역에

서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  역에서 간호요구도 4.11±0.57 으로 간호만족도 
3.67±0.65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t=8.213, p=<.001), 
치료  역에서 간호요구도 4.30±0.60 으로 간호만족

도 3.99±0.66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5.877, p=<.001).

Table 4. Differences between nursing need and nursing 
satisfaction                         (N=180)

Nursing Need
M±SD

Satisfaction
M±SD

Difference
M±SD t(p)

physical 3.62±0.74 3.52±0.70 0.10±0.75 1.719
(.087)

emotional 3.87±0.70 3.85±0.67 0.02±0.70 .330
(.742)

educational 4.11±0.57 3.67±0.65 0.43±0.70 8.213
(.<001)*

therapeutic 4.30±0.60 3.99±0.66 0.30±0.69 5.877
(<.001)*

total 3.96±0.55 3.74±0.58 0.21±0.57 4.993
(<.001)*

 *p<.01

5. 대상자의 입원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의

사소통, 간호요구도 및 간호만족도

상자의 입원 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의사소통, 간
호요구도  간호만족도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상자가 입원한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

(t=5.731, p=<.001), 간호만족도 (t=4.206, p=<.001)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사 의사소통은 1인실 입
원인 경우가 4.34±0.41 으로 2인실이상 3.79±0.49 에 

비해 높았고, 간호요구도의 병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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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mmunication
M±SD t/F(p) Nursing need

M±SD t/F(p)
Nursing 

satisfaction
M±SD

t/F(p)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3.94±0.55 .679(.509) 3.94±0.62 .115(.891) 3.73±0.56 .080(.923)
surgery 3.86±0.53 3.98±0.49 3.73±0.54
other 3.83±0.47 3.95±0.56 3.78±0.68

Hospitalization
route

OPD 3.89±0.50 .186(.852) 3.91±0.51 -1.291(.198) 3.75±0.56 .239(.811)
ER 3.87±0.55 40.1±0.60 3.73±0.61

Hospitalization
room

single bed 4.34±0.41 5.731(<.001)* 4.12±0.58 1.721(.087) 4.13±0.56 4.206(<.001)*

Over 2 bed 3.79±0.49 3.93±0.55 3.67±0.55

Medical security
medical insurance 3.87±0.53 .176(.913) 3.96±0.54 1.428(.236) 3.72±0.57 1.338(.263)

secondary poor 3.97±0.5 3.69±0.7 3.57±0.6
medical care 3.88±0.52 4.11±0.61 3.95±0.6

Other 3.96±0.51 3.84±0.34 3.81±0.75
Disease mild 3.75±0.48 1.276(.282) 3.86±0.47 .847(.431) 3.69±0.55 .173(.841)

moderate 3.91±0.58 3.96±0.6 3.76±0.62
severe 3.91±0.39 4.03±0.49 3.75±0.52

Operation Yes 3.85±0.5 2.056(.131) 3.98±0.48 2.374(.096) 3.74±0.53 .364(.695)
No 3.79±0.6 3.84±0.61 3.7±0.61

Previous 3.96±0.46 4.04±0.54 3.78±0.58

Previous admission
No 3.87±0.60 .951(.417) 3.98±0.57 .086(.968) 3.79±0.61 2.468(.064)
1~2 3.90±0.55 3.97±0.57 3.84±0.60
3~4 3.76±0.50 3.96±0.57 3.53±0.60

Over 5 3.96±0.43 3.91±0.55 3.70±0.44
*p<.01

Table 5. Differences of nurse's communication, nursing need and nursing satisfaction by hospitalization characteristics 
(N=180)

없었으나 간호만족도는 1인실 입원인 경우가 4.13±0.56
으로 2인실이상 3.67±0.55 에 비해 높았다.

6.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

요구도 및 간호만족도와의 관계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와의 계는 <Table 6>과 같다.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요구도

(r=.286, p=<.001)는 낮은 정  상 계가 있었고, 간호
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r=.524, p=<.001), 간호요구
도와 간호만족도(r=.488, p=<.001)는 등도의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lations of nurse's communication, nursing 
need and nursing satisfaction        (N=180)

Nurse's 
communication

r(p)

Nursing 
need
r(p)

Nursing 
Satisfaction

r(p)

Nursing need .286(<.001)*

Nursing satisfaction .524(<.001)* .488(<.001)*

 *p<.01

7. 대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

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의사소

통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종

속변수의 독립성과 독립변수간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

과 공차한계값이 0.1보다 높게 나타나 독립변수간  다
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었다.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간호요  구도는 간호사 의사소통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β=.285, p<.001), 2단계 분석에서 독립
변수인 간호요구도는 간호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88, p<.001). 3단계 매개효과분
석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이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의 

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418, p<.001). 매개효과의 정도를 악하기 해 각 단
계의 분석과정을 확인 한 결과 간호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변수 던 간호요구도와 간호사 의사소통을 함께 투

입하 을 때 모두 유의한 향요인이 확인되었으나 간호

요구도에서 회귀변수가 2단계 0.488이 간호사 의사소통
과 같이 투입하 을 때 0.368로 감소하여 간호사 의사소
통이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서 부분매개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4호, 2018

380

B S.E β t(p) R2 Adj R2 F(p)

1. Nursing need → Nurse's communication .270 .068 .286 3.984(<.001) .082 .077 15.872(<.001)**

2. Nursing need → Nursing satisfaction .509 .068 .488 7.456(<.001) .238 .234 55.594(,<001)**

3. Nurse's communication →Nursing satisfaction
  Nursing need → Nursing satisfaction

.463 .067 .418 6.875(<.001)
.399 .392 58.652(<.001)**

.384 .063 .368 6.052(<.001)

Sobel test Z=2.450 p=.014*

*p<.05, **p<.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N=180)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Sobel test 검정결과 극복역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Z=2.450, p=.014). 간호사 의사소통
의 부분매개효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논    의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체 

평균 3.88±0.52 이었고, 정보제공  의사소통이 

4.09±0.68 , 친화  의사소통 3.90±0.68 , 권  의

사소통 3.63±0.60  순이었다. 이는 학병원 외래 환자
를 상으로 한 [21]의 4.09  보다 낮았고, 이러한 차이
는 입원과 외래라는 진료형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외래에서는 소수의 간호사가 다수의 환자
를 상으로 정보제공 주의 효율 인 의사소통에 

이 맞추어져 있어 의사소통의 양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만족감을 인식할 수 있고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

의 담당간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반에 한 기

치가 있고 그 기 치에 부응한 정도를 의사소통에 

한 만족감으로 표 하 다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유형은 정보제공

 의사소통이 4.09±0.68 , 친화  의사소통 3.90±0.68
, 권  의사소통 3.63±0.60  순이었는데, 이는 입원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으로 정보제공 , 친화

, 권  의사소통 순으로 밝힌 [15]연구와 비슷한 결
과이나 [15]에서 권  의사소통이 2.19 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3.63 으로 높아 의사소통에서 환자의 참여 

정도가 조하고 의학용어와 같은 일방 인 언어 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상자
가 60세 이상의 노인을 다수 포함하 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에 따라 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3.93±0.55 으로 간

호만족도 3.74±0.58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각 역
별로 교육  역과 치료  역에서 간호요구도가 간호

만족도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2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간호요구도에 비해 간호만족도가 아직도 

낮음을 나타내었다. 역별로 간호요구도는 [22]의 결과
처럼 교육 , 치료  간호 요구도가 여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자들이 치료  역에서 간호사에 의해 가장 

요하게 행해진다고 생각하며 간호 재에 많은 기 를 

하고 자신의 질병에 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18]의 연
구에서는 교육  역의 가장 높아 본 연구와는 다소 차

이가 있어 간호요구도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
호만족도면에서 본 연구는 간호만족도가 치료 , 사회정
서  만족도 순으로 나타나 [20]의 결과와 비슷하 으나 

만족도 수는 본 연구의 다소 높았다. 이는 상자의 차
이로 [20]의 연구보다 소득층이 덜 포함하여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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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쳐 혜택을 받는 소득층의 간호요구가 높고 

그에 따른 만족도가 낮았을 수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 으로 권을 포함하 고, 한 최근 이루어진 

서비스교육과 간호 재의 질을 높이기 한 여러 정책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입원환자의 치료

  교육  간호요구도에 비해 간호만족도가 낮으므로 

간호사의 문  역량을 향상시켜 상장의 간호만족도

를 높이기 한 노력이 요청된다.
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입원 련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

호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1인실과 다
인실에 따른 차이로 1인실에서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이 
보호가 되어 편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다인실의 경
우 병실자체가 비교  공 인 역으로 환자와 간호사가 

편안하고 깊이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한 1인실
이 다수를 차지하는 VIP병동의 경우 간호사인력이 타병
동에 비해 상 으로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입원환자가 인식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에서 유의한 정 인 계를 나타내었고,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서 간호사 의사소통

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입원환
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효율 인 간호사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즉 환자들은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한 평가를 하고 의사소통이 24시
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간호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한 필수요소라고 한 [23]의 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
서 입원환자의 간호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간호교육의 강화와 의사

소통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는 간호정책 체계마

련이 시 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

이를 이고 간호만족도에 향을  수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악하며,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계에서 
의사소통에 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학병원 입

원환자 180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사 의사소통 유형은 

체 평균 3.88±0.52 이었고, 정보제공  의사소통이 

4.09±0.68 , 친화  의사소통 3.90±0.68 , 권  의

사소통 3.63±0.60  순이었다. 상자가 인지하는 간호

요구도 3.93±0.55 으로 간호만족도 3.74±0.58 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고, 각 역별로 교육  역과 치료  

역에서 간호요구도가 간호만족도 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 상자의 간호요구도는 입원 련특성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입원병실에 따라 간호사 의사소통과 

간호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사 의사소
통,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에서 유의한 정 인 계

를 나타내었다. 입원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
만족도의 계에서 간호사 의사소통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효율 인 간호사 의

사소통을 통해 간호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실무에서 환자와 직  의사소통을 하는 간

호사의 효율 인 의사소통기술을 발휘해야 해야 한다. 
그러기 해 간호교육 인 측면에서 간호사를 한 지속

인 의사소통강화교육 로그램을 제언한다. 
둘째, 입원환자의 간호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입원한 

병실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입원병실의 사생활보호

를 강화하고 환자와 간호사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간호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연구 인 면에서 연구 상을 확 하고 간

호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양 연

구와 입원환자와 간호사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깊이 있게 다 보는 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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