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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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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WLEIS)

Jeong, Harim · Choi, Heejung · Park, Myungsook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WLEI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360 nursing students using a self reported questionnaire. Exploratory and confirmato-

ry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test construct validity. Convergence validity was identified by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y. 

Item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also analyzed. Reliability was evaluated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Re-

sults: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eigen values ranged from 1.34 to 5.86 and 73.2% of the total explained 

varianc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dequate model fit indices (c2/df 1.89, RMSEA .07, GFI .89, CFI .95, and TLI .93) and stan-

dardized factor loadings (.48 to .87). The average extracted  variances (.71 to .79) and composite reliability (.80 to .87) validated conver-

gence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items. Test-retest reliability of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90 and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88. Conclusion: The K-WLEIS is an appropriate scale for measur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K-WLEIS will be used for nursing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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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이란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의 하부개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feeling)와 

감정(emotion)을 공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 정보를 활용하

여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 간호와 감성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합적 고

찰연구[2]에서, 간호사는 인간관계를 통해 간호를 제공하므로,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감성지능이 핵심간호기술로 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감성지능은, 간호사들이 겪는 감정노동을 관리하

는데 중요한 능력으로, 실제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직업만

족도, 경력몰입도가 높았고 경력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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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0% 이상으로 약 15%인 간호사 평

균 이직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며[4], 간호학부 교육과정에

서부터 감성지능을 향상시켜 간호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Smith 등[2]은 감성지능과 간호에 대한 통합적 고찰연

구를 통해 간호학생들은 간호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감성 이해, 
간호제공을 위한 감성 활용 기술, 혼돈스러운 업무환경을 효과적으

로 다루기 위해 감성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도 간호대학생의 경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

족도가 높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았다[5,6]. 이에, 최근 간호

교육에서는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를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7],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중요하다.

감성지능 측정 도구는 감성지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

게 구성될 수 있는데, 감성지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Mayer와 Sa-

lovey는 감성지능의 구성요소를 감성의 평가와 표현, 감성 조절, 그
리고 감성 활용의 3가지 영역으로 설명하였다[8]. 이러한 명확한 개

념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감성지능을 능력(ability)으로 볼 것인지, 아
니면 특성(trait)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

었다[9]. 감성지능을 능력-성과 중심으로 측정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Multifactor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MEIS)과 이를 개정한 

Mayer Salovey 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MSCEIT)가 

있다. 이 도구들은 감성관련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

들을 수행하여 바른 답을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MSCEIT의 경우 

141개 항목에 달한다[8]. 이에 반해 감성지능을 특성으로 보고 개발

된 대표적인 도구로 Bar-On [10]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

발한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EQ-i)는 자가보고식 측정도구

이며, 총 1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 역시 문항수가 많

아서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감성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 초창기에는 능력 또는 특성중심으로 

구분하여 도구를 개발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이 두 가지

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모델(Mixed EI)이다[9]. 혼합모델에서는 특성

(trait)과 사회적 기술 및 역량을 함께 측정한다.

이러한 혼합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감성지능 측정도구

로는 Kim과 Park [11]이 경영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Kim and Park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Q)가 있

다. 감성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후 자기감정인식, 자기감정표현, 타
인감정인식, 감정의 조절과 활용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7

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당시 Kim과 Park의 EQ의 신뢰도

는 요인별 Cronbach’s α .81, .84, .74, .71으로 나타났고, 타당도는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러나 

Kim과 Park의 EQ는 좀 더 확장된 표본에서의 연구가 필요하였으

나, 도구가 개발된 이후 간호학은 물론 다른 학문영역에서도 활용 빈

도가 낮았다. 또한,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 중 ‘동기화’, ‘창의성’, 
‘주의집중’과 같은 감성지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11]. 

한편, 국내·외 간호학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감성지능 

측정 도구는 Wong과 Law [1]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이다. WLEIS는 감성지능을 혼합모델의 개념에서 자기감성

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감성조절의 4개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WLEIS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고, Cron-

bach’s α는 .87로 신뢰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문항의 

자가보고식 Likert 척도로 문항수가 적어 검사 시간이 짧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WLEIS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다[12]. 국내 간호학 분야 연구에서도 

WLEIS가 다수 이용되어졌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번역

하여 이용하고 신뢰도만 보고하였으며, 타당도 검증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5,13]. 한편, 감성을 표현하는 언어는 문화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적 개작이 필요하며[14] 

외국에서 개발된 감성지능 측정도구의 경우 번안과정에서의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표적 집단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15]. 타당도 검증은 사용하는 도구가 연구 집단과 연구 목

적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구성 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구가 이론적 구성 개념을 실제로 잘 측정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

된, 그리고 국내외 간호학 분야, 특히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Wong과 Law [1]의 WLEIS를 번안하여 한국어판 감

성지능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

teligence Scale [K-WLEIS])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

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ong과 Law [1]가 개발한 WLEIS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K-WLEIS)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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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감성지능 측정도구인 Wong과 Law가 개발한 WLEI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번안된 K-WLEI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번안된 K-WLEI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대상

자의 모집단은 전국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하였다. 감성지

능은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특성이므로[7], 간호학 교육 내에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

다. 간호학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충청도, 경상도 및 강원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편의표출 하였다.

대상자 수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문항 수와 참여자 수의 비율

이 1:10 [16],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200명 이상의 표본이 적합하

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동의한 370명의 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K-WLEIS 문항에서 결측이 없는 총 360

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의 대상자를 달리 구성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의 케이스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통해 총 360명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160명을 무

작위 추출한 후, 나머지 200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

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한다[1].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1]가 개발한 

WLEI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

인식, 감성활용 및 감성조절의 4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16점에서 112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감

성지능은 Cronbach’s α = .87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자기감성인식 

.72, 타인감성인식 .78, 감성조절 .82, 감성활용 .79이었다. 개발 당시 

189명의 경영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6항목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누적 설명력이 71.5%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두 집단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첫 번째인 72명의 대학생 집단에서는 c2 = 132.41 (df = 98), 
SRMR = .08, CFI = .95, TLI = .93, 두 번째인 146명의 대학생 집단

에서는 c2 = 179.33 (df = 98), SRMR = .07, CFI = .91, TLI = .89으

로 나타나 교차타당도(Cross validation)를 확보하였다. WLEIS의 4

개의 하위요인과 무력함(Powerlessness), 생활 만족도(Life satis-

faction)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판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2)  의사소통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K-WLEIS의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해서는 여러 선행연구[5,18]에
서 감성지능과 일관성 있게 유의한 정적 상관(r = .51, p < .001, 
r = .55, p < .001)을 보인 의사소통 개념을 선택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이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19]. 본 연

구에서는 Rubin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문항에 Hur [20]가 7

가지 문항을 더하여 수정·보완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

tion Competency Scale (GICC)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었으며, 수렴타당도 검

증을 위해 Duran의 의사소통 적응력 측정도구 및 McCroskey의 의

사소통 불안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등도 정도로 나타

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4. 연구절차

1) 도구의 문화적 개작

본 연구에서 사용할 WLEIS의 개발자인 Chi-Sum Wong으로부

터 도구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얻었다. 도구의 문화적 개작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다[21]. 진행

순서는 번역, 전문가검토, 역 번역, 예비조사와 면담, 최종본 완성의 

순서였다. 먼저 번역과정은 영문 도구인 WLEIS를 한국어가 모국어

이며 영어와 한국어에 유창한 간호사와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연구자

가 각각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 때, 개별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한

국어로 번역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문장의 본래 개념을 전달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번역된 도구라는 느낌이 없으면서 우리나라 대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전문가 검토

과정으로, 3인의 번역자가 모여서 각기 따로 번역한 문항들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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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합의하면서 한국어 문항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역 번역과정은 작성된 문항의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숙한 영어영문과 교수가 원 도구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역 번역 

하였다. 이는 사전 정보 없이 번역할 때 편견을 막고 기대하지 못했

던 의미 있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2]. 마지막으로 모국

어가 영어인 미국인이 원 도구와 역 번역한 도구를 비교하여 의미의 

동일성을 검토하였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평가되지 않은 문항의 경우 

원래의 도구 번역자들이 번역된 한글 문항을 다시 검토, 수정하고 

역 번역 및 역 번역한 영문도구와 원 도구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

다. 다음으로 예비조사를 위해 완성된 설문지 초안을 토대로 2018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간호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는 연구자와 대상자가 일대일로 만나 시행하

였다. 먼저 대상자로 하여금 자가보고 형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

록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예비조사와 함께 응

답이 완료된 후, 설문 조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명의 학생이 응답하는데 다소 어려움

이 있었던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한다’(2번 문항)과 ‘내가 

느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의 3번 문항에 대해 간호학 전문가 1명

과 영문학 교수 1명이 논의하였다. 사전 조사에 쓰인 번역된 감성지

능 도구는 원도구의 번역과 역 번역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없었

고, 사전조사 대상자가 2번 정도 읽어 보았을 때 설문 응답이 가능

하다고 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K-WLEIS 16문항을 완성하였다.

2)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구성타당도 

중 요인타당도(구조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

도를 분석하였다. 요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60명의 응답을 가지

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원래의 도구와 

일치하는지와 문항의 개념에 대한 총 설명 분산을 확인하였다. 그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측정모형으로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이 측정개념이 감성지능에 적합한 

측정지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의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설로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문항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구하여 .05 이상인지 

확인하였으며 문항의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하위요인의 AVE 

값이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지를 확인하였다[23].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도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검사-재검사 신

뢰도를 측정하여 측정 점수 간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구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건국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7001355-201809-HR-270)을 받았다. 연구자가 강의나 실습을 담

당하지 않는 간호학과에서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였고, 연구 참여 도중에도 참여 거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

은 없다는 사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 비밀유지와 익명보장 등에 대해 알리고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설문 완료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과 AMOS 2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와 확인적 요인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간의 

일반적 특성 차이는 t-test 혹은 chi 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요인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고, 문항

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Ex-

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이용하여 요인들과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및 문항의 요인 값과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

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법

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는 공통 분산만을 분석에 이용하기 때문에 공

통적으로 적합한 요인을 추출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24]. 요

인회전은 각 문항이 어떤 요인과 높게 관계되는지를 명확히하기 위

해 시행하였고, 본 도구는 요인 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각 회전 

방식(oblique factor rotation) 중 직접 oblimin 방식을 이용하였다

[24].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Kai-

ser-Meyer-Olkin (KMO)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160명 대상자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

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결측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지수로는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사용했던 지표들인 c2통계량(p

값), Normed c2 (Chi square minimum/degree of freedom [CMIN/

DF]). 기초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근사원소 평균

자승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터커-루이스 지수(Turker Lewis Index [TLI])와 비교 적합지수



615

https://jkan.or.kr

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https://doi.org/10.4040/jkan.20109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

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용된 160명이 아닌 나머지 200명 대상

자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던 의사소통능력척도(GICC)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

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를 구하고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산출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중 동질성(Homogeneity)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

관성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

test reliability)를 통한 안정성(Stability)은 중복 측정 점수 간 급내 

상관계수(ICC)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도구 번역 및 사전조사 결과 

역 번역본과 원래 도구의 문항들의 의미를 원어민이 비교한 결과, 
총 16문항 중 14개 문항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2개 문항(1, 13
번 문항)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하여 수정이 필요하였다. 자기감정인식에 해당하는 1번 문항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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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의 경우 순번역자 합의에서는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 잘 안다.’로 해석되었지만 원도구와 역 번역된 도구를 검

토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대부분 잘 안다.’로 수

정하였다. 또한, 13번 문항인 ‘I am able to control my temper and 

handle difficulties rationally.’ 의 ‘temper’를 한국어로 적절히 표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 검토를 거쳐 ‘내 성질을 조절할 수 있

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다.’로 결정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설문지 초안을 가지고 간호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

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었고 어색한 

용어, 문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6문항의 K-WLEIS를 확정하

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3분이었다. 

2.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2 ± 2.26세였으며, 성별은 여성

이 308명(85.6%), 남성이 52명(14.4%)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4학년 

105명(29.2%), 1학년 99명(27.5%), 2학년 98명(27.2%), 3학년 58명

(16.1%)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 233명(64.8%), 기독교 84명(23.3%), 

천주교 26명(7.2%), 불교 17명(4.7%) 순이었다. 임상실습경험은 있음

이 163명(45.3%), 없음이 197명(54.7%)로 나타났다.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대상자 간에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타당도 검증 

(1) 요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은 전체 대상자 360명 중 SPSS 케이스의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으로 160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전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와 Barlett 구형성 검정

(Barlett’s test of sphericity)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KMO값이 

.84로 높아 문항 간에 공통적인 잠재요인이 존재함을 나타냈으며, 
문항의 수와 표본의 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23]. Barlett 구형

성 검정의 근사 카이 제곱 값은 1531.22 (p < .001)으로 p값이 .05보

다 작아 문항 간의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님이 검증되었으

며, 본 도구의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였으며, 
스크리 도표에서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elbow point)의 요인의 수도 

4개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이 모두 4개씩이며 원 

도구와 동일한 문항들이 각 요인들에 포함되었다. 요인별 설명력은 

감성조절이 36.6%, 자기감성인식이 16.4%, 감성활용이 11.9%, 타인

감성인식이 8.3% 이었고, 4개 요인에 의한 총 설명력이 73.2%로 나

타나 기준인 60% 이상[24]을 충족하였다. 문항의 요인부하량(Fac-

tor loading) 값은 .60~.90의 범위로서 모든 문항이 .40 이상[24]으

로 나타났다(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측정모형을 구축한 후 나머지 200

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확인

적 요인분석을 위한 정규성 검증 결과, 왜도는 -1.10에서 -0.20, 첨
도는 -0.76에서 1.35으로 정규분포의 조건인 왜도의 절대값 3, 첨도

의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은 만족했다[25]. 

다변량 정규성 검증에서 다변량 첨도지수 84.41, 임계치 33.36으로 

임계치의 기준치인 5.99를 초과하여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다[25]. 그러나 최대우도법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은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위배된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으

므로[26],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 및 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

래핑 방법을 이용하였고 모형에서 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회귀

계수와 p값으로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한 결과, 
c2 = 183.99 (p < .001), CMIN/DF = 1.89, GFI = .89, RMSEA = .07, 
TLI = .93, CFI = .95로 나타나 GFI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장 수준인 CMIN/DF 3이하, RMSEA .08이하, TLI .90 이상, CFI 

.95 이상을 만족하였다[24]. 하위 요인별 b값의 범위는 자기감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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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0.87, 타인감성인식 0.58~0.81, 감성활용 0.56~0.86, 감성조절 

0.75~0.87로 나타났다(Table 4). 

(2)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검증을 위해서 전체 대상자 360

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관계가 검증되었던 의사소

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K-WLEIS로 측정한 값

과 의사소통능력도구(GICC)로 측정한 상관관계 값은 강한 정적 상

관(r = .73, p < .001)을 보였다. 또한, K-WLEIS의 4가지 하위요인과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GICC)과 자

기감성인식(Self-emotion appraisal [SEA]), 타인감성인식(Other’s 

emotion appraisal [OEA]), 감성활용(Use of emotion [UOE])과 감

성조절(Regulation of emotion [ROE])은 각각 .49 (p < .001), .58 

(p < .001), .57 (p < .001), 그리고 .48 (p < .001)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3)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본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해당요인에 대한 수렴타당도와 

다른 요인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의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AVE)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기감성인식(SEA) = .77, 타인감성인식(OEA) = .71, 감성활

용(UOE) = .74, 감성조절(ROE) = .79로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5]. 문항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해당 요인의 

AVE 값이 그 요인과 다른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커야 하며, 
본 연구 결과 가장 작은 AVE 값인 .71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

곱 값 중 가장 큰 .2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문항의 판별타

당도가 검증되었다(Table 5).

3) 신뢰도 검증

전체 대상자 36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16개의 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ies

Total  

(N = 360)

Participants for EFA 

(n = 160)

Participants for CFA 

(n = 200) t or c2 p

n (%) or M ± SD n (%) or M ± SD n (%) or M ± SD

Age (yr) 21.2 ± 2.26 21.4 ± 2.44 21.1 ± 2.10 1.24 .217

Gender Man 52 (14.4) 25 (15.6) 27 (13.5) 0.57 .570

Woman 308 (85.6) 135 (84.4) 173 (86.5)

College year First year 99 (27.5) 39 (24.4) 60 (30.0) 0.98 .327

Second year 98 (27.2) 45 (28.1) 53 (26.5)

Third year 58 (16.1) 27 (16.9) 31 (15.5)

Fourth year 105 (29.2) 49 (30.6) 56 (28.0)

Religion Christian 84 (23.3) 43 (26.9) 41 (20.5) 1.26 .209

Catholic 26 (7.2) 12 (7.5) 14 (7.0)

Buddhism 17 (4.7) 5 (3.1) 12 (6.0)

None 233 (64.8) 100 (62.5) 133 (66.5)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197 (54.7) 84 (52.5) 113 (56.5) 0.76 .450

Yes 163 (45.3) 76 (47.5) 87 (43.5)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K-WLEIS  (N = 160)

Factor Item
Factors

1 2 3 4

Regulation of emotion 15 .89 .10 .00 -.03

16 .87 .19 .15 .02

14 .86 .09 .23 .05

13 .75 .17 .24 .15

Self-emotion appraisal 1 .13 .90 .07 .15

3 .16 .88 .02 .22

2 .12 .83 .16 .25

4 .16 .60 .23 .22

Use of emotion 11 .16 .14 .87 .03

10 .16 .10 .80 -.05

12 .18 .25 .76 .17

9 .06 -.03 .74 .23

Other’s emotion appraisal 7 -.16 .11 -.03 .81

6 .08 .23 .10 .81

5 .12 .21 .11 .79

8 .19 .33 .27 .73

Eigen value 5.86 2.62 1.90 1.34

Explained variance (%) 36.6 16.4 11.9 8.3

Total explained variance (%) 36.6 53.0 64.9 73.2

K-WLEIS =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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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된 K-WLEIS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88이었으며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감성인식 

.84, 타인감성인식 .80, 감성조절 .84, 감성통제는 .89로 나타나 요인 

분석의 내적 일치도 기준인 .70 이상이었다[23].

도구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측정 후, 30명의 동일한 대상자에게 2주 뒤 반복 측

정하고 두 측정 점수 간 급내 상관계수(ICC)를 구하였다. 측정-재측

정 점수 사이의 ICC 값이 .75~1.00은 도구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

[27]을 의미하므로, 본 도구에서 ICC 값은 .91로 나타나 안정성 신뢰

도가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Wong과 Law [1]의 감성지능 측정도구의 한국어판을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

해 K-WLEIS의 16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
성지능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인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

용, 감성조절의 4개 하위요인으로 원도구인 WLEIS와 동일하게 도출

되었으며, 설명된 총 분산과 요인적재량을 고려할 때 감성지능의 주

요 내용들이 잘 반영된 도구로 보인다. 또한 원도구와 동일한 문항들

이 각 하위요인에 적재되었으며 동시에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모

두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 도구의 문항과 원도

Table 3. Model Fit Indices of WLEIS and K-WLEIS

Fitness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c2 (p) df CMIN/DF GFI RMSEA TLI CFI

Original 4 Factor model (n = 72) [1] 132.41 98 1.35 - - .93 .95

K-WLEIS 4 Factor model (n = 200) 183.99 (p < .001) 98 1.89 .89 .07 .93 .95

CFI = Comparative fit index; CMIN/DF = Chi-square minimum/degree of freedom; GFI = Goodness of fit index; K-WLEIS =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igence Scale;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WLEIS =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Table 4.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K-WLEIS  (N = 200) 

Variables Items B SE b p AVE CR

Self-emotion appraisal 1 1.67 0.20 0.87 < .001 0.77 0.85

2 1.54 0.19 0.85 < .001

3 1.53 0.19 0.80 < .001

4 1.00 0.48 < .001

Other’s emotion appraisal 5 0.87 0.09 0.58 < .001 0.71 0.80

6 1.09 0.09 0.81 < .001

7 0.97 0.1 0.66 < .001

8 1.01 0.77 < .001

Use of emotion 9 0.86 0.09 0.56 < .001 0.74 0.82

10 1.35 0.12 0.78 < .001

11 1.35 0.11 0.86 < .001

12 1.00 0.71 < .001

Regulation of emotion 13 0.74 0.05 0.75 < .001 0.79 0.87

14 0.94 0.05 0.87 < .001

15 1.06 0.06 0.83 < .001

16 1.00 0.87 < .001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 Composite reliability; K-WLEIS =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SE = 

Standard error.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Squared Correlations, and Aver-

age Variance Extracted                                                          (N = 200)

Variables SEA OEA UOE ROE

Self-emotion appraisal (SEA) .77 .48 .34 .38

Other’s emotion appraisal (OEA) .23 .71 .34 .23

Use of emotion (UOE) .12 .12 .74 .36

Regulation of emotion (ROE) .14 .05 .13 .79

Correlation coefficient = upper right element; Squared correlation = 

lower left elements; Average variance extracted = diagonal elements 

(bol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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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문항이 동일한 의미로서 하위 개념을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내

며, 번역과정에서 문항의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에게 익숙

한 언어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변수와 문항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원 도구에서 c2(p) = 132.41, df = 98, CMIN/

DF = 1.35, TLI = .93, CFI = .95, 본 연구에서 c2(p) = 183.99, 
df = 98, CMIN/DF = 1.89, TLI. = .93, CFI = .95로 나타나 원 도

구와 매우 유사한 정도의 적절한 모형 적합성을 보였다. 또한, 각 문

항의 b값은 모두 .40 이상이었는데, 4번 문항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

지 않은지 항상 알고 있다.’의 경우 .48로 가장 낮은 b값을 보였다. 이

는 ‘행복’이라는 단어 사용의 빈도가 동, 서양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항의 요지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인

지하는가 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감정 혹은 단어의 사용에 익

숙하지 않아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행복’이라는 단어 대

신 긍정적 감정, 기분 좋음 등과 같은 보다 익숙한 단어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AVE를 구하여 분석한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 역시 확보됨으

로써 자기감성인식 4문항, 타인감성인식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
성조절 4문항이 각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문항으로서 다

른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과 분명히 구별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

로 감성지능을 구성하는 4개 요인과 각 요인별 4개 문항, 즉 총 16개

의 문항의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도구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행 연구에서 감성지능과의 상관

성이 있었던 변수인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의사소통능력은 감성지능 총점과 강한 상관을 보였는데, 타당도 

검증이 안 된 감성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검증

한 선행 연구[5,18]에서 보인 중정도 상관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냈

다. 뿐만 아니라 4개의 각 하위 요인 점수와도 0.40 이상의 중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도구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과 안정성 모두를 분석하였다. 내적일

관성 분석 결과, K-WLEIS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타당화 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감성지능 도구를 이용한 

연구[5,17]에서 보고한 신뢰도보다 높았다. 4개 하위 요인별 Cron-

bach’s α값은 자기감성인식 .84, 타인감성인식 .80, 감성활용 .84, 그
리고 감성조절 .89로, 원 도구 연구에서 제시한 4개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값 .87, .90, .84, .83에 비해 감성인식 요인은 낮게, 감
성 활용과 조절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영어인 원도구를 이탈리아

어로 번안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12]에서 도구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4개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값은 

.90, .89, .91, .90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내 도구의 문항 수가 적음

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에 필요한 신뢰도 수준인 .80 이

상[5]이었으며 이에 하위영역별 분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감성지능의 개념이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하는 속성이기 

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므로 도구의 안정성 또한 중요한데, 본 도구의 

ICC 값은 .90으로 높게 나타나 2회 측정 값의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K-WLEIS는 내적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신뢰성 있는 도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간호연구, 교육 및 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K-WLEIS는 16문항으로 Kim과 

Park이 개발한 EQ [11]의 27문항에 비해 문항 수가 적어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Kim과 Park의 EQ [11]는 자기감성인식 요인

에서 분노, 슬픔, 불안감, 놀라움,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 감성만을 

다루었으나, K-WLEIS에서는 부정적 감성뿐만 아니라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성 문항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K-WLEIS는 정확한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각각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간호 대

학생의 감성지능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한국어판 측정도구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측정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도구는 

자가 보고식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

디딘 신입간호사가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간호 실무에도 기여할 것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감성지능은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의 기질적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

으므로 다양한 대상자와 상황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편의표출에 의해 간호 대학생이 표출되어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을 확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준거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준거타

당도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 요인

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 등 복수의 타당도

를 구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K-WLEI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

학생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

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Wo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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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1]가 개발한 WLEIS를 도구 번역의 철저한 과정을 거쳐 번안

하여 K-WLEIS를 구성하고, K-WLEI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문항이 포함된 각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나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도구의 내

적일관성과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신뢰도 역시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완성된 K-WLEIS는 국내 감성지능 관련 연구를 활

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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