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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의사소통

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의 계에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검증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요양병원 간호사 240명을

상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방법은 IBM SPSS 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 계, 단계 다 회귀분석과 조 효과는 계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이직의도

는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 스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직무스트 스와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직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만족도, 직무스트 스, 연령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요양

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이기 해서는 임상특성을 반 한 체계 인 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사,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 감성지능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job stress of nurse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on turnover intention and to verify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ontrol on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y,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240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during from February 1 to February 28, 201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at used IBM SPSS WIN 20.0 program and the analysis of control effect was 

made by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turnover int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The factors which had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were pay satisfaction, job stress and 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program that reflect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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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격히 증가하여, 65세 이

상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명(11.0%)에서 2030년에는

1,269만명(24.3%), 2040년에 1,650만명(32.3%)으로 망

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 만성질

환을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의 수가 2004년 118기 에서 2015년 1,370기 으로 약

10.6배로 속히 증가하 다[2].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부분은 일상생활이 어

려워 상당한 생활보조가 필요한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자로 의학 처치와 간호, 일상생활 재활을 포함한 통

합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3]. 그러나요양병원의 추

역할을 하는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형편으로[4], 과

한 업무로 스트 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들은 환

자에 한 무 심이나 직무에 한 만족감 하로 간호

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래한다[5,6]. 간호사의 이직요인은 직무스트 스, 직업

문성, 근무환경 인식정도, 근무형태, 여로 나타났다

[3,6-8]. 이와같이 일반병원에서의 이직의도와 요양병원

에서의 이직의도 차이는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사는 일반

병원의 간호서비스와 함께 식사보조, 양식이, 기도

흡인, 기 귀교환, 침상목욕, 체 변경등의 문 간호

제공으로 이직의도가 더 높다. 특히, 간호조무사보다 간

호사 확보 수 이 높을수록 노인환자의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욕창발생이나 악화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9]는 요양병원간호사의 인력 확보 리는 질 높

은 간호제공에 필수 이므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

방을 한 조직 노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그 감성을 잘 조 하여, 감성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0]. 감성지능은 갈등을

최소화하여 정 인 역할을 하며[11], 간호 상황에서 감

성지능이 높은 간호사는 정 이고 합리 인사고로 갈

등을 해소 할 수 있다[11,12].

국내에서 간호사를 상으로 한 감성지능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조직 내에서 정서와 련된 여러 가지 문

제에 직면했을 때 업무수행을 정 이고합리 으로 하

도록돕고, 직무에 한 동기부여 직무만족, 이직의도

에 요한 향을 미친다[13,14].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조직 구성원과 의료진

간의 상호작용 향으로 효과 으로 처하여[15], 환자

와 정 인 신뢰 계를 형성으로 치료효과를 높이고 간

호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다[16]. 의사소통이 낮은 간호

사는 직무스트 스가 높고, 직무만족이 떨어져 이직의도

에 향을미친다[17,18]. 간호사와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

사소통은 업무에 요한 향을 미치고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19].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많은 인 계 업무로

의사소통 능력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의사소통 능

력은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18]등에 향을 미치고, 이

들 변수는 이직의도와 련이 있다[19,20].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는 이직률을 높여 조직의 안정

성을 해치고, 이직은 간호사 부족을 래하며 남아있는

동료 간호사의 업무량 과 과 간호의 문성 하락을

래하여 직무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1,22]. 한, 직무스트 스를 경험하게되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무스트 스는 이직의도의 요

한 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2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정 일수

록 직무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3], 요양병

원에 한 낮은인식과비 문인력의 리 부담 등은직

무스트 스로 연결되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친다

[21,23].

지 까지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감성

지능, 의사소통, 직무스트 스 등 이직의도에 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이루어졌

지만,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와의 계에서 감성지능의 효

과를 확인하여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감성지능, 이직의도와의 계를 악하고,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한다. 한, 의사소통능력과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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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규명하여 요양병원 간

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함이며, 구체 목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

도 감성지능 차이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

도, 감성지능,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한다.

2. 연

2.1 연 계

본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가 의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이를 검증

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 kr)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증평가를

받은 B시와 G시에 소재한 13곳의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상 요양병원의 간호

사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3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정

력 .95, 효과크기 .15, 측요인 18개일 때 213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55명

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고 249부가 회수되었으

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40부를 최

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B시와 G시

에 소재한 13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설문에 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3 연 도  

2.3.1 직 도

Mobley [24]가 일반인을 상으로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김미란[25]이 병원상황과 간호사에게 합하

도록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잔류의도를

나타내는 4번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 다. 본 도구는 총 6

문항으로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란[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6, 본연구에서는Cronbach's α =.72이었다.

2.3.2 감 지능

다양한 조직에 용 가능하도록 Wong & Law [10]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WLEIS)를 정 우[26]가 번역

한 도구를이용하여측정하 다. 본도구는 4개 하 역

총 16문항이며 자기감성 이해, 타인감성 이해, 감성조

감성의 활용의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매우 그 다’ 7 에서 ‘ 아니다’ 1 의 7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7

이었으며, 정 우[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3.3 사 통능력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서로 다른

척도를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하기 해Rubin 등[27]이 제시한 8가지의사소통능력 구

성개념에 7가지개념을합하여허경호[28]가수정 ·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15개의 문

항으로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 긴장환화, 주장력, 집

력, 상호작용 리, 표 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

회 성, 조리성, 목표간 력,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개념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측

정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72 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90이었다.

2.3.4 직 스트레스

김매자와 구미옥[29]이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개발

한 직무스트 스 측정 도구를 박 옥[21]이 노인요양시

설 간호사를 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본 도구는 8개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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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3문항), 문지식과 기술의 부족(3문항), 문직으

로서의 역할갈등(5문항), 인 계상의 문제(3문항), 부

한 보상 우(2문항), 상사와 계(2문항), 업무상

의 갈등(5문항), 익숙치 않은 상황(2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아주 심하게 느낀다’ 5 에서 ‘ 못 느

낀다’ 1 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

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94 으며, 박 옥[21]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

이었다.

3.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감성지

능, 이직의도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감성지

능, 이직의도의 상 계는 피어슨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

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 다.

다섯째,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의

계에서 감성지능의 조 효과는 계 다 회귀분석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

다.

4. 연 결과

4.1 연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연령은 평균 42.32세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97.1%이

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52.1% 이며, 총임상경력은 15.54

년 이었다. 요양병원 임상경력은 5년 이상이 42.1%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48.8%, 여만족도는 보통이

53.8%로 나타났다.

Characterist Categories N (%) M±SD

Age

>29 34 14.2

42.3±
10.169

30~39 60 25.0

40~49 70 29.2

≤50 76 31.7

Sex
female 233 97.1

male 7 2.9

Martial states

unmarried 63 26.3

married 174 72.5

others 3 1.3

Religion
Yes 115 47.9

No 125 52.1

Toal working
period

>5 51 21.3

15.54±9

8.765

5~10 32 13.3

10~14 50 20.8

15~19 46 19.2

≤20 61 25.4

Long term
care hospital
working period

>1 29 12.1

5.80±
44.171

1~2 62 25.8

3~4 48 20.0

≤5 101 42.1

Shift pattern

day shift only 117 48.8

two shift 3 1.3

three shift 76 31.7

night shift 37 15.4

part time 7 2.9

Pay
satisfaction

moderate 128 53.3

slightly 70 29.2

not at all 7 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0)

4.2 대상  사 통능력, 직 스트레스, 직

도, 감 지능  정도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감성지능, 이

직의도의 평균은 Table 2와 같다.

Categories Min Max M(SD)

Turnover intention 1.00 4.83 3.14±.728

Emotional intelligence 3.13 6.75 4.77±.749

Self emotion understanding 2.75 7.00 5.10±.846

Others emotion understanding 2.75 7.00 4.83±.824

Emotion control 1.50 6.25 4.32±.900

Emotion utility 2.00 7.00 4.83±.963

Ccommunication competency 2.21 4.87 3.58±.464

Job stress 1.28 4.12 3.38±.522

Table 2. Degree of communication competenct, job 

stress, eomtional control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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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이직의도는 5 만 기 으로 체평균은

3.14±.73 이었으며, 감성지능은 7 만 기 으로 체

평균은 4.77±.75 이었으며, 감성지능 하 역별 수는

자기감성이해는 평균 5.10 ±.85 으로 가장 높고, 타인감

성이해는 평균 4.83±.85 , 감성 조 은 평균 4.32±.90 ,

감성 활용은 평균 4.83±.96 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5

만 기 으로 체 평균은 3.58±.46 이었으며, 직무스

트 스는 5 만 기 으로 체 평균은 3.38±.52 이었

다.

4.3 대상  사 통능력, 직 스트레스, 직

도, 감 지능간  상 계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 감

성지능(하 요인)의 상 계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 스(r=.28, p<.001)와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감성지능(r=.68, p<.001), 하

요인 자기감성이해(r=.60, p<.001), 타인감성이해(r=.68,

p<.001), 감성조 (r=.46, p<.001), 감성활용(r=.57, p<.001)

과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직무스트 스는 감성지능 하 요인인 감성

조 (r=.15, p=.018)과 유의한 정의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y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Communication
competency

1 　

Job stress -.02 (.709) 1　

Turnover intention -.07 (.261) .28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68 (<.001) .03 (.679) .01 (.855)

Self emotion
understanding

.60 (<.001) .03 (.653) .05 (.404)

Others emotion
understanding

.68 (<.001) -.06 (.342) .07 (.285)

Emotion control .46 (<.001) .15 (.018) -.07 (.292)

Emotion utility .57 (<.001) .03 (.624) -.01 (.927)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N=240)

4.4 대상  직 도에 향  미치는 

상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나타난 일반 특성 연령, 요양병원 임상경력, 여만

족도와 독립변수 직무스트 스를 투입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만족

도, 직무스트 스, 연령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상

자의 이직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만

족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무스트 스, 연령 순 이

었다. 이들 변인은 이직의도를 20.1% 설명하 다

(F=19.748, p<.001).

이 여만족도(β=-.29, p<.001)는 이직의도에 유의

한 부의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

스(β=.25, p<.001), 연령(β=-.19, p=.001)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여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연령이 20

세 이상-30세 미만이 그 외 나이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

아짐을 의미한다.

Variables B S.E β t p R²

3.100 .356 　 8.719 <.001

Pay
satisfaction

-.280 .056 -.291 -4.956 <.001 .105

Job stress .351 .082 .252 4.289 <.001 .061

Age -.131 .041 -.188 -3.224 .001 .035

R²=.201, Adj. R²=.191, F=19.748, p=<.001

Table 4. Effect of turnover intention              
(N=240)

4.5 대상  사 통능력, 직 스트레스, 직

도  계에  감 지능  조절효과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의

계에서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일반 특성 의사 소통

능력, 직무스트 스,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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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항, 직무스트 스와 감성지능

상호작용항 각각의 변수를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 단

계별로 투입하 을때, 유의수 (p<.05) 내에서 설명력

(R2)와 수정된 설명력(Adj. R2)의 증가분을 단기 으로

하여 감성지능의 조 효과를 악하 다.

분석결과각모형이유의하고(p<.001), Durbin -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396으로 2에 근 하여 자기상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종속변수를 설명

하는데 하게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 분산

팽창지수(VIF)는 1.063-2.086으로 10 이하, 공차한계

(Tolerance)는 .4∼.9로 그 값이 1.0에 근 하여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 이직의도 정도가 연령, 요양

병원 임상경력, 여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 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 여만족도가 이

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를

가변수(demmy variaboes)로 처리하여 첫 단계에서 통제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시켰다(모형 1).

두번째 단계에서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변수에

(모형 2), 세 번째 단계에서 조 변수인 감성지능 회귀시

켰으며(모형 3), 마지막 단계에서 감성지능의 각 변수를

다 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해 각변수의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제거한 잔차값(측정값-mean)을 구하는 평균

심화(Mean Centering) 과정을 거친 후 의사소통능력

과 감성지능, 직무스트 스와 감성지능의 상호작용 항에

회귀시켰다(모형 4).

제시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를 비교해 보면,

모형 1에서 2개의통제변수는 이직의도 정도를 13.9% 설

명(F=12.679, p<.001)하 고, 독립변수인 의사소통과 직

무스트 스가추가된 모형 2의 설명력은 20.5%로 추가

으로 6.6%를 설명하 다(F=12.091, p<.001). 감성지능 변

수를 추가한 모형 3의 설명력은 20.5%를 설명하 다

(F=10.036, p<.001).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 직무스트

스와 감성지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모형 4의 설명

력은 21.5%로 추가 으로 1.0%를 설명(F=7.928, p<.001)

하 다.

5. 논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가 지각하는 이직의도, 의

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감성지능

의 조 효과를 살펴 으로써, 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하

여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간호 리자로 하여

효율 으로 인력자원을 리하게 하는 안을 마련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llinearity statistic

β t p β t p β t p β t p
Tolerance

limit
VIF

20.10 <.001 5.85 <.001 5.82 <.001 5.35 <.001

Age -.20 -2.75 .006 -.2.1 -3.01 .003 -.21 -2.87 .005 -.12 -2.75 .006 .656 1.525

Pay satisfaction -.32 -5.36 <.001 -.30 -5.06 <.001 -.30 -5.05 <.001 -.29 -4.86 <.001 .941 1.063

Communication
competency

.07 1.12 .265 .07 .902 .368 .09 1.05 .295 .521 1.919

Job stress 252 4.29 <.001 .252 4.28 <.001 .26 4.21 <.001 .925 1.081

emotional
intelligence

-.010 -.12 .906 -.004 -.045 .964 .479 2.086

emotional
intelligence

×
Communication
competency

-.096 -1.58 .116 .906 1.104

emotional
intelligence

×
Job stress

.030 .500 .617 .919 1.088

R² .139 .205 .205 .215

ΔR² - .066 .000 .010

F(P) 12.679(<.001) 12.091(<.001) 10.036(<.001) 7.928(<.001)

Durbin-Watson 1.396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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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이직의도는 5 만 에 평균 3.14 으로 나

타났다. 일반 간호사를 상으로 한김미란[25]의 연구에

서 3.28 ,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한수정[11]의

연구에서 3.36 ,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정하윤

과 정귀임[3]의 연구에서 3.29 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간호

문성에 한 주변의 낮은 인식, 노인환자의 끊임없이

요구되는 일상의 돌 과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 비 문

인력을 교육하고 리하는 부담감 등으로정서 스트

스를 받으며 업무 만족도를 하시키고스트 스를 증가

시켜 이직의도를 높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직의도는 병원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7,8]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다양한 조 변수로 규명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간호의 질향상을 해 이직의

도를 낮출 수 있는 장에서의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상자의 직무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3.38 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 옥

[21]의 연구에서 3.46 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아 부

분 간호사들이 등도 이상의 스트 스를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스트 스 정

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희생과 사의 직업 이미

지로 인해 직무스트 스 리가 미흡한 실정이다[18]. 간

호사들의 높은 직무스트 스를 히 리하지 못하면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사들의 직무스트

스요인을 구체 으로 악하여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자의 감성지능은 7 만 에 평균 4.77 으로 나

타났으며, 학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한수정[11]의

연구에서 4.66 ,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춘선,

염동문등[12]의 연구에서 4.58 으로 본 연구 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 감성지능의 하 역 별로 살펴보면 본 연

구에서의자기감성이해 , 타인감성이해 , 감성활용 , 감

성조 은. 학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한수정[11], 종

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춘선, 염동문[12] 연구의

하 역별 순 와 유사하 다. 간호사들에게 요하고

기본이 되는 감성이 스트 스를 인식하거나 처하는데

효과 인 자기감성이해가 비교 높은 수 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사를 한 감성지능 향상 로그램을 개발

하여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한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

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만족도, 직무스

트 스, 연령순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

인되었다. 여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높을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노인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황윤선, 조은

[8],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윤 숙과 김숙 [23]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간호사의 자신의 업무능력에

한 한계 과 과다한 업무량에 한 부담감, 업무환경

에 한 불만족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 스로 이직을 선

택하며, 연령이 20-29세일 때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21]. 수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해 간호사들의 과

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직무스트 스는 증가하고 있지

만 이에 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8].

그러므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해서는

재 경력에 상 없이 일정액을 받는 연 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임상경력 인정과 함께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

하다[21].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 스를 리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한 통합 로그램이 체계

으로 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의 계에 감

성지능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 간의 계를 조 하지 못하

는 것으로나타났다. Wong & Law [10] 연구에서감성지

능이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 간의 감정지능 조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의사

소통능력, 직무스트 스, 이직의도와 감성지능과의 계

에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 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 변수를 다양화해 감성지능의 조 효과

를확인하기 한심층 인반복연구필요하다고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B시와 G시에 소재한 13곳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선정하 기에 일반화하기

에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를 표할

수 있는 충분한 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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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제언

본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와의 계에서 감성지능이 미

치는 향을 악하여 효율 인 인 자원 리의 실무

측면에서 시사 을 제공하기 하여 실시하 다. 자료수

집은 K 학교의 IRB(기 생명윤리 원회) 승인(Kaya-209)

을 받아 B시와 G시의 13개 용양병원의 간호사를 상으

로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

정력 .95, 효과크기 .15, 측변수 18개를기 으로총 240

부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이직의도는 직무스트 스와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높았고 감성지능별 하 역으로

는 자기감성 이해가 가장 많았다. 이직의도는 직무스트

스와 정의 상 계가 나타났고 이직의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만족도, 직무스트 스, 연령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이직의도와

의 연 성을 확인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상자는 일부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실시하 기때문에 반

복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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