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간호사와 환자 계에서 의사소통은 그들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 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문인으로서 치료 이어야 한다[1, 2]. 특히

정신간호사는 치료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환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환자에 한 찰과면담을 주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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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로 하고 있다. 일반간호 업무에 따른 간호행 이외

에도 환자의 정신 고통을 경감하기 해 상담자의 역

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문의와 함께 환자

의 변인으로서 치료에 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3]. 한 정신병원 특성상 정신

간호사는 정서와 행동양상이 복잡한 정신질환자의 정서

반응을 조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해

서 정신간호사는 첫째, 다양한 면담기술과 환자의 심리

변화에 따른이상행동 한지식을 익 야 한다. 둘째,

자신의 개인 속성인 감성지능과 임상 기술인 진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환자의 갈등과 불안을규명해야 한

다[4, 5]. 셋째, 환자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 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6]. 이에 반해 일반병동은

환자의 빠른 질병 치료를 하여 진료부 다양한 부서

와의 의료 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반병동

특성상 일반간호사는 병원 내 다양한부서와의 의사소통

을 통하여 간호업무를 조정한다. 그리고 일반간호사는

치료 화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수 의환자와 보호자

를 상으로 내·외과 여러 질병에 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7]. 이와 같이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와의 치료

계 형성을 해서 진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간호사와의 의사

소통 경험에 있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간호사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기’, ‘공감해주기’,

‘친구 같이 친숙하고 친 하기’의 간호를원한다[8, 9]. 즉,

환자는 자신의 욕구, 감정, 생각 등을 비 단 태도로

언어 ·비언어 경청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

는 간호사를 원한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소통을 통해 자

신의 심리 ‧신체 변화를 간호사가 알아 주고, 간호

사가 자신의 주요 심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함께 나

기를 바란다. 이러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한다[10].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 회복을 한 치료

재자로서 진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10, 11]. 특

히 정신간호사는 환자로 하여 자신의 요구 달 능력

을 향상시켜 인 계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요 간

호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진 의사소통은 정신간호사

가 수행하는 주요 치료 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0-12].

간호사는 환자와의 치료 계를 형성하기 해서

먼 다양한 의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환자

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필요하다. 간호사

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이해하여 그 로 상 방에게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감성 이해와 자기감성 활용이 가능

해졌을때 환자의 불안, 분노, 슬픔 등을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며 환자의 감정을 효율 으로 조 할 수 있

다[6, 10, 13, 14]. 이러한 간호사의 개인 특성을 감성지

능이라고 한다. 정신간호사가 정신질환자의 이상행동 증

상에 하여 의식 는 무의식 으로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는 언행은 환자에게 불안감과 망감

을 경험하게 한다[8, 9]. 그러므로 정신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활용과 환자의 증상에 내포

된 욕구와 감정에 해 민감성을 가지고 알아 주고 이

해할 수 있는 타인감성이 더욱 요구된다[10, 14]. 따라서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욕구를 악하고이에 응하기 하여 필요한 특성이다.

일반 으로 간호사는 진료부, 간호부, 사무부, 환자와

보호자와의 인간 계에서 심부에 치하고 있어 병원

조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환자의 변자로서

의 역할을 가진 간호사가 환자와 다른 부서의 의료인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환자의 건강회복에 미치

는 향은 크다[6]. 효과 이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하

여 유발되는 의사소통갈등은 환자들이 가지는 불만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갈등은 의사를 비롯하여

동료간호사, 타부서 간에 간호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환자의 문제해결과 치

료 간호행 에 한 합리 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여

간호업무수행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6]. 일반간호

사, 의사 직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한 조사에

의하면 간호사가 76.2%로 의사 54.7%와 의료기사 43.2%

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들은 상 직 간호사와 의사소통 갈등이 가장 심하

고, 그다음으로 리직, 환자 보호자와도 등도 이

상의 의사소통갈등을호소하고있다[15, 16]. 이 듯의사

소통 장애로 인한 갈등은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만족도

를 낮아지게 하고, 의료인 사이에 불만족을 유발하여 효

율 인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 되고 있다[15-17].

특히 사고, 정서 행동 등의 측면에서다양한 이상행동

을 보이는 정신질환자와의 화에서 정신간호사가 불명

료하거나 비 치료 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환자에게 불

신을 경험하게 하여 의사소통갈등을 야기 시킨다[9]. 정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감 지능, 촉진적 사 통능력 -및 사 통 갈등 비 331

신간호의 질은 간호사 자신이 업무에 해 만족하고 심

리 으로 안정될 수 있을 때 치료 으로 다가가 갈수 있

다[10, 18, 19]. 이처럼 정신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다르

게 간호업무방식에 있어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동료간호사나 정신과 의사, 보호자

와의 계에서 이루어지는 진 의사소통능력과 의사

소통갈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정신

간호사와 일반간호사는 환자와 진 의사소통능력 정

도와 의사소통갈등 정도에 한 악이 필요하다.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

통능력 의사소통갈등과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정신간호사의 높은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은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고[20], 일반병동 간호사의 의사소통능

력은 간호업무성과에강력한 향을 주며[21, 22], 정신간

호사의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진 의사소

통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10]와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

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일반병동 간호사

보다 낮다는 연구[7]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신간호

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정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갈등에 한 비교·분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며, 더욱이 이들이 각 병동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사소통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논문이 없는 시 에서

이에 한 기 자료가 실히 필요하다. 한 정신간호

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소통 갈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병동의 간호사에

게 실질 으로 필요한 교육 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하

고, 각 병동에 따른 의사소통 련 문제 을 악하여 효

율 인 간호업무를 한 실무교육 로그램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본 연구는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상으

로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을

비교함으로써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진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갈등을 감소시키기 한 안

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다. 본 연구

의 구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

사소통갈등 정도를 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 차이를 악한다.

셋째, 상자 간의 감성지능을 비교한다.

넷째, 상자 간의 진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한다.

다섯째, 상자 간의 의사소통갈등을 비교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감성

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을 비교분석

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국내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와 일반 내·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

사이고 근 모집단은 국내 10개 도시 정신과병원 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병동 간호사와 4개 도시 종합

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하여 설문조사를 허락한 정신과 병원과 종합병원을 편

의표집 한 후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인

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본 연구는 G*Power 3.1.2

로그램을 활용하여 t-test 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

기를 계산할 결과와 선행연구[14, 23-24]의 표본수를 참

조하여 유의수 (α)=.05, effect size(w)=.50, 검정력(1-

β)=.95으로 t-test를 한 연구 상자의 표본 수는 각 집

단 105명씩 총 210명으로산정되었으나 설문지 회수율을

고려하여 380명을 상으로 하 다. 설문지 답변이불

충분한 설문지 7명을 제외하고 최종 334명의 간호사를

상자로 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의 도구는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

사소통갈등, 일반 특성 조사지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

용하 다. 측정 도구 모두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았다.

2.3.1 감 지능 도

감성지능은 Wong과 Law[25]가 개발한 Wong &

Law'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을 Choi[26]

가 번안한 도구로 자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 다.

WLEIS는 총 16개 문항으로 4개의 하 요소 "자기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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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정조 ", "감성활용"에 한

감성지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 아니다’ 1

에서부터 ‘매우 그 다’ 7 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

된다. 측정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의 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체 .87, "자기감성이해" .86, "타인감성이해" .85,

"감정조 " .79, "감성활용"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체 .92, "자기감성이해" .82, "타인감성이해" .77, "감

정조 " .82, "감성활용" .85으로 나타났다.

2.3.2 촉진적 사 통능력 도  

진 의사소통능력은 Kim[11]이 간호 재기법

만성정신질환자를 상으로 개발한 치료 의사소통도

구 문항을 기 로 한 Yoon[27]의 구체 의사소통행

도구를 Oh[10]가 재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진 의사소통능력은 총 18문항으로 "

극 경청하기" 5문항, "수용하기" 4문항, "알아 주기"

5문항, "공유하기" 4문항의 4개 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항상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Yoon[27]의 연구에서는 .95,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

다. 하 척도인 " 극 경청하기" .82, "수용하기" .82, "

알아 주기" .74, "공유하기" .79로 나타났다.

2.3.3 사 통갈등 도

의사소통갈등은 Klauss & Bass[28]가 개발한 의사소

통 척도와 Beyer[29]이 개발한 의사소통갈등 척도를 참

고하여 Park[19]이 간호사의 의사소통갈등을 측정하기

해 만든 도구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총 36문항으로 간호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사, 동

료 간호사, 사무 는 기술직직원 등과 의사소통 과정에

서 겪게 되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아주 그 다’ 5 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갈등이 높음

을 의미한다. Park[19]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2.4 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20일부터 2017

년 7월 30일까지 다. 자료수집방법은 200병상 이상의 10

곳의 정신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정신간호사와 4곳의

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연구자가 병원을 직 방문하여 병원장과 간호부서

장에게 연구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사 허락과 조

를 받아 시행하 다. 설문지는 정신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과 일반 특성에

한 내용으로 상자에게연구 목 방법, 설문 내용,

설문의 도 거부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지 작성 소

요시간 등을 설명하 다.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상자에게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하도

록 하 다. 설문지의 소요시간은 약 20∼30분정도이다.

상자의 비 유지를 해 설문지는 회신 투에 담아

일 으로 수거하 다.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41부를 회수하 으며, 회수율은 89.7%이었다, 이 근

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자와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

을 7부를 제외한 33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5 료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둘째, 상자의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로 검증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과의사소통갈등의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

석하 다.

넷째, 상자 간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갈등의 차이는 ANCOVA로 분석하 다.

다섯째, 상자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

사소통갈등의 하부개념별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산출하 다.

여섯째, 측정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를 악하기

해 Cronbach's alpha coefficients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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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대상  반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

된 상자의 수는 모두 334명으로 정신간호사 174명, 일

반간호사 160명이었다. 정신간호사의 성별은 여자가 142

명(81.6%), 남자가 32명(18.4%)이었으며, 연령은 40세 이

상이 39명(22.4%), 26세 이하가 38명(21.8%), 26세∼29세

가 37명(21.3%), 30세∼34세가 32명(18.4%), 35세∼39세

가 28명(16.1%)의 순으로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33.8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95명(54.6%), 기혼이 79명

(45.4%)이었으며, 교육수 은 3년제 졸업자가 77명

(44.3%), 4년제 졸업자가 80명(46.0%), 학원 이상이 17

명(9.8%)으로 나타났다. 근무연한은 10년 이상이 67명

(38.5%), 5년～9년이43명(24.7%), 3년～4년이33명(19.0%),

3년 미만이 31명(17.8%)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연

한은 6.6년이었다. 직 은 일반간호사가 137명(78.7%),

책임간호사가 19명(11.0%), 수간호사 이상의 리자가

18명(10.3%)이었으며, 의사소통 교육경험이 있는 상자

가 99명(57.2%), 교육경험이 없는 상자가 77명(42.8%)

이었다.

일반간호사의 성별은 여자가 156명(97.5%), 남자가 4

명(2.5%)이었으며, 연령은 40세 이상이 43명(26.9%), 26

세∼29세가 35명(21.9%), 30세∼34세가 34명(21.3%), 25

세 이하가 25명(15.6%), 35세∼39세가 23명(14.4%)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4.2세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7명(48.1%), 기혼이 83명(51.9%)이었으며, 교육

수 은 3년제 졸업자가 39명(24.4%), 4년제 졸업자가 97

명(60.6%), 학원 이상이 24명(15.0%)으로 나타타났다.

근무연한은 10년 이상이 80명(50.0%), 5년～9년이 44명

(27.5%), 3년 미만이 22명(13.8%), 3년～4년이 14명

(8.8%)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연한은 7.9년이었다.

직 은 일반간호사가 136명(85.0%), 책임간호사가 18명

(11.3%), 수간호사 이상의 리자가 6명(3.8%)이었으며,

의사소통 교육경험이 있는 상자가 96명(60.0%), 교육

경험이 없는 상자가 64명(40.0%)이었다.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성별(t=21.89, p<.001), 교육

수 (x²=14.72, p<001), 근무연한(x²=9.80, p<.05)으로 나

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34)

Variable Categori

Psychiatric
nurse
(n=174)

General
nurse
(n=160) x²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32(18.4) 4(2.5)

21.89 .000
Female 142(81.6) 156(97.5)

Age
(years)

33.8±9.73 34.2±8.13

2.90 .574

≤25 38(21.8) 25(15.6)

26～<30 37(21.3) 35(21.9)

30～<35 32(18.4) 34(21.3)

35～<40 28(16.1) 23(14.4)

≥40 39(22.4) 43(26.9)

Marital
status

Unmarried 95(54.6) 77(48.1)
1.40 .142

Married 79(45.4) 83(51.9)

Education
level

Diploma 77(44.3) 39(24.4)

14.72 .001Bachelor 80(46.0) 97(60.6)

Master 17(9.8) 24(15.0)

Length of
career
(year)

6.6±3.75 7.9±3.63

9.80 .020

1∼<3 31(17.8) 22(13.8)

3～<5 33(19.0) 14(8.8)

5〜<10 43(24.7) 44(27.5)

≥10 67(38.5) 80(50.0)

Nurse
position

Staff 137(78.7) 136(85.0)

5.45 .065
Charge 19(11.0) 18(11.3)

Head/
manager

18(10.3) 6(3.8)

Experience of
communication
class

Yes 99(57.2) 96(60.0)
.264 .344

No 74(42.8) 64(40.0)

3.2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반적 특 에 

차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감성

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 차이분석에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 정신간호사의 감성지능 수는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F=4.33, p<.01) 사후검정 결과 26

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는 24세 미만보다 높았

으며, 40세 이상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t=-3.18, p<.01), 학원 졸업자가 3년제와 4

년제 학 졸업자 보다(F=4.58, p<.05), 수간호사 이상의

리자가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보다(F=3.09, p<.05),

의사소통 교육경험이 있는 자가 의사소통 교육경험이 없

는 자에 비해(t=2.46, p<.05) 감성지능 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진 의사소통능력 수는 교육수 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보 다(F=0.97, p<.01). 사후 검증 결과

학원 졸업자가 3년제와 4년제 졸업자 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갈등 수는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 간호사보다 여자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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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더 높았다(t=-2.68, p<.01). 일반병동 간호사의

감성지능 수는 수간호사 이상의 리자가 일반간호사

와 책임간호사보다(F=1.73, p<.05) 감성지능 수가 유의

하게 더 높았다.

3.3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감 지능, 촉진적 

사 통능력 및 사 통갈등 정도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

통능력 의사소통갈등 정도 비교 분석에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7 만 에 정신간호사가 4.83±0.7 , 일

반간호사가 4.93±0.75 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이 정신간호사보다 높았다. 진 의사소통능

력은 5 만 에 정신간호사가 3.58±0.40 , 일반간호사

가 3.71±0.47 으로 나타났으며, 진 의사소통능력

한 일반간호사가 정신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

통갈등은 5 만 에 정신간호사가 3.32±0.49 , 일반간

호사가 3.62±0.53 으로 나타나 일반간호사가 정신간호

사 보다 의사소통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간  감 지능, 촉

진적 사 통능력 및 사 통갈등  차  

Table 3. The Degree of Psychiatric and General Nurse

on Emotional Intelligenc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Conflicts                          (N=334)

Subfactors

Psych iatric
nurse
(n=174)

General
nurse
(n=160)

Mean±SD Mean±SD

EI 4.83±0.74 4.93±0.75

FCA 3.58±0.40 3.71±0.47

CC 3.32±0.49 3.62±0.53

EI=Emotional Intelligence; FCA=Facilita tive Communication
Ability; CC=Communication Conflicts.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 간의 감성지능, 진 의사

소통능력 의사소통갈등의 차이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동질성 검증결과

(Table 1) 일반 특성 두 그룹 간에 차이가 나타난

성별, 교육수 과 근무연한을 ANCOVA를 이용하여 공

변수로 처리하여 통제하고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

Charac. Categori.

Emotional Intelligenc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Conflicts

Psychiatric
nurse
(n=174)

t or F(p)
Scheffe'

General
nurse
(n=160)

t or F(p)
Scheffe'

Psychiatric
nurse
(n=174)

t or F(p)
Scheffe'

General
nurse
(n=160)

t or F(p)
Scheffe'

Psychiatric
nurse
(n=174)

t or F(p)
Scheffe'

General
nurse
(n=160)

t or F(p)
Scheffe'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4.86±0.72 0.25

(.806)

4.31±045 -1.67
(.098)

3.51±0.43 -1.03
(.305)

3.43±0.28 -1.18
(.238)

3.11±0.43 -2.68
(.008)

3.40±0.51 -0.81
(.418)Female 4.83±0.74 4.94±0.75 3.59±0.40 3.71±0.47 3.37±0.49 3.62±0.53

Age
(years)

≤25a 4.63±0.76

4.33
(.002)
a<b,c,d<e

4.69±0.49

1.71
(.151)

3.58±0.42

0.65
(.630)

3.59±0.32

0.87
(.486)

3.38±0.52

0.69
(.603)

3.51±0.38

0.11
(.825)

26～<30b 4.69±0.80 4.86±0.81 3.57±0.49 3.73±0.58 3.25±0.43 3.61±0.53

30～<35c 4.69±0.68 4.86±0.74 3.53±0.40 3.68±0.39 3.35±0.37 3.65±0.51

35～<40d 4.92±0.68 4.95±0.79 3.51±0.31 3.65±0.51 3.37±0.56 3.61±0.48

≥40e 5.20±0.60 5.14±0.76 3.65±0.34 3.80±0.47 3.25±0.53 3.66±0.63

Marital
status

Unmarried 4.67±0.74 -3.18
(.002)

4.84±0.70 -1.31
(.193)

3.56±0.42 -0.58
(.561)

3.67±0.48 -0.83
(.407)

3.33±0.45 0.37
(.711)

3.57±0.52 -1.04
(.297)Married 5.02±0.70 5.00±0.78 3.60±0.39 3.73±0.45 3.31±0.53 3.66±0.53

Education
level

Diplomaa 4.79±0.67 4.58
(.012)
a,b<c

4.97±0.85
1.16
(.128)

3.49±0.39 0.97
(.002)
a,b<c

3.67±0.53
0.09
(.658)

3.31±0.42
0.65
(.348)

3.60±0.57
0.87
(.421)

Bachelorb 4.76±0.77 4.84±0.68 3.60±0.41 3.70±0.45 3.35±0.49 3.59±0.48

Masterc 5.33±0.64 5.17±0.80 3.86±0.26 3.78±0.45 3.20±0.71 3.75±0.63

Length of
career
(year)

1∼<3a 4.68±0.98

0.92
(.856)

4.75±0.59

1.35
(.260)

3.55±0.51

0.19
(.819)

3.70±0.38

0.15
(.560)

3.24±0.59

0.60
(.497)

3.38±0.35

0.65
(.072)

3～<5b 4.77±0.71 5.07±0.65 3.58±0.36 3.81±0.28 3.29±0.42 3.48±0.61

5〜<10c 4.82±0.68 4.80±0.83 3.55±0.46 3.63±0.57 3.32±0.44 3.71±0.50

≥10d 4.93±0.73 5.01±0.74 3.60±0.32 3.73±0.45 3.37±0.49 3.65±0.55

Nurse
position

Staff a 4.77±0.76

3.09
(.048)

4.88±0.71
1.73
(.046)
a<b<c

3.56±0.42

0.46
(.631)

3.68±0.47 0.37
(.191)

3.29±0.49 0.56
(.094)

3.59±0.51 1.85

Charge b 4.86±0.58 5.00±0.94 3.59±0.33 3.79±0.45 3.55±0.38 3.84±0.54 (.160)

Head/
managerc

5.22±0.59 5.64±0.57 3.66±0.29 4.00±0.49 3.27±0.52 3.55±0.69

Experience of
communicati
on class

Yes 4.95±0.68 2.46
(.015)

4.97±0.73 1.08
(.283)

3.62±0.38 1.88
(.062)

3.76±0.49 1.93
(.055)

3.35±0.51 0.79
(.431)

3.66±0.53 1.19
(.236)No 4.68±0.78 4.84±0.77 3.51±0.42 3.62±0.42 3.29±0.46 3.56±0.51

Table 2.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Conflicts between Psychiatric and General Nurs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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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의사소통갈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성별, 교육수 과 근무연한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 두 그룹의 감성지능

과 진 의사소통능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의사소통갈

등(t=18.46, p<.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Conflicts between 

Psychiatric and General Nurse. 

(N=334) 

Dependent
variables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t
or F

p

EI

Gender 0.02 1 0.02 0.04 .847

Education
level

1.90 1 1.90 3.49 .063

Length of
career

2.41 1 2.41 4.42 .036

Groups 0.15 1 0.15 0.28 .596

Error 179.60 329 0.54

Total 8130.85 334

Corrected 184.59 333

Total

FCA

Gender 0.21 1 0.21 1.16 .281

Education
level

1.43 1 1.43 7.66 .006

Length of
career

0.01 1 0.01 0.06 .807

Groups 0.57 1 0.57 3.08 .080

Error 61.57 329 0.18

Total 4,494.60 334

Corrected 64.74

Total

CC

Gender 1.23 1 1.23 4.87 .028

Education
level

0.02 1 0.02 0.08 .778

Length of
career

0.98 1 0.98 3.88 .050

Groups 4.67 1 4.67 18.46 .000

Error 83.35 329 0.25

Total 4106.17 334

Corrected 93.73 333

Total

EI=Emotional Intelligence; FCA=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CC=Communication Conflicts.

3.4.1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감 지능 하

개념별 평균비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하 개념별 평

균비교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신간호사의 감

성지능 하 개념 정도를분석한 결과, “자기감성이해”

수가 5.22±0.84 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감성이해”

수가 4.91±0.82 , “감정조 ” 4.81±0.94 , “감성활용”

4.38±0.9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에서도 “자기감

성이해 수”가 5.26±0.83 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감

성이해” 수 5.09±0.79 , “감정조 ” 4.91±0.92 , “감성

활용” 4.44±1.01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감성지능 하 개념에서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정조 ”, “감성활용”은 정신간호사가 일반

간호사 보다 낮았으나 통계 으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Psychiatric and General

Nurse on Emotional Intelligence Subfactors.

(N=334)  

Subfactors

Psychiatric
nurse
(n=174)

General
nurse
(n=160)

t or
F⁕

p

Mean±SD Mean±SD

SEA 5.22±0.84 5.26±0.83 0.05 .823

OEA 4.91±0.82 5.09±0.79 1.72 .190

UOE 4.38±0.99 4.44±1.01 0.08 .769

ROE 4.81±0.94 4.91±0.92 0.20 .654

SEA=Self-emotion appraisal; OEA=Other's emotion appraisal; UOE=Use
of emotion; ROE=Regulation of emotion.
⁕Measured by ANCOVA with gender, education level and length
of career variavles as covariate.

3.4.2 정신간호사  반간호사  촉진적 사

통능력 하 개념별 평균비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 하

부개념별 평균비교에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정신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 하 개념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진 의사소통능력 “ 극 경청하

기”가 3.80±0.51 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아 주기”

3.59±0.47 , “수용하기” 3.47±0.54 , “공유하기” 3.23±062

순이었다. 일반간호사에서도 “경청하기”가 3.90±0.50

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아 주기” 3.73±0.50 , “수용

하기” 3.61±0.59 순이었으며, “공유하기”가 3.50±0.65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 하 개념에서 “ 극 경청하기”,

“수용하기”, “알아 주기”는 일반간호사가 정신간호사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공유하기”는 일반간호사가 정신간호사 보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8.68,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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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between Psychiatric and 

General Nurse on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Subfactors.

(N=334)

Subfactors

Psychiatric
nurse
(n=174)

General
nurse
(n=160)

t or
F⁕

p

Mean±SD Mean±SD

Active
listening

3.80±0.51 3.90±0.50 1.03 .310

Accepting 3.47±0.54 3.61±0.59 1.93 .165

Noting 3.59±0.47 3.73±0.50 2.82 .094

Sharing 3.23±0.62 3.50±0.65 8.68 .003

⁕Measured by ANCOVA with gender, education level and
length of career variables as covariate.

4. 논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상으로 감성

지능, 진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갈등을 비교하여

확인하고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갈

등 정도 계를 분석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일반 특성에서는 성별, 교

육수 과 근무연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상자로 한 Park, Lee와 Kim[24]의

연구에서는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들 남자간호사비율이 일반병

동 보다 더 많았고, 교육수 과 근무연한은 일반병동 간

호사가 더 높았다. 반면 연령, 결혼상태, 간호직 , 의사

소통경험은차이가 없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 Park, Lee

와 Kim[24]의 연구와 본 연구의 상자 표본수의 차이로

기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두 집단 간의교육수 의 차이는

정신간호사와는 달리 일반간호사는 빠른 시 의 흐름에

따라 발 하고 있는 내‧외과 질환의 다양한 치료법을

숙지해야하는 의료상황 때문에 문 인 지식습득을

해 학업을 지속 으로 해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간

호사의 근무연한의 경우 3년 미만의 간호사는 31명으로

일반간호사의 22명 보다 많은 반면, 10년 이상의 간호사

는 67명으로 일반간호사의 80명 보다 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Park, Lee와 Kim[2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 다. 이는 본 연구의 일반간호사는 700병상 이상

의 상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상자이며, 정신간호사는

200～600병상 이상의 정신 문병원에 근무하는 상자

로 병상규모별로 상 병원으로 갈수록 이직률이 감소[7]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한 정신간호사의 이

직률이 일반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측되어져 이를 뒷

받침할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성별, 교육수 과 근무연한이 통제된 상

태에서 정신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은

일반간호사 보다 낮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통갈등은 일반간호사가 높았

으며, 이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치료 의사소통을 주요 간호업무로

하는 정신간호업무 특성상 정신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진 의사소통능력이 일반간호사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

한 Oh, Lee와 Ko[10]의연구와는다른 결과를보 다.

한 자신과 타인에 한 이해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활

용하는 능력과 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심리·신체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높

으면 의사소통갈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

과를 보 다. 정신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 수는

평균 3.58 으로 일반간호사의 3.71 보다 낮았다. 이는

정신병동 간호업무와 일반병동 간호업무의 특성에서 기

인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정신병동의 간호업무의 특성은

폐쇄 인 공간에서 계형성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와 정

신과 진료부 소수의 의료진과 주요 의사소통을 통해 간

호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일반병동 간호사의 업무

특성은 복잡한 내·외과 질환으로 인하여 의료 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의 여러 부서와 력 계를 맺는

간호업무가 많아 효과 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업무를

조정해 나가야한다. 아울러 다양한 질환의 상자와 보

호자를 상으로 질병에 한 교육과 치료 화를 통

하여 간호업무를수행해야 하는업무 특성[24] 인하여 일

반간호사의 진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을 가진 상자와의 치료

의사소통을 주요 간호활동으로 하고 있는 정신간호사에

게 지속 인 의사소통 향상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Oh,

Lee와 Ko[10], Park, Lee와 Kim[24], Kang과 Kim[2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 의사소통 교육경험

에 따라 정신간호사는 진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차

이를 보 으나 일반간호사는 의사소통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비교

에서도 정신간호사의 교육수 보다 일반간호사의 교육

수 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진 의사소통능력 향

상을 하여 학원 진학에 한 행정 인 지원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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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차원에서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개발의 요

성을 인식하여 효과 인 교육훈련 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Oh, Lee와 Ko[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진 의사소통능력의 하 개념에서 정신간호사는 일

반간호사 보다 진 의사소통 능력의 “ 극 경청”,

“알아 주기”, “수용하기”, “공유하기” 등의 하 개념 모

두 낮은 수를 보 으며 4가지 하 개념 “공유하기”

는 일반간호사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상자의 특정한 건강 상황에 한 반

응을 한 언어 ‧비언어 경청하고 수용하기, 오감을

통하여 상자를 알아 주기, 상자의 심사와 문제를

함께 나 수 있는 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로그램이 정신간호사에게 보다 더 필요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집단의 감성지능은 정신간호사가 평균 4.83 으로

일반간호사의 4.93 보다 낮은 수를 보 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감성지능의 하 개념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수가 가장 높은

하 개념은 “자기감성이해”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감성이해”, “감정조 ”, “감정활용” 순으로 나타났

다. “자기감성이해”는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알고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여 표 할수 있는 능력[25]으로 치료 의

사소통과 인간 계를 해 먼 이루어져야하는 자기인

식을 반 하는 것이다[6]. 자기인식은 효과 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요한 요소로[20].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자

기인식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결과로 사료된다. “자기감

성 이해”와더불어타인의행동을통해내포된감성을 잘

이해하는 “타인감성이해”, 자신의 감정을 충동 인 행동

이 아닌 상황에 합한 행동으로 조 하여 나타낼 수 있

는 “감정조 ”, 자신의 감성정보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감정활용”[25] 부분에서 정신간호사 보다 일반간호사의

수가 더 높았다. 이는 정신병동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분야 간호사에 비하여 늘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는 정신

간호사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을 격려하고 효과

으로 스스로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감성지능 개발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Kang과 Kim[20]의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정신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

혼자보다, 학원 졸업자가 3, 4년제 졸업자보다, 책임간

호사 이상 간호사가 일반간호사 보다, 의사소통교육 경

험이 있는 자 없는 자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일반간호사는 연령, 결혼여부, 간호사의 지 에 따

라 감성지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

성지능 증진 로그램 참여에 연령이 고, 미혼이며 교

육수 이 낮고 의사소통교육을 받지 않은 정신병동의 간

호사에게 우선순 를 주어 참여시켜야한다는 Oh, Lee와

Ko[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 두 집단의 의사소통갈등은

정신간호사가 평균 3.32 으로 일반간호사의 3.62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 비교가 어려우나 앞에서

언 하 던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기인되었다

고 사료된다. 첫째, 정신병동은 폐쇄 공간으로 보호자

와 상자가 면회를 통해서만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정신

병동 특성상 간호사와 보호자와의 횟수가 일반병동

에 비해 다. 둘째,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 이외의 공존

질환이 어 정신간호사는 정신과 문의 이외의 타 부

서 의료진 기타 일반부서와의 이 다. 이러한 이

유로 정신간호사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보다 의사소통갈

등이 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간호사는 정신간호사에

비해 감성지능과 진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의사소통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

로 측되어진다. 이에 일반간호사의 의사소통갈등을 감

소시키기 해서 의사소통갈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구체 인 악과 더불어 의사소통갈등 감소 로그

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병동의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보

다 의사소통갈등을 더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병동

남자 간호사의 경우는 여자 간호사와의 표본수의 차이로

인하여 직 비교가 어렵지만 의사소통갈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신병동 남자간호사가 상자와 보

호자, 동료간호사, 상 간호사와 의사, 기타 부서와의 간

호업무에 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계에 갈등

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이러한 결과는유교

통에 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며 과묵한 것이 남자다움의 미덕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의 표 이 부족하여[30]

상자와의 치료 화에 있어서나 의사와 동료간호사

들과 이루어지는 계 타 부서와의 의사소통으로 이

루어지는 인간 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정신병동 남자간

호사가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 스와 불안의 원

인을 악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의사소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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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해나 왜곡된 지각 등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체계 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의 차

이로 인하여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차이에 한 직 인 비교에 한 연구가 없는 시

에서 동일한 진 의사소통능력 도구를사용하여 정신

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간호업무 특성에 따른 진 의

사소통능력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탐색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는데 큰의의가 있다. 한의사소통 능력과 상

계가 높은 감성지능[10, 20, 30]과 조직 내 의사소통

으로 인한 갈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추후 뒷받침할 연

구를 진시킬 수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갈등을 비교·분석하기 해

서 시도되었다. 정신간호사는 일반간호사보다 감성지능,

진 의사소통능력은 낮았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의

사소통갈등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의 하 개념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진 의사소통능력의 하 변수 “공유하기” 개념이

두 집단 간유의한 차이를 보 다. 따라서 정신병동의 간

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인 감성지능과

진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한 체계 인 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정신간호사가 상자의 문제해결을 해자신의 생

각. 지식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여 나 수 있는 능력 함

양을 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한 일반간호사의

의사소통갈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연구와 의사

소통갈등 감소를 한 구체 인 방안이필요함을 확인하

다. 특히 정신병동 남자간호사가 정신병동 특수성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 스를 악하여 이들의 의사소통갈등

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 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병동의 간호업무 특수

성이 반 된 감성지능과 진 의사소통능력증진 로

그램과 실무교육을 극 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일반간호사와 정신병동 남자간호사의 간호업무특

성이 의사소통갈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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