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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대중의 건강에 대한 기대와 요

구를 크게 변화시켰고, 의료소비자들의 건강개념 및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의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영역 모두에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Kim 

et al., 2007).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교환과정에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

계를 맺고, 소비자 행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그들의 평가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

료서비스 질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Lee, 2003). 이

는 간호실무의 본질이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들이 필

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자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이

며, 간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기

적으로 간호의 질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간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호의 질 평가방법으

로는 1990년대 이후 합법적인 질 측정방법으로 인정받고 있

는 환자의 서비스만족도 측정이 유용하다(Kwon, 1999).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대인적인 측면이 다른 요인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며,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소비자는 제공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Kim & Suh, 2006). 

이러한 현상은 정신의료서비스 현장에서도 나타나 정신의료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 장비, 인적 자원, 교통 편이성 등

의 구조적인 면과 치료진의 전문지식, 대인관계 기술과 친절

도 등을 통한 진행상의 면으로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진행

상의 면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Kim et al., 2006). 이 중 정신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좋은 대인

관계 기술은 소비자인 환자의 신뢰감을 높여 서비스만족과 

치료 이행 정도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급성기의 정신분열병,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

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이 치료결과를 향상시켰음이 이미 

보고되었다(Cloitre, Stovall-McClough, & Chemtob, 2004; Frank 

& Gunderson, 1990; Krupnick et al., 1996; Leach, 2005에 인

용됨).

의료서비스 중 간호서비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제공된다는 등의 이유

로 간호사-환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Kwon, 1999). 특히 

정신간호현장 중에서도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질

병의 특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고, 

수용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이 타인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되고, 정서적 고립까

지 완화될 수 있어 환자와 간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Vellenga & Christianson, 1994). 그러므로 간호사가 

정신과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고도의 치료적 기술

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치료적 관계를 위해 간호사는 따뜻한 

보살핌으로 환자가 안전함을 느끼게 하여 상호 신뢰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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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하며 간호사-환자 관계 내에서 신뢰감과 안정감

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호작용 첫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Park et al., 2008). 게다가 정신질환의 특성 중 외부환경

에 적절히 반응하는 뇌 기능의 생화학적 변화로 인해 감각기

관의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환자는 상대방으로부

터 전해지는 메시지를 혼란시키고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 정

신장애로 인해 침습적이고 왜곡된 지각상태가 특히 청각 영

역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환자는 들은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

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정신과 환자와 상호작용

을 하는데 있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수

단이 된다(Arnold & Boggs, 200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커뮤니케이션의 

70%이상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루어져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큼이나 중요하다(Barnum & Wolniansky, 1989). 

Sundaram과 Webster(2000)는 서비스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중

요하게 여기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신체언어(Kinesics), 

공간적 행위(Proxemics), 의사언어(Paralanguage), 신체적 외양

(Physical appearance)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의 

감정적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쳐 신뢰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

며, 서비스 만족도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Kim, 2005). 또

한 마케팅 서비스 시각으로 간호에 대한 환자만족을 제안한 

Scardina(1994)는 약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

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을 신뢰라고 정의하면서 간호사

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간호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만족과 관

계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

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화하면서 미

약하지만 정신과 환자의 자의입원 비율이 2000년 5.8%에서 

10.7%로 2배 수준 상승하였다(Suh et al., 2006). 또한 2009년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범주에서 소외되었던 정신병동 

입원 환자들의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간호학문과 실무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감,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감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정

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는 조사되지 않았다.

정신과 환자의 특성상 이들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비

언어적 요소가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신병동 간호사

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환자 상호관계에

서 형성된 신뢰감이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증명하는 연구,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변인 사이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신간호서비스에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대

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요소

들이 환자의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경험하

고 있으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양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

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신뢰감이 변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함으로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신뢰감, 간호서비스 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간호

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

를 규명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부지역,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편의추

출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C대학병원, M시의 C종합병원과 H군에 위치

한 H정신전문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병원의 주치의와 간호행정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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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고 윤리적으로 환자들

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음을 확인받고 자료수집을 승인받은 

후, 연구자와 간호학생으로 구성된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방법 및 익명성과 비밀보장, 

특히 설문지 응답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였다. 설명을 듣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이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인당 20분에

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 작성 후 임상적 특성 조사

를 하였는데, 정신과적 특성 상 환자가 자신의 진단명이나 질

병이환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을 검토하여 연구자에게 구두로 

알려주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본 수는 Cohen(1992)의 공식에 의한 회귀분석의 표본크기 

산정에서 유의수준(α)은 .01, 중간 효과크기(R2=.15)에서 독립

변수 2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97명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22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

외하고 C대학병원 28부, C종합병원 34부와 H정신전문병원 

144부 총 206부(91.6%)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도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Kim과 Suh(2006)가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신체언어(Kinesics) 

5문항, 공간적 행위(Proxemics) 2문항, 의사언어(Paralanguage) 

4문항, 신체적 외양(Physical appearance) 4문항의 하부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h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92로 나타났다.

 신뢰감

신뢰감은 Barak과 LaCrosse(1975)가 개발하고 수정한 상담

자 평가척도(CRF: Counseling Rating Form)를 Lee(1994)가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상담자에 대한 내담

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나 상담은 간호사처럼 인간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하므로(Hill & O'Brien, 1999)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 도구의 각 문항은 양극 형용구 쌍으로 구성된 7점 척도이

며, 전문성(Expertness), 신뢰감(Trustworthiness), 호감도(Attractiveness)

의 3개 하부척도가 각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신뢰감(Trustworthiness) 12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

였다. 12개의 문항 중 5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Lee(1994)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Chronbach's α는 .96, 

신뢰감의 Ch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감의 

Ch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간호서비스 만족도

Thomas, McColl과 Bond(1996)가 영국에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핵심그룹 토의를 통해 개발한 Newcastle 

Satisfaction with Nursing Scales(NSNS)을 Kwon(1999)이 번안

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경험 24문항, 

간호만족 19문항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하부척도인 간호만족만을 추출하여, 19개의 문항 중 ‘간

호사가 귀하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이 편안해 지도록 도와

준 것은 어떠했습니까?’와 ‘병동에서 얼마나 자유로왔습니까?’

의 두 항목은 정신병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총 17개

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간호만족은 5점 척도로서 ‘전혀 만

족 못 함’ 1점에서 ‘완전 만족함’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간호만족 도구의 개발 당시 Chronbach's α는 .96이었고, 

Kwon(1999)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한 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감은 값이 모두 

p>.05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

호서비스 만족도는 p<.05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의 값이 ±3 안에 포함되어 있어 모수추정방식을 사

용하였다<Table 2>.

•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 간호서비스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 신뢰감, 간호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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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이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를 회귀분석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대

하여 유의한 영향(β1)을 미쳐야 한다.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

와 종속변수를 회귀분석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β2)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이

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매

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β3, β4)이 매개변수가 통제되

었을 때 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

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

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부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면

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말

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을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206명으로 

20대 미만의 청소년이 5.3%, 20대 14.1%, 30대 21.8%, 40대 

36.9%, 50대 16.5%와 61세 이상이 5.3%로 조사되어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대상자가 89.3%(184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성별은 여성이 52.4%, 남성이 47.6%로 여성이 조금 더 많

았으며, 결혼은 미혼상태가 51.9%, 이혼이나 별거 등 기타상

태가 22.4%, 기혼상태는 25.7%로 대상자의 절반 이하만이 결

혼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상태는 중학교 졸업 이하 33.5%,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3% 및 대학 재학 이상이 25.2%였다. 

종교를 가진 경우가 70.9% 가지지 않은 경우가 29.1%로 종교

를 가진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대상자의 진단명은 정신분열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129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요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기분장애가 18.0%, 알코올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문제가 1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강박장애 등을 포함한 불안장애가 2.9% 순이었고 섭식장애, 

수면장애, 기질적 뇌장애 등을 포함한 기타장애도 4.9%를 차

지하였다. 질병이환 기간은 1년 미만이 14.1%,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1.8%,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16.0%이고 10

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경우가 전체의 48.1%(99명)로 가

장 많았다.

의료보장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60.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방소재의 M시와 H군의 병원에 경제적

으로 빈곤한 정신과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이라 여겨

지며, 의료보험환자는 38.8%이었고,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

의 전부를 지불하는 경우도 1명(0.5%)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6)

Variables N %

Age(yr) ≤ 20  11  5.3
21-30  29 14.1
31-40  45 21.8
41-50  76 36.9
51-60  34 16.5
≥61  11  5.3

Gender M  98 47.6
F 108 52.4

Education ≤ Middle school  69 33.5
High school  85 41.3
≥ College  52 25.2

Marital state Unmarried 107 51.9
Married  53 25.7
Others  46 22.4

Religion Have 146 70.9
Haven't  60 29.1

Duration of 
disorder(yr)

< 1  29 14.1
1-5  45 21.8
5-10  33 16.0
≥ 10  99 48.1

Diagnosis Schizophrenia or other 
psychotic disorder

129 62.6

Mood disorder  37 18.0
Anxiety disorder   6  2.9
Addiction  24 11.6
Others  10  4.9

Medical service Medical insurance  80 38.8
Medical aid 125 60.7
Self charge   1  0.5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 및 간호서비스 만족도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

뢰감,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각 척도의 평균, 표

준편차, 범위는 <Table 2>와 같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평점은 56.31(10.26)점이며, 

하부요소인 신체언어 18.08(3.86)점, 공간적 행위 7.05(1.79)점, 

의사언어 15.46(3.23)점, 신체적 외양 15.74(2.96)점으로 모두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신뢰감은 84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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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206)

Variables M SD Range Skewness Kurtosis K-S†(p)

Nonverbal communication 56.31 10.26 19-75 -.720 1.217 1.008
(.262)

   Kinesics 18.08  3.86  5-25
   Proxemics  7.05  1.79  2-10
   Paralanguage 15.46  3.23  4-20
   Physical appearance 15.74  2.96  5-20
Trustworthiness 62.43 13.59 12-84 -.440 -.331 1.211

(.106)
Clients' satisfaction 57.09 13.97 17-85 .115 -.492 1.376

(.045)
†Kolmogorov-Smirnov, test of normality.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06)

Variables X1 X2 X3 X4 X5 X6

Nonverbal communication(X1)
     Kinesics(X2) .88***
     Proxemics(X3) .74*** .59***
     Paralanguage(X4) .90*** .69*** .61***
     Physical appearance(X5) .87*** .66*** .53*** .77***
Trustworthiness(X6) .66*** .52*** .51*** .63*** .63***
Clients' satisfaction(X7) .69*** .62*** .53*** .60*** .59*** .69***

***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rustworth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lients' satisfaction

Variables

Step 1a Step 2b Step 3b

β* β† t(p) β* β† t(p)
Model 1 Model 2

β* β† t(p) β* β† t(p)

Constant 12.89  3.25
(.001)

17.57  4.85
(<.001)

4.31  1.09
(.277)

.55  .14
(.887)

Nonverbal
communication

  .88 .66 12.70
(<.001)

 .94 .69 13.56
(<.001)

.68 .50 7.68
(<.001)

Trustworthiness   .63 .62 11.16
(<.001)

.29 4.35
(<.001)

R2 .442 .379 .474 .519
Additional R2 .045
F(p) 161.27(<.001) 124.57(<.001) 183.81(<.001) 109.45(<.001)

a dependent variable: trustworthiness ; b dependent variable: clients' satisfaction
β*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β† Standardized Coefficients

62.43(13.59)점,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85점 만점에 57.09 

(13.97)점이었다.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 

간호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서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비언어적 커

뮤니케이션의 총점(r=.69)을 비롯한 4개 하부척도가 모두 간호

서비스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신

체언어(r=.62)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뢰감도 간

호서비스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r=.69),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과도 총점(r=.66)을 비롯한 하부 척도와의 관

계에서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언어

(r=.63)와 신체적 외양(r=.63)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5(3), 2009년 9월 387

만족도에 대한 신뢰감의 매개효과

연구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신뢰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세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

루어진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이용하였고 

3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여부를 조사하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뢰감을 매개

변수,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는 <Table 4> 그리고 <Figure 1>과 같다. <Table 4>에서 보여

지듯이 1단계의 β값이 .88, 2단계의 β값이 .63으로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1단계와 2단계의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시

켰다. 또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간호서비스 만족

도에 미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β값은 .94이며, 

매개변수인 신뢰감을 투입하였을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β값은 .68로 나타났다. 이를 <Figure 1>에서 표준화 

계수를 통해 보면 β3값이 .69, β4값이 .50으로 나타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신뢰감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을 

때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R2)도 51.9%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감은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Trustworthiness

Clients’
satisfaction

Nonverbal 
communication

β1=.66 β2=.62

β3=.69
β4=.50

Trustworthiness

Clients’
satisfaction

Nonverbal 
communication

β1=.66 β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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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β값은 모두 표준화 계수임.

<Figure 1> Mediating effects of trustworth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lients' satisfaction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정도와 이들의 상

관관계를 조사하고,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간호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평균평점은 최대 75점

에서 56.31점이며, 하부요소인 신체언어는, 공간적 행위, 의사

언어 그리고 신체적 외양 모두 절반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

여 연구 대상자들은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비교

적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었고, Griffith, 

Wilson, Langer와 Haist(2003)가 훈련된 표준환자를 통해 세 

가지 상황을 만들어 수련의 59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측정한 점수인 최대점수 7점에 평균 5.79점과 거의 비

슷한 수준으로 정신병동 환자와 일반환자가 지각한 치료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신뢰감은 84점 만점에 62.43점으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Lee(1994)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68명에게 모의상담사례를 들려준 후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상담자의 신뢰감을 평가한 53.93점 보

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개인이 질병상태에서 무기력

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회복을 위해 접근하는 간호사

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은 간호실무의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Sellman, 2006), 실험상황에서 측정된 Lee(1994)의 연구결과

보다 정신병동에서 간호사의 직접간호를 받고 있는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이 느끼는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훨씬 크게 나

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최고점수 85점에 57.09점으로 중간수

준 이상이었으나 Kwon(1999)이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내과, 

외과, 비뇨기과 등에 입원해 있던 환자 409명을 대상으로 퇴

원 당일 측정한 최고점수 5점에 3.87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

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할수록 제공된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다는 Kwon(1999)의 주장대

로 대부분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는 일반병동의 환자들

에 비해 본 연구는 입원 중인 정신병동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데서 비롯된 차이일 수 있다. 정신병동 환자들은 본인의 정

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뚜렷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가 귀하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이 편안해 지도록 도

와준 것은 어떠했습니까?’와 ‘병동에서 얼마나 자유로왔습니

까?’의 두 항목은 정신병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문항에서 

제외하였으나 강제로 가족들과 분리되고, 안전을 위한 규제가 

철저한 정신병동 환경이 대상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경험되어 

간호서비스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는 

정신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중 구조적인 면에 대한 불만

족이 드러난 것이라 여겨진다.

정신병동 환자들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 간호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먼

저,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간

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련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표준환자의 서비스 만족도와 중요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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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Griffith 등(2003)의 주장 및 Kim과 Suh(2006)가 의

료서비스 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고객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있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간호

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행

위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4개 하부요소인 신체언어, 공간적 

행위, 의사언어, 신체적 외양 모두가 간호서비스 만족도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신체언어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신체언어는 몸의 움직임, 얼굴표정, 눈

의 접촉, 자세, 제스츄어로 정의되며(Kim, 2005), 치료적 대인

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

이고, 지속적인 눈 접촉을 유지하며, 적절하게 등을 편 자세, 

적절한 몸의 움직임을 많이 활용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는 Hardin과 Halaris(1983)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신체적 외양의 경우 Kim과 Suh(2006)가 내과, 치과, 

외과 등에서 신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차원과 달리 신체적 외양은 고

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고,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매력적인 외모는 긍정적인 

구매의도나 태도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Ohanian(1991)의 

주장과는 유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Kim과 Suh(2006)의 연구

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정신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정신간호에 있어서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목표로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를 위해 개인의 신체적 매력, 머리 모

양, 옷차림, 바른 자세와 같은 외적인 모습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 또한 간호서비스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 기관을 이용한 일반

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감이 서비스만족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5)의 연구와 상담자에 대한 내담

자의 신뢰감이 상담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Lee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성공적인 간호사와 환자 관계

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를 

신뢰감이라고 주장한 Hagerty와 Patusky(2003)의 연구를 지지

하였다. 간호에 대한 환자만족을 처음으로 정의한 Risser 

(1975)가 신뢰적 관계를 생산적이고 편안한 환자-간호사 관계

이며 상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간호의 특성이라고 서술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신뢰감은 일반간호현장과 정신간호현

장의 구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간호의 특성이라고 사

료된다.

신뢰감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도 모두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하위요소인 신체언

어, 공간적 행위, 의사언어, 신체적 외양은 Lee(2007)가 정신

과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포커스 그룹 연구방

법으로 탐색하여 추출한 간호사의 5가지 특성 중 외적 특성

에 포함된 간호사의 아름다운 외모, 미소 짓는 표정, 신체적 

접촉과 좋은 첫인상, 온화한 태도 등과 유사하다. 이처럼 방

법론의 차이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신병동 입원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환자의 간호사에 대한 신뢰감은 치료적 인간관계의 기본

이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신뢰감은 대상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

였으며, 그 효과는 ‘부분적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005)의 연구에서 의사언어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자의 비언

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유의하게 감정적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

를 맺고, 감정적 애착은 고객의 신뢰 및 사회적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중 신뢰감이 고객만족과 정적 상관성

이 있음을 확인한 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적 애착, 

감정적 애착과 신뢰감, 신뢰감과 고객만족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이 서비스제공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과 고객만족 변인 간의 선행요인으로 보고한 것과는 차이

가 있다.

또한 Howard, Rayens, El-Mallakh와 Clark(2007)은 정신과 

영역에서의 돌봄의 과정은 돌봄의 연속성, 환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치료자의 능력, 환자의 신뢰감과 환자의 요구를 존

중하는 것을 포함하고, 치료자와 환자가 서로 신뢰감을 가지

고 의사결정을 함께 할 때 환자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며, 

치료진의 부족한 눈접촉, 지나친 침묵, 단순한 반응과 방어적

인 몸짓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치료진에 대

한 신뢰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정신과 영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 

서비스 만족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정신병동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을 매개로 하여 

간호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간

호서비스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

으며, 이는 간호서비스 만족에 대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감 또한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환자와 같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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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혜자 뿐 아니라 병원이나 의료보험 회사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도 관심을 기울이는 평가 영역이며(Kim et al., 2006), 

간호서비스 만족도가 증대되면 그 만족감이 의료서비스에 대

한 잠재구매력으로 연결되어 병원경영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

한 요소가 되므로(Kim, 2001) 정신병동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서비스만족을 위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간호행정가는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지각

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감과 간호서비스 만

족도를 조사하고,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간호서

비스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감이 이 두 변인 간의 관

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동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

니케이션, 신뢰감 및 간호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중간수준 이

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둘째,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간호서비스 만족

도(r=.69), 신뢰감(r=.66)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신뢰

감도 간호서비스 만족도(r=.69)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간호사에 대한 대상자의 신뢰감은 비언어적 커뮤니케

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

냈다.

이상에서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간호서비스 만

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신뢰

감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병

동 간호사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

상자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뢰감은 간호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대상자의 간호서비스 만족도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신뢰감의 변화는 간호서비스 만족도 변

화와 연관됨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신간호 영역에서는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도하였으나, 치료

적 관계는 비단 정신과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정

신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과 간호서비스 만족도에서 신뢰감의 매개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및 

간호서비스 만족도 변인 간에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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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predict clients' 
servic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trustworthiness between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lients' service satisfaction in psychiatric wards.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06 
psychiatric inpatients was obtained. Participants completed a demographic sheet and three study instruments.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trustworthiness and clients' satisfaction. Trustworthiness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lients' satisfaction. Conclusion: Clients' perception of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trustworthiness and satisfaction on the nursing services have a strong relationship. Findings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knowledge base regarding nurs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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