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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파악하고,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대상

이며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8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79±0.46점으로, 구성원

간 지식공유 활동 점수는 3.87±0.71점으로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 점수 3.70

±0.81점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평균점수는 3.33±

0.35점이었고, 8개의 하위 영역 중 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점수가 3.62±

0.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 통합성 점수는 2.72±0.75점으로 가장 낮았

다. 미디어의 질 3.57±0.70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3.56±0.73점, 상급자와

의 커뮤니케이션 3.55±0.70점,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3.41±0.85점, 개인 피

드백 3.37±0.69점, 조직 전망 2.84±0.85점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에서는 종교

(t=2.88,p= .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

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r= .46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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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이 높아짐을 파악하였고, 간호사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공유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식공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은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하므로 구성원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매체로 신속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후 본 연구가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

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사, 지식공유 활동,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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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 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여러 전문 직종 간에 생성, 교환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 물적 자원과 달리 지식과 정보는 전파, 공유 및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 발휘하는 역할이 커지게 되며, 조직 구성원들은 지식 

공유를 통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공유되어야 

할 지식들이 효율적으로 전파, 공유,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Kim & Jang, 2009). 

의료 정보는 의료행위를 분야별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의료 행정 직원들이 하나의 절차로 

각 분야에서 업무의 전문화를 수행해 나가는 그룹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Nam 

et al.,  2011), 검사 등의 정보인 객관 정보, 환자에 의해 발생한 주관 정보, 

의료 종사자의 전문성에 기초로 작성된 가치판단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Jeon, 

2007).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 

건강상태, 제반 의학적 조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치료계획, 환자 

진료에 필요한 운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won, 2005). 급변하는 

의료정보 시스템의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필요한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해야 하며, 

최상의 근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확인 및 평가하여 임상 

실무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Yi & Park, 2011).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간호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서 

간호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해 낸 새로운 지식을 간호 단위나 간호 부서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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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간호사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해야 한다(Jang, 1999). 지식공유 활동이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을 서로 주고 받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Kogut & Zander, 1992)으로,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해지면 업무성과(Lee, 2012)와 직무 만족∙ 직무 몰입(Kim, 2008; Kim & Lee, 

2017)이 높아지는데,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에 있어 지식공유 활동을 격려 

시킨다면 간호사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유효성이 증진되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Yu, 2012). 조직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는 지식공유 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식 사회에서 병원 간호 조직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간호사의 지식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간호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식공유 활동의 핵심 요인인 지식공유 활동은 간호 역량과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Choi, 2005). 지식공유가 잘되고 있는 조직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Lee, 2012). 

커뮤니케이션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이루며, 수용자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Park, 2000),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 수준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Cho & Son, 2014) 다양한 직종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를 중심으로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간, 간호사 직종 안에서도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은 상호 부서와 동료간의 환자에 대한 원활한 지식공유 활동 

또한 필수적이다.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의료인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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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기도 한다(Park, 2001).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목적을 

협동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제한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두 

언어나 문서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조직 내의 상하, 좌우 계측의 구성원들에게 

조직 상황하에서 서로 전달하여 주어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구성원들 개개인 필요성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다(Cha, 

1978). 이에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 내 의사소통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서적인 반응 

등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을 의미한다(Downs & Hazen, 1977).  

지금까지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로는 보건 관리자와 임상간호사의 지식공유의 차이를 확인하고, 직무 

특성에 따른 조직문화와 조직 몰입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Kim & 

Lee, 2017),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은 혁신 행동을 증대시키고 이는 조직 

몰입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Moon, 2005), 간호 조직 특성이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Lee & Bai, 2005)로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간호사의 조직 갈등이 높을수록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낮다는 결과의 연구(Jung, Park, & Lee, 201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을 수록 직무 착근도가 높아진다는(Park & Lee, 2020)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직 의도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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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 및 조직 커뮤니케이

션 만족을 파악하고,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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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지식공유 활동 

 (1) 이론적 정의 

   지식공유 활동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을 서로 주고 받

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으로(Kogut & Zander, 1992), 개

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상호간 지식으로 축적해 가는 활동을 말

한다(Lee,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orgatti와 Cross (2003)가 개발한 Information Seeking & 

Sharing 도구를 Lee (2012)가 수정, 보완한 지식공유 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1) 이론적 정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란 조직 내 의사소통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으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서적인 반응 

등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을 말한다(Downs & Hazen, 197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owns와 Hazen (1997)에 의해 개발된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측정 도구를 Park (2003)이 수정∙ 보완한 조직 커

뮤니케이션 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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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커뮤니케이션 

(1) 이론적 정의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목적을 협동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제한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두 언어나 문서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조직 내의 상하, 좌우 계측의 구성원들

에게 조직 상황하에서 서로 전달하여 주어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

을 계속 유지시키고, 구성원들 개개인 필요성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말

한다(Cha,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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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지식공유 활동 

 

지식공유 활동이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서로 주고받으

며,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며(Kough & Zander, 1992), 개인이 소유한 지식을 

자신이 속한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파하는 활동이다(Liebowitz, 2001). 

자신의 지식을 공개하고 이를 조직 내에 확산∙ 저장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지식공유 활동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아이디어의 창

출 및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창의성 발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Namgoong, 2002).  

지식은 언제나 조직 구성원 각 개인에서 생성되어 조직 전체에 공유되는 지식

으로 전환되며, 조직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그

들의 지식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학습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 목표

를 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Dyer & Nobeoka, 2000). 이는 단순히 지식 

교환, 지식 배포, 지식 이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혹은 조직 간 

지식 확산을 통해 업무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조식 성과 및 조직 목

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공유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인 활동이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 업무에 적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Wang & Moon, 2017).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간호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서 간

호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해 낸 새로운 지식을 간호 단위나 간호 부서 내의 다른 

간호사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해야 한다(Jang, 1999).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해지

면 업무성과(Lee, 2012)와 직무 만족∙ 직무 몰입(Kim, 2008; Kim & Lee, 201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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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며, 간호사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유효성이 증진되어 간호서비스

의 질이 향상되고(Yu, 2012), 간호 역량과 간호수행능력이 높아지게 된다(Choi, 

2005).  

지식의 가치 실현은 그 공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으며, 

지식을 개인이 보유하기 보다는 조직이 공유할 때 상대적으로 뛰어난 조직성과

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병원 간호 조

직 또한 지식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적 차원의 간호사 지식공유

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Lee, 2012). 지식공유가 활발할수록 조직 내의 분

산된 개인 지식 및 소집단에 보유된 지식이 조직 내에 확산되어 새로운 지식과 

조직 역량이 창출될 수 있으며(Park, 2002), 조직의 경쟁력은 커지게 된다. 활

발한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내재화 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정보기술 

매체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 간에 지식을 축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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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목적을 협동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제한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두 언어나 문서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조직 내의 상하, 좌우 계측의 

구성원들에게 조직 상황하에서 서로 전달하여 주어진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조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구성원들 개개인 필요성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다(Cha, 1978). 이와 더불어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 

내 의사소통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서적인 반응 등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을 

의미한다(Downs & Hazen, 1977).  

Downs와 Hazen(1997)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8가지를 설

명하였다. 첫째,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의 개방 정도를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 풍토(communication climate)는 동료나 팀의 정보교환,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전달 같은 협조 체계의 자유로움에 대한 만족을 말

한다. 둘째, 문제를 경청하고 직속 상급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상사가 부하직원

의 업무와 관련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의 이해, 타 부서와의 업무와 관련된 문

제 발생시 부하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등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supervisor communication) 만족을 말한다. 셋째, 회의가 잘 구성

되었는지, 문서화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명확한 지와 같은 만족 요인을 의미하

는 미디어 질(media quality)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전달 매체의 합리성, 

문서의 명백성, 조직화의 완벽성 등 미디어 특성에 관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를 말한다. 넷째,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

건이 되는지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horizontal 

communication)은 부서 또는 동료간에 있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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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 정도와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말한다. 다섯째, 개개인들이 그

들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의 통합성

(organizational integration)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외부의 정보를 

조직이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상사나 동료로부터 입수한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개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나 보상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만

족도는 저하될 것인데 구성원 개개인이 인사고과 등 그들의 업무수행의 평가나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인 피드백

(personal feedback)의 만족을 말한다. 일곱째,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에 대

한 정보를 의미하는 조직 전망(organizational perspective)은 조직의 비전, 장

· 단기적인 정책이나 재무상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변화의 요인, 부

서별 성과 비교 등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공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여덟

째, 직속 하급자 등과 같은 부하직원에 대해 느끼는 만족을 의미하는 하급자와

의 커뮤니케이션(subordinate communication)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는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간호 조직은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여러 전문직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하

는 경우가 많아 그들과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이다(Park, 

2003). 병원 조직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간호사이면서, 병원의 주 고

객인 환자에 대한 모든 활동도 간호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간호사의 

원활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Jung et al., 

2012).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아지면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이어져 조직의 

성과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2008).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병원간호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소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의사소

통은 조직 활성화를 초래하고 간호사 자신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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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간호사의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직무 착근도를 높인다(Park & Lee, 

2018).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환자의 의료인에 대

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의료인들의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Park, 2001).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환자에게 미치게 되므로 병원 조직에서의 조직 구성원 간 환자에 

대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이다. 병원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환자 응대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직원 간에 

서로 협력해야 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

술이 필요하고, 타 직원들과의 관계는 물론 환자나 동료직원과의 갈등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Kim, Lee & Baik, 2013). 병원 조직의 조직 커뮤니

케이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여 정보 전달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하며, 구성원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Par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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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수 산정기준은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였는

데 상관관계를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

기 .30으로 분석하였을 때 표본 수는 151명으로 산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선정기준이나 제외 기준

은 없었다.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9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충실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하고 189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탈락율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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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지식공유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12문항, 조직 커

뮤니케이션 만족 24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인 총 4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1) 지식공유 활동  

본 연구에서는 Borgatti와 Cross (2003)가 개발한 Information Seeking & 

Sharing 도구를 Lee (2012)가 수정, 보완한 지식공유 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으며,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는 7문항의 구성원간 지식

공유 활동과 5문항의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으로 총 12문항으로 지식공유 활동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공유 활동이 높음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ee (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4이다. 

 

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본 연구에서는 Downs와 Hazen (1997)에 의해 개발된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측정 도구를 Park (2003)이 수정∙ 보완한 조직 커

뮤니케이션 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

다. 이 도구는 커뮤니케이션 풍토 3문항,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3문항, 미디

어의 질 3문항,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3문항, 조직 통합성 3문항, 개인 피드백 3

문항, 조직 전망 3문항, 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3문항 등의 8가지 하부영역으

로 총 24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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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Downs와 Hazen (1997) 연구에서 조직 커뮤니케

이션 만족의 Cronbach’s α=.80였고, Park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4이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위, 

결혼여부, 근무 형태, 현 근무지, 평소 의사소통 전달방법,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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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과제 번호 2021-0228)이후 간호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본 연구자가 12개 부서의 수간

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후 연구 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 절차, 의의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에 제공된 개인정보(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위, 결혼여부, 근무경력, 현 근무지)는 컴퓨터 보안 암호화를 통

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받게 되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 후 폐기됨을 설

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임상연구 참여 여부 결정이 자발적이며, 연구대

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임상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임상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2021년 3월 2일 간호부 승인일 이후인 3월 3일부터 3월 31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으

며, 응답 내용의 보호를 위하여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봉하여 회수하였고, 익명 

처리 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익명 처리된 자료들은 

연구 완료 후 3년간 보관 후 파쇄하여 폐기할 것이며 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 인

적 사항 및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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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지식공유 활동,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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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88명(99.5%), 남자 

1명(0.5%)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29.11±5.71세였으며, 25세이하 64명(33.9%), 

26-30세 68명(36.0%), 31-35세 27명(14.3%), 36세 이상 30명(15.8%)로 26-30세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음 72명(38.1%), 없음 117명(61.9%)였다. 학력은 대졸이 

159명(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 이상 27명(14.3%), 초대졸 3명(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간호사 175명(92.6%), 책임 간호사 이상 14명(7.4%)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145명(76.7%), 기혼 44명(23.3%)였다. 임상경력을 살 

펴보면 평균 6.14±5.53년으로, 3년미만이 77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3-5년  

38명(20.2%), 6-10년 32명(16.9%), 11년이상 42명(22.2%)였다. 근무형태를 기준으 

로 3교대가 117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2교대 55명(29.1%), 상근 17명(9.0%)  

순으로, 근무 장소는 병동근무 119명(63.0%), 중환자실 40명(21.2%), 기타부서 30 

명(15.8%)로 나타났다. 평소 의사소통의 방법은 구두 방법 110명(58.2%), 서면과  

기타 방법 79명(41.8%)였으며, 선호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구두 방법 91명 

(48.1%), 서면과 기타 방법 98명(51.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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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Range 

Gender Female 188(99.5)   

Male 1(0.5)   

Age (yr) ≤25 64(33.9) 

29.11±5.71 23-50 
26-30 68(36.0) 

31-35 27(14.3) 

≥36 30(15.8) 

Religion Yes 72(38.1)   

No 117(61.9)   

Education Associate 3(1.6)   

Bachelor 159(84.1)   

≥Master 27(14.3)   

Position Staff nurse 175(92.6)   

≥Charge nurse 14(7.4)   

Marital status Unmarried 145(76.7)   

Married 44(23.3)   

Total clinical  

career (yr) 
<3 77(40.7) 

6.14±5.53 0.3-26.5 
3-5 38(20.2) 

6-10 32(16.9) 

>11 42(22.2) 

Working type 2 shift  55(29.1)   

3 shift  117(61.9)   

Regular  17(9.0)   

Department Ward 119(63.0)   

Intensive care unit 40(21.2)   

 Others* 30(15.8)   

Usual 

communication 

methods 

Oral 110(58.2)   

Others† 79(41.8)   

Preferred 

communication  

methods 

Oral  91(48.1)   

Others 98(51.9)   

* Outpatient department, Emergency room/ † E-mail, Hospital talk, Personal phon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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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정도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정도는 Table 2,3과 같다. 지식공유 

활동 3.79±0.46점,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3.33±0.35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 

조직 공유 활동 중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은 3.87±0.71점,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 3.70±0.81점이었다.  

대상자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8개의 하위 영역을 보면, 하급자와의 커

뮤니케이션이 3.62±0.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 통합성이 2.72±0.75점으

로 가장 낮았다. 미디어의 질 3.57±0.70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3.56±0.73점, 

상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3.55±0.70점, 커뮤니케이션 풍토 3.41±0.85점, 개인 

피드백 3.37±0.69점, 조직 전망 2.84±0.8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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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Participants’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N=189) 

Items M±SD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total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mong members  

I usually try to share my personal insights or the results of my learning with my 

colleagues. 

When my knowledge or know-how changes, I actively inform my colleagues. 

3.79±0.46 

3.87±0.71 

3.68±0.71 

 

3.95±0.64 

I believe that knowledge sharing with colleagues occurs frequently, both informally as 

well as in formal meetings. 

I share my experiences and know-how gained in the course of work with my colleagues. 

I provide knowledge or information by activating channels to communicate with colleagues 

when performing work. 

I share expertise gained through education/training with my colleagues 

I am willing to provide knowledge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my work when a colleague 

requests it from me. 

 

3.74±0.85 

 

3.99±0.64 

3.49±0.87 

 

3.84±0.70 

4.38±0.56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between departments 

In our department, meetings or exchanges of documents for formal information exchange with 

other departments occur frequently 

Our department exchanges knowledge or information by activat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other departments when performing work. 

Our department continuously disseminates new information or knowledge related to work. 

When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they tend to try to solve the problem by us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other departments. 

Informal as well as formal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departments are active. 

3.70±0.81 

3.39±0.95 

 

3.42±0.88 

 

4.04±0.68 

4.20±0.66 

 

3.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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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vel of Participant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N=189) 

Items M±S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total 

Communication climate 

The nursing staff of our hospital communicate freely without any difference in rank 

except in work-related situations. 

I often participate in the hospital's informal meetings (a classmate group, alumni group, 

ward meeting). 

I think informal meetings in the hospital are helpful for work performance and mutual 

cooperation. 

3.33±0.35 

3.41±0.85 

3.39±0.83 

 

3.22±0.91 

 

3.62±0.81 

 

 

Supervisor communication 

I follow the directions and opinions of the head nurse when it comes to work-related  

problem solving. 

The head nurse helps my work run smoothly. 

I get depressed when I report work to the head nurse or receive work orders. 

 

Media quality 

I think it is appropriate time to receive new instructions or information related to work. 

I am satisfied with the frequency, content, and atmosphere of meetings held in our 

department. 

I think the communication medium of our hospital is reasonable 

 

Horizontal communication 

I hear a lot of rumors about personnel information in the hospital and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our department, we talk freely about funny stories or jokes outside of work. 

We have good business communication between our co-workers. 

 

Organizational integration 

I am well aware of our hospital's personnel policy. 

I am well aware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our hospital. 

I am well aware of the vision set by our hospital and how to implement it 

 

Personal feedback 

Our head nurse recognizes my work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The rewards (promotion, salary level) for my work effort and performance are satisfactory 

I am satisfied with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personnel evaluation. 

 

Organizational perspective 

I have a conversation with my colleagues about what changes the hospital's vision 

presentation will bring to me. 

I discuss changes in our hospital with my colleagues. 

I talk to my colleagues about the vision that our hospital has set for itself. 

 

Subordinate communication 

Subordinates are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nurse. 

I exchange sufficient opinions with the head nurse in the course of work. 

The nursing department fully accepts reports, suggestions, difficulties, and new ideas 

from subordinates. 

 

3.55±0.70 

4.07±0.54 

 

4.18±0.63 

2.41±0.95 

 

3.57±0.70 

3.59±0.68 

3.65±0.73 

 

3.46±0.70 

 

3.56±0.73 

2.77±0.92 

 

3.92±0.69 

3.99±0.58 

 

2.72±0.75 

2.70±0.80 

2.22±0.76 

3.25±0.70 

 

3.37±0.69 

3.78±0.61 

3.13±0.70 

3.19±0.77 

 

2.84±0.85 

2.61±0.86 

 

3.27±0.78 

2.64±0.91 

 

3.62±0.72 

3.94±0.57 

3.75±0.69 

3.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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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 

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에서는 종교(t=2.88,p= .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종교가 있음은 3.42±0.34점, 없음 3.27±0.35점으로 종교가 있는 간호사

가 없는 간호사보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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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M±SD t/F p   M±SD t/F p 

Age (yr) ≤25 3.82±0.43 

 2.07 .105 

3.36±0.32 

 0.33 .808 
26-30 3.69±0.42 3.30±0.35 

31-35 3.88±0.41 3.33±0.45 

≥36 3.92±0.58 3.35±0.34 

Religion Yes 3.85±0.41 
 1.41 .253 

3.42±0.34 
 2.88 .004 

No 3.76±0.48 3.27±0.35 

Education Associate 3.39±0.27 

 1.23 .295 

3.46±0.23 

 0.23 .795 Bachelor 3.8±0.45 3.33±0.33 

≥Master 3.78±0.52 3.34±0.49 

Position Staff nurse 3.78±0.46 
-1.81 .072 

3.32±0.34 
-0.75 .453 

≥Charge nurse 4.01±0.44 3.34±0.52 

Marital status Unmarried 3.78±0.46 
-0.92 .360 

3.33±0.37 
 0.33 .740 

Married 3.85±0.46 3.31±0.28 

Total clinical  

career (yr) 
<3 3.79±0.43 

 2.07 .106 

3.35±0.31 

 0.11 .956 
3-5 3.68±0.47 3.32±0.36 

6-10 3.77±0.38 3.33±0.28 

>11 3.94±0.53 3.31±0.48 

Working type 2 shift  3.77±0.53 

 0.21 .810 

3.29±0.42 

 0.59 .554 3 shift  3.8±0.44 3.35±0.33 

Regular  3.83±0.40 3.36±0.30 

Department Ward 3.81±0.44 

 1.35 .257 

3.34±0.37 

 0.65 .584 Intensive care 3.74±0.54 3.27±0.36 

 Others* 3.76±0.41 3.34±0.27 

Usual 

communication 

methods 

Oral 3.74±0.48 
-1.86 .065 

3.30±0.28 
-1.15 .252 

Others† 3.84±0.42 3.36±0.44 

Preferred 

communication  

methods 

Oral  3.76±0.46 
-1.01 .314 

3.29±0.33 
-1.64 .102 

Others 3.83±0.46 3.37±0.38 

* Outpatient department, Emergency room/ 
†
E-mail, Hospital talk, Personal phon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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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상관관계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식 공 

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과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r= .46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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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N=189) 

Variables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r(p)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0.46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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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을 파악하고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 평균점수는 5점만점에 3.79±0.46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 점수(3.87±0.71점)가 부서간 지식공유 활

동 점수(3.70±0.81)보다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 Lee (2012)의 

연구결과에서는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 3.60점,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 3.33점

과 Choi (2013)의 연구결과에서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 3.64점, 부서간 지식공

유 활동 3.43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병동 단위 구성원들과 간호에 관련된 지

식을 비교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코로

나19 상황에서 진행 되었으므로 대면 모임을 통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서 

컨퍼런스 및 동호회 활동 등이 감소되고, 비대면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인 개인 휴대폰의 talk이나 원내 talk을 활용한 비

대면 지식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에 비해 부서간 지

식공유 활동이 낮은 것을 나타났는데, 이는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에 있어서도 

병원 조직 특성상 전문적이지만 폐쇄적이고 다른 분야의 업무에 무관심하거나 

직종 간 지식공유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영향(Hwang, 2010)도 있고, 코로

나19 유행상황에서 비대면 회의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서간 정보 

교환이나 교류가 적어진 영향도 있다고 보여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령, 학력, 임상 경력이 높을수록 지식공유 활동 점수가 높

게 나타난 다른 연구결과(Kim & Lee, 2017)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가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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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급종합병원은 원내 메일 및 원내 talk, 개인 폰의 talk을 활용한 다양한 지

식공유 활동의 방법으로 인해 연령 및 임상 경력이 차이가 있더라도 지식공유 

활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서울소

재 일 상급 종합 병원에서만 시행한 연구결과이므로 여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병원 간호조직들간의 지식공유 활동을 비교하고 관련 요인을 확

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 간 혹은 병원 조직과 다른 조

직의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 활동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긍정

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Lee, 2012), 간호사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식공유 활동의 효과적인 전략

을 위한 지식공유 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 중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보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

족이 높았다(t=2.88,p= .004). 이는 비교할 선행 문헌이 없어 종교와 조직 커뮤

니케이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33±0.35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Lee (2018)의 연구에서의 

3.32점이나 Park (2015)의 3.24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직 통합성의 

평균점수는 2.72±0.75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커뮤

니케이션은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간호사로서 자부심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ark & Lee, 2018).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

족이 직무 착근도를 높이고(Park, 2018), 직무 만족을 향상(Kim, Lee & Baik , 

2013) 시키는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조직 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조직 구조나 책임자가 필요하며, 간호사들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긍정적

인 상호관계 형성이 활성화되어 조직 내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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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467, p< .001), 구성원간,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질수록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훈련과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직무 성과가 높다(Jung & Park, 2017)는 연구,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동료 간 유대감 형성, 소속감 고취, 사기 증진 등을 증

진시켜 개인의 직무 효율성 향상으로 직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Han & Jung, 2014)

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Lee, 

2012), 간호사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공유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

인 정보공유 방법 및 간호 정보 전달 시스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은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하므로 구성원간 상황에 따른 정확한 매

체로 신속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이 향

상되면 조직의 직무수행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점이 있다.  

추후 본 연구가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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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을 파악하고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

션 만족 정도는 중간을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 활동의 하위 영역 

중 구성원간 지식공유 활동이 부서간 지식공유 활동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종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공유 활동과 조직 커뮤니케

이션 만족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추후 본 연구가 간호사의 지식공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조직의 적극적인 지식공유 활동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적

합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전략을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간호사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식공유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

인 정보공유 방법과 효율적인 지식공유 전략을 위한 지식공유 활동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종교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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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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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1. 지식공유 활동 

다음 문항은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반영 한  

항목 번호에 표시(V)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개인적인 통찰이나 학습의 결과를 동료들

과 공유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변경되었을 때,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동료들과의 지식공유는 공식적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빈번히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동료

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 수행 시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에 채널을 활

성화하여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동료들과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을 공

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동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나

에게 요구 할 때 기꺼이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와 공식적 정보교환을 위한 회

의 또는 문서의 교환이 빈번히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서는 업무 수행 시 다른 부서와 의사소통 채

널을 활성화하여 지식 또는 정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지

속적으로 보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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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다른 부서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서들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비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활성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40 - 

 

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다음 문항은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반영한 항목 번호에 표시(V)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병원의 간호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 이외

에는 직급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병원의 비공식 모임(동기모임,동창모임,병동회

식)에 자주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병원 내 비공식 모임이 업무수행과 상호협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관련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수간호사의 지시

와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5 
수간호사는 나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간호사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를 받

을 때 위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시나 정보를 받는 시기

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부서에서 갖는 회의의 빈도나 내용, 분위

기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병원의 의사전달매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병원내의 인사정보, 조직원간의 갈등에 관련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부서는 업무 이외의 재미있는 얘기나 농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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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는 동료 직원들 간에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 병원이 설정한 비전과 그 실행 방법에 대

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수간호사는 나의 업무수행능력과 성과를 인정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업무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승진, 급여수준)

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병원의 비전제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동료들과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우리 병원의 변화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우리 병원이 설정한 비전 자체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수간호사의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업무처리과정에 수간호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간호부에서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나 건의, 애로사항,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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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 

다음 문항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V)하거나, 기입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 (     ) ② 남 (     )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종교는?   ① 있다 (     ) ② 없다 (     ) 

 4. 귀하의 학력은?  

  ① 전문대졸 (     ) ② 대졸 (     ) ③ 대학원졸(석사 이상) (     ) 

 5. 귀하의 직위는?    

① 일반간호사 (     ) ② 책임간호사 이상 (     ) 

 6.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     ) ② 기혼 (     ) ③ 기타 (     ) 

 7. 귀하의 간호사로서의 총 근무경력은?   (     년     개월) 

 8. 귀하의 근무 형태는?    

① 2교대 (     ) ② 3교대 (     ) ③ 상근 (     ) 

9. 귀하의 현재 근무지는?   

① 외래 (     )     ② 병동 (     )  

③ 중환자실 (     ) ④ 기타(심사 업무 등)(   ) 

10. 귀하의 평소 의사소통 전달(활동) 방법은?(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구두 (     )        ②서면 (     )     ③ 아산톡 (     )  

④ 아산넷(메일) (     )                   ⑤ 기타(개인폰-카톡) (     ) 

11. 귀하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은?(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구두 (     )        ②서면 (     )     ③ 아산톡 (     )  

④ 아산넷(메일) (     )                   ⑤ 기타(개인폰-카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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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도구 승인 

1. 지식공유 활동 승인 내용 :  도구 저자 이메일 주소 오류로 메시지로 승

인 받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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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 커뮤니케이션 만족 도구 승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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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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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ACT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f Nurses 

 

KIM, YUN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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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ung Yun, RN,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understand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f nurses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survey of nurses working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from March 3 to March 31, 2021,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89 peop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Level of the participants’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was 3.7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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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out of 5 points, and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score 

between members was 3.87±0.71 points, and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score between department members was higher than 3.70±0.81 

points. Level of the participant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3.33±0.35 points, and the communication score with the 

subordinate was the highest at 3.62±0.72 points among the eight sub-

areas, and the organizational integrity score was the lowest at 

2.72±0.75 points. Media quality 3.57±0.70 points, horizontal 

communication 3.56±0.73 points, communication with superiors 3.55±0.70 

points, communication atmosphere 3.41±0.85 points, personal feedback 

3.37±0.69 points, and organizational outlook 2.84±0.85 points. 

2. Religion (t=2.88, p=.004)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the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3.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467, p <.001).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re active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ince it is important for patient safety, it 

should be possible to quickly share information between members through an 

accurate medium according to the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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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for nurses'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in the future. 

 

 

 

 

 

 

 

 

 

 

 

 

Key words : nurs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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