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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목  간호 학생  사 통능  감 지능과 아 감  계에  미치는 향  확 하

 함 다.  해 M시  개 간호 학 재학생  상  편  집 하 , 화  가 보고식 지

 용하여 최  173  료  하 다. 수집  료는 SPSS/WIN 21.0 프 그램  용하여 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피어슨 상 과 다 회귀  실시하 고, 매개효과   검  해 sobel

test  실시하 다. 본 연  다 회귀  결과 간호 학생  사 통능  아 감에 한 양  향

 , 감 지능과 아 감 계에   매개 역할  하는 것  확 었다. 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

 사 통능  아 감 진에 한 향  미치는 것  미한다. 본 연 결과  탕  간호 학생  

아 감 진  해 사 통능  향상  과 사 통능  균형  강화시키  한 다양한 복합

  략  개 과 재  필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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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is a cross-sectional survey and the 

participants were 173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located in M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to test the significance of 

a mediation effect using SPSS 21 softwar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were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played a partially mediating role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imply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is important to improve the level of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e of foste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convergence education strategies to promote 

communication competence in a balanced way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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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간호사는 병원의 다양한 직업군과 상호작용이 빈번한

의료인으로서 정확하고, 효율 인 의사소통능력이 요구

된다.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 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고[1], 미숙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많

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불안이 높아지게 된다

[2,3]. 실제로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 장에서 환자

의료인과의 계형성에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스트

스를 겪고 있다[4]. 특히 병원에서 의료인간의 부주의한

의사소통은 환자의 안 리 역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5], 간호사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의 인 계

뿐 아니라 환자의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간호사로서 필요한 핵심역랑의 하

나인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학부시 부터

체계 인 교육이 요구된다.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에 한 주 평가를 의미

하며, 자신을 능력 있고, 존 하며, 성공 이고, 가치 있

는 존재로 믿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6]. 사회 존재

인 인간에게 자아존 감은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

이거나 정 인 상황을 지각하고 인지 으로 해석하는

데 향을 미치게 된다[7].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은

학생활 응을 잘하며, 자신에 한 정성을 바탕으

로 환경에 한 응력이 높아지게 되어 건강한 인

계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한다[8]. 한 자아존 감은 인

간의 가치체계와 인성 발달 뿐 아니라 직업에 한 가치

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사에게 필요한 문직 가치와 문

직 형성에 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9,10]. 즉, 간호사는 이러한 정 자아존 감을 기

로 환자와 친 하고 치료 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11]. 한 최근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 변수 간의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보고되고

있다[12,13].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여

그 정보를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인의 사회 지능이다[14]. 간호사는

병원 장에서 다양한 상황의 환자 환자 가족의 정서

요구에 효과 으로 응 하기 하여 자신은 물론 타

인의 감성을 조 하게 된다[15]. 따라서 간호사에게 있어

감성지능은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환자와 간

호사 간의 상호 신뢰 계를 형성하는데 필수 요소

로 작용하게 된다[16].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이 간호사와

간호 학생이 임상 장의 스트 스와 갈등으로 인해 직

면하게 되는 부정 경험인 감정노동과 소진의 감소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17,18]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에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사의 감성지

능은 의사소통능력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장

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19], 감성지능의 4개 하부 역

모두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

다[18]. 한편 학생 상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의 련

성 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아져 인생만족도가 높아졌으며[20], 감성지능이 자아

존 감을 형성하는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21].

이상의 맥락에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은 자아존 감과 한 련이 있으

며, 감성지능의 향을 받는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 감

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 까지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

존 감 변수에 한 연구는 주로 상 계 련 변수

에 한 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산발 이고 단편 으

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들은[12,13,18,19,21]

변수들 간의 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 변수들 간의

향 계에 한 총체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제한 이

다. 간호는 인간 상의 신체 , 정신 , 인 모든

역에서 인간호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사의

정 자아존 감을 바탕으로 높은 감성지능과 능숙한 의

사소통능력은 인간호를 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

다. 이를 해 간호교육에서 세 변수에 한 체계 근

과 이해가 필요하며, 향 후 효과 교육 략을 수립

하기 해 세 변수들의 향경로를 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들 간의

향 계와 경로를 규명하여,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증진을 한 방안 재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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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자

아존 감의 정도와 향 계를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

소통능력과 자아존 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

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

아존 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한 서술 횡단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사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M시의 4년제 학의 간호학

과에 재학 인 학생이고, 근 모집단은 선정된 학의

간호학과1∼4학년학생이다. 본연구에서는M시에소재한

일개 4년제 학을 편의표집 하 고, 재학 인 간호 학

생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상자의 수는 G power 3.1.8

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0, 측

변수 12개를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 157명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 고, 회수된 설문지 183개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한 총 173부를 분석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상자의 윤리 보호를 해 연구의 목 , 내용,

차, 자료 처리의 익명성,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서면동

의를 받았다. 한 상자의 자율성 익명성 보장을

해 연구자는설문지의 배부와 회수에 직 여하지 않았다.

2.3 연 도

2.3.1 감 지능

Wong & Law[14]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를 Whang 등[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6개 문항으로 자기감성 이해 4문

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조 4문항, 감성사용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의 Likert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 고, 본 연구

에서는 .75이었다.

2.3.2 사 통능

Rubin & Martin[23]이 개발한 인의사소통능력 측정

도구를 Hur[24]가 수정·보완한 포 인 의사소통능

력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 다. 총 45문항으로 15개

구성개념으로 이루어 졌다. 각 문항은 5 의 Likert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인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 11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처리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24]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

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3.3 아 감

Rosenberg가 개발하고 Jun[25]이 번안한 Rosenberg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다. 총 10문항으로 3,5,8,9,10

문항은 역환산하여 자아존 감을 계산하 다. 각 항목은

4 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번안 당시

Cronbach's alpha는 .85 고, 본 연구에서도 .85이었다.

2.3.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 감은 평균 표 편차

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Dunnett T3를 실시

하 다. 세 변수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간에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해 Sobel test를 추가 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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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상   특

연구 상자는 총 173명으로 여학생 150명(86.7%), 남

학생 23명(13.3%)이었다. 4학년이 49명(28.3%)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이 37명(21.4%)로 가장 었다.

형제 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166명(96.0%), 가정의

경제 상태를 ‘ ’으로 응답한 상자가 135명(78.1%), 신

체상에 한 ‘만족함’이 108명(62.4%)로 가장 많았다. 학

업성취수 은 ‘보통’이 122명(70.5%)의 빈도가 가장 높았

으며, 스트 스 수 은 ‘ ’ 88명(50.9%), ‘상’ 73명(42.2%)

의 순이었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9명(63.0%)

를 차지하 다.

상자의 공 만족도는 ‘만족’ 102명(59.0%), ‘매우 만

족’ 47명(27.2%), '불만족‘ 24명(13.9%) 순이었고, 인

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 104명(60.1%), ‘매우 만족’ 63명

(36.4%), ‘불만족’ 6명(3.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감 지능, 사 통능 , 아 감

감성지능의 평균은 5 만 에서 3.60±.48 이었다. 4

개 구성개념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타인 감성이해

3.87±.53 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감성이해 3.80±.56 ,

감성조정 3.47±.71 , 감성활용 3.25±.77 순이었다. 의

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 만 에서 3.67±.40 이고, 자아

존 감의 평균은 4 만 에 2.85±.43이었다.

3.3  특 에 따  감 지능, 사 통능 ,

아 감  차  

감성지능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인 계만족도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아신체상

에 만족하는 군은 불만족 군보다(p=.014), 학업성취도가

높은 군이 보통, 미흡 군보다(p<.001), 인 계도가 높

은 군이 그 지 않은 군들에 비해(p<.001) 감성지능 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인 계만

족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아신

체상에 만족하는 군은 불만족 군에 비해(p=.013), 학업성

취도가 높은 군은 미흡한 군에 비해(p=.030), 인 계만

족도가 높은 군은 그 지 않은 군들에 비해(p<.001) 의사

소통능력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존 감은 자아신체상 학업성취도, 스트 스 수 ,

공만족도, 인 계만족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 감은 자아신체상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 불만족 군보다(p<.001), 학업성취도가 보통

군이 미흡 군보다(p<.001)보다 높았다. 스트 스가 은

군, 보통 군, 높은 군 (p<.001), 공만족도가 높은 군, 보

통 군, 불만족 군(p<.001)에 따라 자아존 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3.3)

Female 150(86.7)

Grade

Freshman 44(25.4)

Sophomore 43(24.9)

Junior 37(21.4)

Senior 49(28.3)

Siblings
No 7(4.0)

Yes 166(96.0)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4(19.7)

Middle 135(78.0)

High 4(2.3)

Perceived self-body

image

Unsatisfied 54(31.2)

Moderate 108(62.4)

Satisfied 11(6.4)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 43(24.9)

Middle 122(70.5)

High 8(4.6)

Level of stress

Light 12(6.9)

Fair 88(50.9)

Heavy 73(42.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No 85(49.1)

Yes 88(50.9)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 24(13.9)

Moderate 102(59.0)

Satisfied 47(27.2)

Satisfaction of inter

-personal relationship

Unsatisfied 6(3.5)

Moderate 104(60.1)

Satisfied 63(36.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3.4 감 지능, 사 통능 , 아 감  

    상 계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 감(r=.57, p<.001)

과 감성지능(r=.58, p<.001)에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한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도(r=.55, p<.001)

유의한 양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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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Mean±SD
t or F(p)

Dunnett T3
Mean±SD

t or F (p)

Dunnett T3
Mean±SD

t or F(p)

Dunnett T3

Gender
Male 3.71±.64 1.26

(.211)

3.76±.46 1.16

(.248)

2.93±.55 .77

(.448)Female 3.58±.46 3.66±.39 2.84±.40

Grade

Freshman 3.59±.50

.10

(.959)

3.56±.46

2.10

(.103)

2.80±.44

.93

(.428)

Sophomore 3.63±.50 3.77±.43 2.90±.43

Junior 4.00±.54 3.70±.37 2.79±.46

Senior 3.57±.39 3.67±.31 2.91±.38

Siblings
No 3.39±.36 -1.13

(.258)

3.59±.25 -.56

(.579)

2.59±.34 -1.72

(.088)Yes 3.61±.49 3.68±.40 2.87±.43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47±.45
1.69

(.188)

3.65±.43
.42

(.655)

2.73±.45
2.93

(.056)
Middle 3.62±.49 3.67±.39 2.88±.42

High 3.77±.42 3.84±.31 3.18±.43

Perceived self-body

image

Unsatisfied a 3.48±.43 4.36

(.014)

c>a

3.58±.42 4.44

(.013)

c>a

2.64±.34 17.84

(<.001)

c>b>a

Moderateb 3.62±.51 3.69±.39 2.92±.42

Satisfiedc 3.93±.32 3.96±.27 3.33±.28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Lowa 3.42±.41 9.18

(<.001)

c>b>a

3.67±.39 3.57

(.030)

c>a

2.59±.35 12.50

(<.001)

b>a

Middleb 3.62±.47 3.65±.39 2.94±.40

Highc 4.16±.59 4.03±.42 3.04±.61

Level of stress

Lighta 3.88±.50
2.24

(.110)

3.77±.38
.53

(.588)

3.27±.42 11.56

(<.001)

a>b>c

Fairb 3.57±.47 3.68±.34 2.91±.39

Heavyc 3.58±.49 3.65±.46 2.72±.4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No 3.60±.51 .08

(.941)

3.66±.46 -.43

(.668)

2.85±.44 -.24

(.812)Yes 3.59±.46 3.69±.33 2.86±.42

Satisfaction in major

Unsatisfied a 3.61±.48
3.02

(.051)

3.58±.49
1.86

(.159)

2.64±.42 12.66

(<.001)

c>a,b

Moderateb 3.53±.47 3.65±.39 2.80±.41

Satisfiedc 3.74±.50 3.76±.36 3.09±.43

Satisfaction of inter

-personal relationship

Unsatisfieda 3.23±.57 9.52

(<.001)

c>a,b

3.22±.69 12.24

(<.001)

c>a,b

2.15±.29 20.12

(<.001)

c>b>a

Moderateb 3.50±.45 3.60±.36 2.78±.38

Satisfiedc 3.79±.48 3.84±.36 3.05±.05

<Table 2> Differ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N=173)

Variabl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steem

r(P)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3.60±.49 1

Communication Competence 3.67±.40 .58(<.001) 1

Self-Esteem 2.85±.43 .55(<.001) .57(<.001) 1

<Table 3> Correlation among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elf-esteem         (N=173)

Steps Direction β(p) t Adj. R2 F(p) Sobel test, Z(p)

Step 1 E.I ￫  C.C .579(<.001) 9.298 .332 86.46(<.001)

Step 2 E.I ￫  S.E .547(<.001) 8.555 .296 73.19(<.001)

Step 3
E.I

C.C
￫  S.E

.329(<.001) 4.496
.387 55.21(<.001) 4.517(<.001)

.376(<.001) 5.134

1)E..I.: Emotional Intelligence, 2)C.C.: Communication Competence, 3)S.E: Self-Esteem

<Table 4> Mediating Effect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N=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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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 지능과 아 감 계에  사 통

능  매개효과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Bars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27]을 실시하 다. 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에

종속변수의 자기상 과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을 검토

하 다. 그 결과 Durbin - Watson 값은 2.110으로 2에 가

까워 자기상 이 없이 독립 이며, VIF 지수는 1.506 으

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어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 다.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step 1에서 감성지

능이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향(p<.001)을 주었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β=.579)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졌다.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3.2%

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step

2에서 감성지능은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p<.0.001)

을 미쳤으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β=.547) 자아존 감

도 높아졌다. 자아존 감에 한 설명력은 29.6% 다. 매

개효과를 검정하는 step 3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Step 3에서 매개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은 종속변수인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p<.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독립변수인 감성지능 한 자아존 감에 유의한

향(p<.001)을 주었으나, step 2의 β값 .547에 비해 β값

.329로 향력이 감소되어 매개효과 에서 부분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β=.329),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β=.376) 자아존 감이 높아지

며, 자아존 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8.7% 다<Table

4>. 추가 으로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

여 Sobel test를 수행하 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인 감

성지능이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 효과크기 a, 매개변수인

의사소통능력이 종속변수인 자아존 감으로 가는 경로

효과크기 b와 a,b 경로의 표 오차 값을 이용하여 공식으

로 산출되며 본 연구에서는 자동으로 값을 산출해 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 다[28]. 이상의 검정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하는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자아존 감 변

수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Z=4.517,p<.001)되었고,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Fig. 1] The Path Model among Variables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자

아존 감 사이의 향 계를 확인하여 간호 학생의 자

아존 감을 증진시키기 한 재연구를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기 해 시행되었다.

연구 상자의 감성지능은 5 만 기 3.6 으로,

같은 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와 Gu[28]의 연구에

서 3.4 , Lee와 Goh[18]의 연구에서 3.64 (7 만 을

5 만 으로 환산)과 유사한 결과 다. 감성 지능의 하

역의 수를 살펴보면 타인감성 이해가 수가 가

장 높았고 , 자기감성이해 , 감성 조정, 감성 활용 순으로

간호 학생 상 Lee와 Gu[2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고,

간호사 상의 Park 등[29]과 Ko와 Kim[30] 연구에서

타인감성 이해가 가장 높고, 감성 조정과 활용의 수가

낮은 순서와 유사하 다. 이러한 이유는 간호학의 특성

상 간호사 본인의 감성이나 의견에 한 심보다 환자

들의 감정을 악하기 해 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

는 타인감성 이해를 주로 훈련하고 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감성지능 감성 활용 역은

감성정보를 조직하고,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건설

활동에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으로[14], 간호사의 감성지

능의 하 역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어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8]. 따라서

향 후 간호 학생 간호사 상 감성지능 증진을 한

로그램을 개발 용할 때 감성 조정 감성 활용

증진을 도모하기 한 로그램 개발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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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 만 3.67

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 학생 1학년에서 4학년을 상으

로 한 Hwang 과 Lee[4]의 3.51 과 비슷하게 등도의

수를 나타냈다. 국내 간호교육에서 간호 학생의 의사

소통술의 요성은 이미 인식되어 왔으며,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는 상자 건강개선을 한 문분야 간 의사

소통능력을 학부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

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지 까지 교과과정의 의사소통

교육은 주로 이론수업으로 편성되어 실질 효과 증진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32], 표 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 이

션과 같은 실질 인 경험과 실습 주의 다양한 교육방

법이 극 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33].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4 만

평균 2.85 으로, 간호 학생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한 선행연구[34, 35]와 비슷하게 등도 수 의 결과

다. 한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지각된 학업성취

도[34,36], 공만족도[34]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자아존

감 정도의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특

히, 자아존 감은 학생과 같은 청년시 에 경험하는

신체 , 사회 상황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37], 학 재학 기간 동안 자아존 감 증진을 한 다양

한 교육 략들이 개발되고 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은 직 으로 자아존 감

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자아

존 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간호사의 인문학 소양, 감성

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

타낸 Ha와 Jeon의 연구 결과[38]와 일맥상통하다. 특히

‘행복한 나 되기’ 로그램[39], 독서요법[35] 로그램

용 후 자아존 감 상승을 보고한 결과는 정서인식 로

그램을 통해 감성지능이 개발되어 정 자기인식과 자

아상 정립에 도움을 주어 자아존 감이 상승되었음을 시

사 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지지한다. 즉 로그램에

참가한 상자들이 감정을 언어 으로 표 하고, 의견을

나 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사소통능력이 강화되

었고,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 감의 상승에 부분

매개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은 의사소통

능력이 감성지능의 향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자아존

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Park[40]은 결과변수로 자아존 감을 측정하지

는 않았으나, 상황 맥락이 주어진 역할극을 활용한

로그램 용으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됨은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극을 통해 상 방에

한 인식은 물론 자신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성을 인

식 조정하고, 활용하는 감성지능이 훈련될 수 있었고,

역할극의 표 과정에서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 측면

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감성지능과 의사

소통능력 증진을 한 로그램 개발과 용에 있어 기

존의 교수법과 수업 략에서 벗어나 맥락 이고 상황

인 교육환경에서 경험과 성찰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법에 한 고민과 다양한 실험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검증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의

검증은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을 증진시키기 해서

감성지능을 개발하는 것 외에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앞서 언 했듯이 간호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사에게 필수 인 역량으로 학 교과과정에

서 다루어져 왔으나, 주로 환자의 감정과 의견에 을

맞추는 치료 의사소통 역이 강조되면서 상 으로

자신을 명확하고 하게 표 할 수 있는 능력 부족한

실이다[4].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감정, 의견, 신념을 나

타내는 자기주장훈련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이 증진된 결과[12, 13]는 기존의 간호교육에서 상

으로 소홀했던 역인 자기주장을 통해 반 인 의사소

통능력이 향상되고, 그 결과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음

을 지지하는 라 할 것이다.

간호사에게 치료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질병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환자 심의 근으로 간

호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러

나, 간호사의 직무 역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종이 근무

하는 병원조직에서 간호사의 포 의사소통능력은 환

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한 력과 문제해결과정에서 매

우 요한 역할을 할것이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미흡하

게 되면 인 계에서 불안[3,4]과 스트 스를 얻게 되고

[5],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 감에 부정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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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

을 가졌던 감성지능이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는 계

에서 의사소통능력 즉, 간호사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증진을 한 의사소통교육은 기존의 간호교육에서

강조해온 치료 의사소통 이상의 포 의사소통능력

의 함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

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향 후 간호교육에서 간호 학생의 자아

존 감 증진을 해 감성지능 향상 로그램의 개발

용은 물론 의사소통 역 반에서 균형 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 의도 이고 계획

인 다양한 융복합 교육 략 방법의 개발의 필요성

을 제시하 다는 이다.

5. 결   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

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확인하고,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증진을 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

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존

감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한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

감 증진에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외에 간호 학

생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다양한 개인 , 사회 향

요인들을 포함한 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과 경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사

소통능력은 여러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효과

인 교육 략 수립을 해 의사소통능력의 각 구성

요소와 자아존 감의 상 계 향정도의 검증이 추

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재 용을

한 구체 략 수립에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디지털 커뮤니 이션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

한 양방향 참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시뮬 이션 기반

가상 실, 증강 실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 융합을 통해

상황 , 맥락 상황에서 인식과 반응이 가능하고, 그에

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한 재 개발 역에서

디지털융복합 근을 통한 교육 방법 매체를 개발하

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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