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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DISC 행동 형  지식과 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

김해란
조 대학  간호학과  

The Effect of DISC Behavioral Style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Hearan Kim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약  본논문은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심사용투고요령입니다. 본논문은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심사용투고요령입

니다. 간호 학생이성공 으로 학생활에 응하여 문역량을갖춘 문인으로서성장하기 해최근인간의개인행동

유형을 악하여유형에따른 재 로그램 용에 한연구가 심을받고있다. 이에본연구는 DISC 행동유형이간호

학생들의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시도된 횡단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H 학 4학년에 재학

인 간호학과 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DISC 행동유형분석결과, 주도형 10.6%, 사교형 33.8%, 안정형 48.5%, 신 형 7.1%으로나타났다. 지식과임상

수행능력 수는집단 간, 측정시 간, 집단과측정시 간의교호작용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를보 다. 측 시 에

따른지식 수는 1차(F=4.51, p=0.317)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으나, 2차(F=3.44, p=0.018), 3차(F=2.18, p<.0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 수는 1차(F=3.69, p<.001), 2차(F=4.70, p=0.003), 3차(F=1.23, 

p<.001)에서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이상의결과로간호 학생개개인이가지고있는행동유형은다양하고각각

장단 이있으므로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학생의다양성을이해하고 장 을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 behavioral style on the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nursing students in the fourth grade of universit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2015 to December 201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DISC behavioral style analysis showed that 10.6% were dominant, 33.8% were influence, and 48.5% were 

steadiness and 7.1% were conscientiousness. Knowledge score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d points of DISC 

behavioral style did not show differences in the first, but did show differences in the second and third. Conversely, 

clinical performance score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ment points of DISC behavioral style showed differences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scor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between measurement points and between groups and measurement points. As a 

result, DISC behavioral styl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ary, with each having merits and demer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se points and to develop merits in order to improve the 

learning outcomes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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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간호 학생들은 학사과정 동안 이론 실습을 병행

해야 하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과다한 학습량과 여유롭

지 않은 학사 일정을 경험하게 된다[1, 2]. 이 과정에서

학습진도를따라오지 못하거나 학과에 응하지못하는

등 부 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을 도에 포기

하는 등의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3-5]. 이에 간호 학

생이 성공 으로 학과와 학생활에 응하여 문역량

을 갖춘 문인으로서 양성될 수 있는 다양한노력이 필

요하다.

최근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유

형을 악하여 유형에 따른 재 로그램 용에 한

연구가 심을 받고 있다[6-8]. 행동이란 개인의 외

특성으로 모든인간은 다른 환경 속에서성장하여 개

인마다 독특한 행동패턴을 보인다. DISC는 행동유형으

로 내 성향뿐만 아니라 찰 가능한 인 자원의 행동

패턴에 주목한다. 1979년 Marston은 이러한 인간의 행

동연구를 통해 DISC라는 4가지 인간 행동유형을 모형

화 하 다[9]. 

DISC 행동유형은 인간이 직면한 환경에 한 과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개인 힘을어떻게인식하느냐에

따라 자기주장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주도형

(Dominance, D style), 낙 으로 친근감 있는 사교형

(Influence, I style), 일 된 태도로 한결 같은 안정형

(Steadiness, S style), 치 하고 논리 이며 사실에 입각

한 신 형(Conscientiousness, C style)으로 명명하 다

[10, 11]. 인간의 행동유형은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분리

할수 있고, 유사성은상호편안함을느끼게 해주는반면

다양성은 상호보완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기업 장에서는 DISC 행동유형을통해 구성원개인

에게 합한 업무 처리 방식을 제시하여 업무성과와 질

을 극 화하고 있다[12, 13]. 

간호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병원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행동유형을 가진 다양한 구

성원들의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 된다[14]. 특히

간호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간

호사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은 문 간호역량을발휘하

는 데 요한 요소이다. 간호사의 DISC 행동유형에

한 인식은 병원 업무 장에서 개인의 행동유형과강 을

발견하여 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5, 16]. 

그러므로 졸업 간호 학생이 자신의 행동유형을

객 으로 이해하고, 힘든 학사과정 동안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하여 개별 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과

응 취업후이직률감소에도움을 수있을것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ISC 행동

유형과 간호 학생의 성격, 스트 스와 같은 정신 요

소와 공만족도 학생활만족도와의 련성에 한

연구가 있었고, 간호사를 상으로 직무스트 스, 투약

오류와의 련성에 한 연구가 있었다[17-21]. 그러나

간호 학생의 학사과정에서 학업성취도와 실질 으로

연결되는 지식과 임상수행능력과의 련성을 확인한 연

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알아

보고 행동유형이 문역량으로서 요한 요소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

하여 학사과정 는 취업 후 병원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문제상황에 한 처능력을향상시키는데 필요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의 DISC 행동유형이 지식

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데 있다.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수의 변화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DISC 행동유형이 지식과 임상

수행능력의 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횡단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4년제 H 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선정하 다. 표본의 수를 G*Power 

3.1.4를 이용하여 추정해보면, 4개 집단의 분산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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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 효과크기 f=25, 유의수 .05, 검정력 .80으로

선정하 을 때 한 상자수는 180명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한 학년의 수가 100명을 넘지 않았으므로 시뮬

이션 교과목을 수강하는 2015년 4학년 106명과 2016

년 99명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상자로 선정하 다. 

체 205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00%가 회

수되었으나, 그 설문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7부를 제

외하여 198부(96.6%)가 사용되었다. 

2.3 연 도

2.3.1 DISC 행동 형 

DISC 행동유형은Marston (1928)이개발한 도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컨설 연구소(2002)가 번역하

여 제작한 DISC 행동유형 한국어 의 간이형을 사용하

다[11]. 본 도구는 24개 문항으로 총 96가지의 형용사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주도형(Dominance), 사교형

(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 형(Consciousness)

에 해당되는 4가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4개 문

항마다 4가지 형용사 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 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4가지 행동유형 이에

해당되는 형용사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경우 본인의 행동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이를통해 타인과구별되는특징

인 개인의 행동유형인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 형

의 하 변인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4이었다.

2.3.2 지식

지식 평가를 한 표 화된 도구를 찾아보기 힘들었

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 개발하여 평가하 다. 최근 5

년간출제되었던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를 기반으로

4개 시나리오와 련된 내용으로 각각 20문제씩의 5지

선다형 객 식 문항이 개발되었고, 시뮬 이션교과목을

재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3인에게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80 이상으로 성을 확인하

다.  

맞으면 0.5 , 틀리거나 모르면 0 으로 처리하 고, 

수의 범 는 각각 최 0 부터 최고 20 까지이고

수가 높을수록 지식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변

별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 ‘0.35-0.38’이 15문제씩, 0.50

이상 문제가 5문제씩으로 변별력은 하 다.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3.3 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시뮬 이션 교육을 한

4개의 시나리오( 성 호흡기 질환 간호, 투약오류 리, 

수술 후 환자간호, 수 간호)의 범 안에서 간호체크

리스트가 개발되었다. 이는 내과 의사 1인과 시뮬 이션

교과목을 재 가르치는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

도(CVI)가 .80 이상으로 성을 확인하 다.  

항목에 한 평가는 ‘이론 근거를 이해하고 능숙하

게 수행함’을 2 , ‘이론 근거를 부분 으로 이해하고

부분 으로 수행함’이 1 , ‘이론 근거를 이해하

지 못하고무균법을 틀리게 수행함’이 0 으로처리하

다. 수의범 는 각각최 0 부터 최고 100 까지이

고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수 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는 피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연구자가 속

한 해당기 의연구윤리심의 원회의심의를거쳐 연구

개시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시작 연구목 과 내용에 해 설명한 후 자발

인 서면동의를 받았다. 모든 자료는 연구목 에만 사

용될 것이며 연구참여 에도 참여에 한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으며언제든 단할수 있음을공지하 다. 

한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과 비 유지와 익명보장에 해 설명하 다. 

본 연구를 한 자료수집은 2015년과 2016년 10월

시뮬 이션 교육이 끝나는 기말 평가 후 설문지를 배포

하여 수거하 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

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으며 직 회수하 다. 

2.5 연 진행절차 

본 연구의 진행 차는 Fig. 1과 같다. 

연구자와 연구 상자가 속한 간호 학의 시뮬 이션

교육과정(15차시)에 따라 1차시에 오리엔테이션과 일반

특성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2차시부터 4차

시까지 성 호흡기 질환 시나리오, 5차시부터 7차시까

지 투약 오류 리 시나리오, 8차시부터 10차시까지 수

술 후 환자 간호 시나리오, 11차시부터 13차시까지 수

간호 시나리오 학습이 이루어졌다. 

14차시에서 자율실습, 15차시에 마지막 평가와 함께

DISC 행동유형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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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 련된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은 각각 4차시, 7차시, 

10차시, 13차시에 걸쳐 4회 평가하 고, 평가 수를 토

로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수의 변화를 확인하 다. 

Fig. 1. Research process

2.6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 연구 상자의 나이, 성별, 학과 만족도, 학기성

과 DISC 행동유형은 기술통계, 빈도와 백분율로 산

출하 다. 

· DISC 행동유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s 

α값을 이용하 다. 

· 측정 시 과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

행능력의 수의 차이는분산분석(ANOVA)을 이용

하 다. 

· 시간과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

력 수의 변화와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OVA)으로 연령, 성별, 공

만족도, 직 학기 성 을 보정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는 총 19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49(±0.87)

세 다. 성별은 여학생 160명(80.8%), 남학생 28명

(19.2%)이었고, 공 만족도는 ‘높다’가 108명(54.6%), 

‘보통이다’가 47명(23.7%), ‘낮다’가 43명(22.7%)이었

다. 직 학기 성 은 ‘4.00-4.50’가 15명(7.6%), 

‘3.50-3.99’가 79명(39.9%), ‘3.00-3.49’가 89명(44.9%), 

‘2.50-2.99’가 15명(7.6%)이었다.

3.2 연  대상  DISC 행동 형 

연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은 Table 2와 같다. 연

구 상자의 DISC 행동유형 분석결과, 주도형 21명

(10.6%), 사교형 67명(33.8%), 안정형 96명(48.5%), 신

형 14명(7.1%)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Mean±SD & n (%)

Age (yr) 22.49±0.87

Gender

Female 160 (80.8)

Male 38 (19.2)

Satisfaction of major

High 108 (54.6)

Moderate 47 (23.7)

Low 43 (22.7)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4.00-4.50 15 (7.6)

3.50-3.99 79 (39.9)

3.00-3.49 89 (44.9)

2.50-2.99 15 (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Characteristics Mean (SD)

Dominance 21 (10.6)

Influence 67 (33.8)

Steadiness 96 (48.5)

Conscientiousness 14 (7.1)

Table 2. Participant’s DISC behavioral style  (N=198)

3.3 DISC 행동 형에 따  지식과 상수행

능력  비  

나이, 성별,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

능력의 비교는 Table 3과 같다. 

측 시 에 따른 지식 수는 1차(시나리오 2―시나

리오 1; F=4.51, p=0.31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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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으나, 2차(시나리오 3―시나리오 2; F=3.44, 

p=0.018), 3차(시나리오 4―시나리오 3; F=2.18,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수

행능력 수는 1차(시나리오 2―시나리오 1; F=3.69, 

p<.001), 2차(시나리오 3―시나리오 2; F=4.70, p=0.003), 3

차(시나리오 4―시나리오 3; F=1.23,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식 수는 집단 간(F=10.16, p<.001), 측정시 간

(F=3.48, p=0.017), 집단과 측정시 간의 교호작용

(F=5.87,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Fig. 2). 임상수행능력 수는 집단 간(F=2.64, 

p=0.024), 측정시 간(F=4.57, p=0.004), 집단과 측정

시 간의 교호작용(F=0.84, p<.001)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Fig. 3).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악하고,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DISC 행동유형은 안정형

48.5%, 사교형 33.8%, 주도형 10.6%, 신 형 7.1%로 안

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 다. 간호 학생 상

의 연구에서 사교형이 54.0%로가장 많았고[21], 만화애

니매이션학과 학생 상의 연구에서도 사교형이 41.7%

로 가장 많았다[22]. 간호사 상의 연구에서 안정형이

41.6%로 가장많았고[18], 의과 학 학생 상의 연구에

서는 신 형과 안정형이 가장 많았다[23]. 이와 같이

DISC 행동유형의 분포는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과 학습성과를 비교해 본 이유는 시뮬

이션 교과목은 간호 학생들이 졸업 병원과 가장 유

사한 환경에서필요한실무역량을 습득이 목 이기 때문

에[24] 문 직업인인 간호사가 직면하는 문제상황에서

개인의실질 인행동유형을 악하고간호 지식과 임상

수행능력을 어떻게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확

Variables Groups
D

(n=21)

I

(n=67)

S

(n=96)

C

(n=14)
F* p* Source F** p**

Knowledge, 

Mean±SD

First -1.19±3.08 0.37±2.32 1.05±4.31 -1.86±2.11 4.51 0.317 Group 10.16 <.001

Second 3.19±1.75 1.51±2.72 1.97±2.80 3.36±1.98 3.44 0.018 Time 3.48 0.017

Third 0.67±3.28 2.66±4.03 1.70±4.85 3.85±2.82 2.18 <.001 GroupxTime 5.87 <.001

Clinical

performance,

Mean±SD

First -0.57±4.74 2.51±5.64 0.02±4.95 1.33±4.64 3.69 <.001 Group 2.64 0.024

Second 9.98±8.95 11.64±10.28 6.42±7.58 7.34±11.04 4.70 0.003 Time 4.57 0.004

Third 11.23±12.60 12.02±14.73 9.97±11.84 4.89±13.94 1.23 <.001 GroupxTime 0.84 <.001

* : ANOAVA

** : repeated measure ANOVA(Adjusted for age, gender, satisfaction of major, accumulated last semester grade)

First : 2nd scenario-1st scenario, Second : 3rd scenario-2nd scenario, Third : 4th scenario-3rd scenario

Fig. 2. Knowledge Fig. 3. Clinical performance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and clinical performance score between DISC behavioral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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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사교형의 경우 다른 행동유형과 비교하

여 지식의 향상이 일정하게꾸 히향상되었고 임상수행

능력도 가장 높은 수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동

일한 기 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행논문은없으나 비

슷한 맥락에서 개인의 성향(personality)이 성실하고 지

속 인 계획을 가진학습유형 일수록 학업성취와 정

상 계를 보이고[25], 조직 구성원과 원만하게 잘 지

내는 행동유형을 가질수록 리더십과 다양한 문역량의

통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6]. 

시뮬 이션 교육의 경우, 마네킹과 화하고 간호를

직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구성원과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은 부분 수업에 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워 한다[27]. 더욱이 공필수인 교과목이기 때

문에 학생들의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학습성과를 도출하기 해 학생 스

스로새로운학습방법에가능한빨리 응하고, 동료

들과 쉽게 친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교형은 사람들

과의 계를 요시 하고, 상황을 정 으로 바라보며, 

통제된 환경보다는자유로운 업무환경에서창의 활동

을 지향한다[11]. 

한 행동의 속도가 빠르며,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

고 새로운 환경과 해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친화

력을가지고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요하게 요구되는

환경에서 구성원을돕고 지원하는성향 때문에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향을 미쳤다[16]. 이는

시뮬 이션교육에서강 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결과

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주도형은 지식의 향상이 가장 낮았다. 주도형은 성취

욕과 경쟁심이 높고 권 가 제공되는 환경, 개인 성취

가 가능한 환경을 선호한다[11]. 이와 같이 주도형이 선

호하는 환경은 시뮬 이션교육 환경과는 치되는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주도형 행동유형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학습

을 통한 지식의통합 축 의 필요성과효과 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방법에 하여 주기 으로교육시킬 필

요가 있다. 한 주도형은 권한과 책임을 요하게 여기

고높은목표를 갖고 있으며, 결단력이 강하고다른행동

유형에 비해 업무수행과 의사결정 시 빠른 결과물을 도

출해 내는 경향이 있다[11]. 이러한 이유로 임상수행능

력의 변화가 교육과정의 반에는 낮았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매우 높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주도형 학생들에게 정확성과 안 성이 필요한

간호행 수행 시 이론 근거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 형의 지식 수는 꾸 히 향상되어 마지막 평가

에서는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나임상수행능력은 가장낮

은 수 차이를 보 다. 신 형은 심사숙고하며 엄격한

유형으로일을체계 이고 분석 으로업무의질과 정확

성을 높이기 해 신 하게 일을 처리한다. 

반면 스트 스를 받으면 지나치게 자신과 타인에

한 기 가 높아매우 비 으로 행동하거나문제상황을

돌 하지 못한다. 한 신 한 태도가 과도하여 오히려

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므로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치는

일도 빈번하다[10, 28]. 이러한 이유로 시뮬 이션 교육

안에서 매주 해결해야 하는 문제상황과 구성원과의

신속한 의사결정, 짧은 기간 안에 습득해야 할 핵심술기

등은 신 형 학생에게 큰 스트 스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29]. 

안정형은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낮

지도 높지도 않은 일정한 수를 유지하 다. 안정형은

구성원들과 잘 력하며인내와심사숙고를 특징으로신

하고 참을성이 많은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

심 인 특징이 있으므로 학습이 필요할 때 을 조화

롭고 안정 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다[10, 28]. 

그러나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고 새로운 상

황에 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시뮬 이

션 교육에서 큰 학습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안정

형의 학생들이 장 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편성 시 익숙

한 구성원을 함께 배정하거나리더 역할을 강요하기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할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 결과 학생의 행동유형에 따라 시뮬 이션 교

육 후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교형의학생들은 지식과 임상수행능력

의 성취도가 모두 향상되었고 주도형의 학생들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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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임상수행능력의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신 형은 지

식 성취도에서 꾸 한 향상을 보 고 안정형은 다른 행

동유형에 비해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성취도 변화가

었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

동유형은 다양하고 각각 장단 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

하고장 을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역에서 DISC 행동유형에 한 교육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

과를 이해하고자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간

호 학생의학업 성취도 향상을 한 행동유형별교육

재 로그램 도입 개발 기 의 기반을 마련하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

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여조사한연구로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제한

이 있으므로 상자를 확 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동유형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다르므

로 행동유형별 교육 재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학

업성취도의정도를비교, 평가하는후속연구를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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