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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동동료교수 학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9.0으로 분석한 결과, 외향 인 상자와

토론선호도가 높은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p=.01), 여학생의 사회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p=.03), 내

향 이거나 간 성격 상자의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효능감이 외향 인 상자보다 높았다(p=.01). 자가평가

학교성 별 ‘ 상, , 하집단’의 사회 자기효능감이 ‘상’ 집단보다 높았으나 학업성취도는 ‘상’ 집단이 높았다(p=.01). 의

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간, 사회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부 상 계가 있었으며, 사회 자기효능감은 동동료

교수 용 학과목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58, p<.05). 본 연구결과는 반복연구 후 학 입학과

동시에 과 한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하며 문직업인으로 성장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효과 인 학업 응지도지침

개발의 기 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간호학과 신입생,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is to find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eer collaboration subject of nursing fresh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9.0. The 

communication ability was higher in the extroverts and high discussion preference ones(p=.01), females' social 

self-efficacy were higher than males’(p=.03), the general and social self-efficacy of the ‘introverted’ and ‘middle’ 

groups were higher than the extroverts’(p=.01). The social self-efficacy on the ‘middle high’, ‘middle’ and ‘middle 

low’ of self-evaluated school grades groups were higher than ‘high’ one’s, eve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group was the most(p=.01).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and 

between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self-efficacy affected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peer collaboration subject(R2=0.058, p<.05).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guidelines of nursing freshmen who have to complete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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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병원조직사회의 빠른 변화로 간호사는 다양한 변화에

신속히 응하고 응해야 하므로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에 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 학

생의 경우 입시 주의 교육으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인 자아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학

에 입학하자마자 성인으로서의 역할변화를 감당해야 하

는 스트 스를 겪게 된다. 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

을 시작하기 부터 임상 장실습을 함으로써사회에 조

기에 노출되어 다양한 상자들과 쉽지 않은 상황을 경

험하게 되므로, 의사소통능력 부족 시 인간의 갈등

래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은 필수 이다[1,2].

최근 들어 의사소통의 유형과 범 는 다양해졌으나,

간호 학생들은 실제 임상실습 장에서 보건의료 문

직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상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직업

에 정 향을 미치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군의 문

제해결능력이높았으며, 심리 안녕감을경험하게되었다

[2,3]. 이에 따라,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증하고 있는 과

학내용을단기간에효과 으로교육하기 해단순히강의

법이 아닌 다양한 학습법을 용하여 지식의 달 뿐 아

니라의사소통능력향상을도모하기 해노력하고있다[4].

최근, 간호 학생들의경우 자신의 문제해결면에서 의

존 이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한 믿

음인 자기효능감의 하로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경

험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간호학과 신입생 형에서

고등학교 계열에 계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므로

입학직후부터 이수해야 하는 기 간호과학과목으로 당

황하게 되어 도 포기하거나 타과로 과하는 사례들이

있어 간호학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 하다[5-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으며, 자기효능감과 임상실

습 학생활만족도 간 유의한 상 계 있어 자기효

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발 과 지식증가 등

의내 동기를가지고학습과임상실습에임할수있다[7].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한 다양한 학습

법 간호학에서의 활용 는 극히 낮으나 타 학문분야

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동동료교수학습법이 있다.

동료교수학습과정에서 동료교수자는 직 인 교수활동

을 한 많은 비과정 능동 인 학습을 하게 되고,

동료학습자는 동료교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가르침

을 받음으로써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학습에

한 부담감이 다[4,8]. 동동료교수학습은 동료교수

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 로 수행함으로써 입시 주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통 인 강

의식 수업에서와는 달리 의사소통,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련된 간호학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동동료교수

학습법 용 학과목을 선정하여 그 학과목의 학업성취도

와 의사소통,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정

도를 악하기 해 시행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일

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학업성

취도를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 사

회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 상 계를 확

인한다.

셋째, 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본론

2.1 연

2.1.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동동료교수법 용

학과목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악보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1.2 연 상

2017년 2학기 C 학교 간호학과 1학년 미생물학 수

강자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상으로 하 다. 표

본크기 산정은 G-power 3.1.2로 효과크기 0.3, 검정력

95%, 유의수 .05일 때 필요한 상자수는 134명이었으

며, 본 연구에 참여한 총 상자수는 159명으로 정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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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충족하 다.

2.1.3 연 도

․의사소통능력

허경호(2003)의‘포 인 인의사소통 능력’을 이

숙(2010)이 수정보완한 15문항의 Likert 5 척도로, 수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숙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83 이었다[10].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의 ‘Self-efficacy Scale’을 홍

혜 (1995)이 번안한 17문항의 일반 자기효능감과 6문

항의 사회 자기효능감의 총 23문항인 Likert 5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

혜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각각 체 척도 .83, 일반 자

기효능감 .84, 사회 자기효능감 .60 이었다[9].

․학업성취

간호학과 교육과정 연구기간 동안 상자들이 수

강한 동동료교수학습법을 용한 기 간호과학과목

미생물학 성 으로, 조별구성원의 상호평가로 이루어

진 동료교수수행 수와, 동동료교수 수행내용에 한

지필고사가 포함된 수로 체 100 으로 구성되었다.

2.1.4 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

어진 학업성취 수와, 일반 특성과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지 165부로 불성실히 응답한 설문

지 6부를 제외한 159부이며 SPSS/WIN 19.0으로 다음을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는 t-test와 ANOVA 사후검

정을 실시하 다.

․ 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

하 다.

․ 상자의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

귀분석으로 구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Table 1에서 보면, 상자 여자가 74.8%로 많았고,

체 상자의 평균 나이는 18.78세이었다. 자신의 성격

유형이 ‘ 간’ 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40.9%, 토론수업

선호 ‘낮음’ 이 42.1%, 리더경험 ‘없음’이 88.1%, 자가평가

학교성 ‘ 권’ 이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Division N(%) M(SD)*

Sex
Male 40(25.2)

Female 119(74.8)

Age(yr) 18** 25*** 18.78(0.80)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56(35.2)

Extrovert 38(23.9)

Middle 65(40.9)

Discussion

preference

Very low 22(13.8)

Low 67(42.1)

Moderate 54(34.0)

High 14(8.8)

Very high 2(1.3)

Leader

experience

Yes 19(11.9)

None 136(88.1)

School grades

High 2(1.3)

Middle high 32(20.1)

Middle 86(54.1)

Middle low 36(22.6)

Low 3(1.9)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 Minimum value

*** maximum valu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each variables                          N=(159)

3.2 전체 상  각 변수별 평균

Table 2에서 보면,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은 52.74 이

었고, 자기효능감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

효능감의 평균은 각각 47.64, 17.50 , 학업성취의 평균은

82.8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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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SD)* of each

variables

M(SD)* of

each items

Communication ability 52.74(5.78) 3.52(0.39)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47.64(4.59) 2.80(0.27)

Social

self-efficacy
17.50(2.03) 2.91(0.34)

Academic achievement 82.82(8.23) 82.82(8.23)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Values of each variables

N=(159)

3.3 적 특 에 따  사 통능력, 효능

감  학업 취  차

Table 3에서 보면, 성별별로는 여학생의 사회 자기

효능감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3). 성격유형별로는 ‘외향 ’인 상자의 의사소통평

균이 ‘내향 ’과 ‘ 간’인 상자보다 높았고, 일반 자기

효능감은 ‘내향 ’과 ‘ 간’성격의 상자가 ‘외향 ’인

상자의 평균보다 높았다p=.01). 사회 자기효능감의 평

균은 ‘내향 ’인 상자가 ‘외향 ’인 상자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토론선호도에 따른분석에서는 ‘매우높음’이라고 응답

한 상자들이 그 외의 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

고, ‘보통’ 이 ‘매우낮음’ 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1). 리더 경험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자

기효능감 학업성취의 평균에는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자 자가평가 학교성 별 분석에서는 ‘ 상’, ‘ ’, ‘

하’ 집단의 사회 자기효능감 평균이 ‘상’ 집단보다 높았

고, 학업성취도는 ‘상’과 ‘ 상’ 집단의 평균이 ‘ 하’ 보다,

‘ 상’이 ‘ ’ 과 ‘ 하’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3.4 상  사 통능력, 효능감  학업

취  상 계

Table 4에서 보면, 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간, 사회 자기효능

감과 학업성취 간 각각 음의 상 계가 있었고(p=.01,

Characteristics Division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M(SD)
to r F(p)
Tukey or
Dunnett

M(SD)
to r F(p)
Tukey or
Dunnett

M(SD)
to r F(p)
Tukey or
Dunnett

M(SD)
to r F(p)
Tukey or
Dunnett

Sex
Male 52.23(5.99) -.65

(0.51)

46.95(4.65) -1.09
(.27)

16.90(2.13) -2.17
(.03)

80.70(8.80) -1.89
(.06)Female 52.92(5.73) 47.87(4.57) 17.70(1.96) 83.54(8.04)

Personality type

Introverteda 50.09(5.66) 11.49(.01)
b〉a, c

48.80(4.19)

5.92(.01)
a,c〉b

18.16(2.78)
4.94(.01)
a〉b

82.48(7.87)

.07(.93)Extrovertb 55.26(5.94) 45.61(4.76) 17.03(1.46) 82.97(0.78)

Middlec 53.55(4.89) 47.82(4.50) 17.20(1.97) 83.09(0.03)

Discussion
preference

Very lowa 50.36(5.48)

6.08
(.01)

e〉a,b,c,d
c〉a

48.68(4.29)

1.75
(.14)

18.00(2.05)

1.71
(.15)

83.68(7.04)

1.05
(.38)

Lowb 51.97(5.60) 48.04(4.68) 17.79(2.16) 83.18(7.09)

Moderatec 54.22(5.42) 47.17(4.65) 16.98(1.77) 82.96(9.33)

Highd 52.36(4.75) 46.79(3.93) 17.43(2.07) 78.71(11.14)

Very highe 67.50(2.12) 41.00(2.82) 16.50(2.12) 86.50(0.71)

Leader
experiences

Yes 52.00(8.12) -.59
(.55)

48.00(3.70) .27
(.78)

17.68(1.49) .42
(.67)

80.32(9.97) -1.48
(.14)None 52.85(5.48) 47.70(8.03) 17.47(2.12) 83.32(8.03)

School grades

Higha 50.00(0.00)

.94
(.44)

47.50(7.50)

2.02
(.09)

13.00(2.83)

3.45
(.01)
b,c,d〉a

95.00(0.00)

10.10
(.01)
a,b〉d,
b〉c,d

Middle highb 54.19(1.14) 46.91(0.75) 17.66(2.22) 88.84(5.48)

Middlec 52.69(0.55) 48.06(0.48) 17.50(1.97) 82.22(7.52)

Middle lowd 51.97(1.13) 47.83(0.80) 17.75(1.73) 78.19(8.94)

Lowe 50.00(2.00) 41.00(0.73) 15.67(1.16) 83.33(6.66)

Table 3.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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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p=.01),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효능감

간 양의 상 계가 있었다(p=.01). 그러나 의사소통과

학업성취 간 일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munication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 .285

(.01)

Social

self-efficacy

- .138

(.04)

.298

(.01)

Academic

achievement

- .030

(.35)

.004

(.47)

- .181

(.01)

No te : r(p )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N=(159)

3.5 학업 취에 향  미 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자기효능감이 학

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2.7%로 낮았고, 의사소통능력이나 일반 자기효능감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Variables β S.E. β t(p) R2 Adj R2 F

Constant 94.091 12.526 　
7.512

(.001)

0.058 0.027 1.878

Communication -.127 .134 -.088
-.951

(.343)

General

self-efficacy
.070 .157 .039

.450

(.654)

Social

self-efficacy
-.859 .337 -.210

-2.547

(.012)

*p<.05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academic achievement  

N=(159)

4. 논

본연구에서는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동동

료교수법을 용한 미생물학 학과목의 성 을 학업성취

의 도구로 선정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

들의 차이와 변수들 간의 계 학업성취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 다.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2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임상간호사 상 연구의 3.61 이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인 3.60

보다는 낮았고, 수술실간호사의 3.37 이나 임상간호

사 상 연구결과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인 3.42 보다는

높았다[1-3,11]. 이는 일부 임상간호사들의 수보다 높

은 수로, 간호학과 입학 후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련 학과목의 수강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한 학습법

용 학과목을 수강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별별 의사소통능력의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학생의 의사소통평균 수

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별로 소수인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의사소통면에서 축되어 나타난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남학생의의사소

통능력이 여학생보다 높았다는 연구나 임상간호사 상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여자 간호사보

다 높았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

별별 의사소통능력에 한 반복연구가필요하다[2,3]. 자

신이 생각하는 성격유형별로는 ‘외향 ’인 상자의 의사

소통평균이 ‘내향 ’과 ‘ 간’인 상자보다 높았는데

(p=.01), 이는 외향 인 임상간호사가 내향 인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여 성격유

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의료요원 간 의사소

통을 필요로 하는 내향 인 성격의 간호학생에 한 의

사소통능력증진을 한 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토론

선호도에 따른 의사소통평균 수의 분석에서는 토론선

호도가 높의 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 한 리더로서의 경험은 임상

간호에서 업무성과나 수행 직무만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셀 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 으

나 본 연구에서는 리더경험유무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는 차이가 없었다[12].

간호사의 필수역량 의사소통능력은 임상간호에서

업무성과나 수행 직무만족에 요한 향을 미치는

셀 리더십과 높은 상 계가 있었고 임상간호사의 조

직업무성과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1,12]. 뿐만 아

니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 상 연구에서 의

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

고, 의사소통능력이 임상간호사의 조직업무성과와 임상

수행능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므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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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1,2].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계없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에 한 신념이

다. 그 일반 자기효능감이란 반 인 업무수행정

도의 효과 인 측자이다[13]. 본 연구 상자의 일반

자기효능감의 총 과 항목별평균은 각각 47.64 과 2.80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 학

신입생 상의 연구결과인 총 평균 53.5 이나, 항목별

평균 3.27 보다 낮았고, 일반간호 학생 상의 연구결

과인 56.79 보다 낮아 본 상자들의 일반 자기효능

감 증진을 한 재 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5-7].

본연구 상자에서 성별, 토론선호도, 리더경험 자

가평가 학교성 정도에 따른 일반 자기효능감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가평가 성격유형에서는 ‘내향

’과 ‘ 간’ 성격의 상자의 일반 자기효능감평균이

‘외향 ’인 상자의 평균보다 높았다p=.01).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른 일반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기 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학

신입생을 상으로 집단상담 로그램을 용한 연구결

과, 실험군의 일반 자기효능감 수가 유의하게 증가

된 결과에서처럼 고등학교 재학 시 와는 달리 과 한 학

습량을 스스로 습득해야 하는 간호학생의일반 자기효

능감 증진을 한 다양한 재방안 마련 용이 필요

하다[7].

정서불안이나 우울 같은 문제의 측자일 뿐 아니라

인 계의 성공 유지능력과 깊은 련이 있는 사회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수행이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14]. 본연구 상자의 사회 자기효능감

총 평균과 항목별평균은 각각 17.50 과 2.91 이었는

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간호 학 신입생 상의 연

구결과인 총 평균 20.1 과 항목별평균 3.23 , 일반 간

호 학생 상의 연구결과인 항목별평균인 3.30 보다

낮았다[6,7]. 한 여학생의 사회 자기효능감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p=.03), 여학생에 비

해 소수인 남학생들의 사회 자기효능감증진으로 학과

응을 돕기 한 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른 사회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연구한 결과가 없어 이를 직 비교할 수 없으나,

간호 학 신입생 상의 연구나 간호 학생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다

른 결과 다[5,6].

본 연구 상자의 사회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내향

’인 상자가 ‘외향 ’인 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p=.01), 상자 자가평가 학교성 별 분석

에서는 ‘ 상’, ‘ ’, ‘ 하’ 집단의 사회 자기효능감 평균

이 ‘상’ 집단보다 높았는데(p=.01), 상자 자가평가 학교

성 별 사회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할 수 없으나, 평균 학 이 낮은 집단의 자기효능감

이 학 이 높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는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나, 자가평가

학교성 이 높은 상자의 사회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는 결과는 이들 집단에 한 재 로그램 마련을 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시사한다[5]. 간호 학 신입생을

상으로 집단상담 로그램을 용한 연구 결과 실험군의

사회 자기효능감 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사회 자

기효능감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임을 나타내는

고무 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7].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제한된 강의시간

에 기 간호과학의 방 한 개념 내용을 습득해야 하

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생물 화

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간호학과 입학 생물, 화학과목의 이수는 기 간

호과학과 공간호학과목 성 에 향을 미치고 기 간

호과학은 공간호학 성 에 향을 미친다[15,16]. 특히

미생물학의 경우 감염병의 원인인 무수한 미생물에 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이에 효율 인 수업을 해 용

한 동동료교수법은 수업에 임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교

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교 로 수행하게 되는데, 동료

교수자는 교수자의 역할을 해 학습자료를 비하고 조

직하여 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되고, 학습자는 자신과 유사한

능력의 친근한 동료교수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부담없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4].

본 연구 상자들에게 동동료교수법을 용한 미생

물학 수업 후, 자가평가 학교성 이 높은 집단의 학업성

취 수가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성별별 분석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토론선호도가 높은 집단의 학업성취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간호학에서 동동료교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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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용 후 학업성취를 본 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의 양보다는 기존 지식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구성함으로써 새로운지식체를 생

성해낼 수 있어야 하는 사회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사

고하고 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 아니라 다른 사

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지식체를 생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17].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학업성취 간,

일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에는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과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간, 사회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 각각 음의 상 계가 있었고,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효능감 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1).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없어 결과를 직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사의 업무

효능을 증진시켜 조직성과를 높 다는 연구결과와는 다

른 결과로 상자를 달리하여 이에 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한 간호 학 신입생 상의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은 학생활 응과 양의 상 계가 있었다는 결과

나, 사회 자기효능감이 학생활 응과 정 상 계

가 있었다는 연구 자기효능감이학과만족도와 상

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부분 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6,18].

한 본 연구결과 설명력은 5,8%로 낮았으나 사회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나(p<.05). 사회 자기효능감이 간호학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5].

5. 결론  제언

본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일반

자기효능감, 사회 자기효능감 동동료교수법 용

학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사회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었고, 성격과 토론선호도가 의사소통능력에 향을 미

쳤으며, 성격이 일반 자기효능감과 사회 자기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자

기효능감 간 사회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 상 계

가 있었고, 자가평가 학교성 별, 사회 효능감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반복연구

후 학 입학과 동시에 과 한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

하며 문직업인으로 성장해야 할 간호학과 신입생의 효

과 인 학업 응지도지침개발의 기 로 활용될 수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직후부터 과 한

학과부담을 갖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 응 재 로

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얻기 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동동료교수법을 용한 다수의학과목을학업

성취 도구로 선택하여 변수 간 상 계 향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학과목에서 동동료교수

법 용 후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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