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학생 시기는 사회인으로의 비과정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나가면서 성숙한성인기로 연

결되어야 한다[1]. 특히 간호 학생들의 경우 타 학과

학생들과는 달리 간호학과 입학 후 고등학생 시기의 계

열과는 계없이 간호학 공을 한 다양한 기 과학과

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호학과 입학 과학과목의 학

습은 기 과학성 에 향을 미치고, 기 과학성 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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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10회의 학 동료교수학습이 간호 학생의 학업성취와 셀 리더십 인 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확

인을 한 원시실험연구로,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9.0으로 Mann-Whitney U와 Kruskal-Wallis 검정 결과, 변수의 평

균 순 값의 향요인은 입학동기 다. Wilcoxon Signed Ranked Test 결과, 실험처치 후 학 동료교수학습은 학업성

취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p<.001), 셀 리더십의 하 역 인지 략과, 인 계능력의 하 역 계 진의 평

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20; p=.040),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 간 양의 상 계가 있었다

(r=.296, p=.041). 본 연구 결과 학 동료교수학습은 간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셀 리더십과 인 계능

력에 효과가 있는 재로 볼 수 있으나, 상자 수를 확 하고, 조군을 설정한 유사실험연구로 실험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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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primitive experimental study to find effects of 10 times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nn-Whitney 

U and Kruskal-Wallis test using SPSS/WIN 19.0, the motive of admission was the factor affecting the most mean 

rank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cognitive 

strategy, and promoting relationships(p<.001; p=.020; p=.040),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r=.296, p=.041) in Wilcoxon Signed Ranked test.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classwide peer tutoring could be applied in nursing classes for enhancing students' competence, but the researcher 

suggests further researches with wider range of subjects and settin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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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 학업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간호 학생

의 미비한 학업성취로 학업 부 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학교육과정에서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3].

이러한 잠재 인 문제들은 간호 학생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동기부여하면서 자기주도 인 삶에 임하는 과

정인 셀 리더십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1,4].

자기 스스로에게 향력을 행사하여 내면의잠재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 리더십은간호학 이론학과목의

학습 뿐 아니라 간호실무에서 업무수행이나 직무만족을

통해 업무성과 산출에도 요한 향을미치므로 간호학

생들의 셀 리더십 함양을 한 교육은필수 이라 하겠

다[4].

한 간호 학생들은 학과 교육과정 필수 교양학

과목과 기 과학학습 후 간호학 공학습과정에서 문

지식습득이라는 부담감 외에도 교내임상실습 후엔 실

제 임상상황에 하게 되는데, 상자들의 필요를 채우

기 해 간호직 이외에도 타 직종 임상요원들과의 인

계를 맺으며 응해나가야 한다[2]. 이 때 성숙한 인

계의 기 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심리 혼란은 물론

이론과 실기를 겸해야 하는 간호학 이수에도 큰 장벽이

될 수 있어 이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5,6].

간호 학생들의 이러한 필요를 한 재방안의 하나

로, 구미 각국의 의학이나 간호학계에서 이미 용되고

있는 동료교수학습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일부 장애학생의 교육이나

실기과목에서 용되고 있지만, 간호학계에서 이에 한

연구가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 용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7].

교수자의 강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는 달리 동료

교수학습은 동료학생이 다른 동료를 가르치는 학습법으

로, 동료교수자는 스스로 학습자료를 비하고 구성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습에 더 심을 갖게 되고, 동료학습자

는 친근한 동료교수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음으로 부담없

이 질문하며 학습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

과정을 조직화하여 참여함으로써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 계를 맺게 된다. 동료

교수학습 학 동료교수는 강의실 내의모든 학생이

4～5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학습법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학생이 참

여하게 된다[8]. 이 학습법을 용한 연구에서 실제의 교

수자에 의한 학습에서보다 흥미있는 학습이 유도되었고

참여자들의 리더십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학 동료교수학습법을 용하여 간

호 학생의 인 계능력, 셀 리더십 학업성취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한 재 로그램 개발의

기 를 마련하기 해 시행되었다.

1.1.1 연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인 계능력, 셀 리더십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 동료교수학습법의 효과를 조

사하기 해 시행되었으며,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학 동료교수는 간호 학생의 학업성취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학 동료교수는 간호 학생의 셀 리더십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학 동료교수는 간호 학생의 인 계능력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연

2.1.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10회의 학 동료교수법

용이 간호 학생의 학업성취, 셀 리더십 인 계능

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단일군 원시실험설계

로 시행되었다.

2.1.2 연 상

본 실험연구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C

도 내의 C 학교 간호학과 2학년 1개 분반 학생들로

서 다음 선정기 에 부합한 자이다.

· 간호학 공과목 C학과목 수강자

· 본 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자

· 본 연구의 재 로그램인 10주간의 학 동료교

수법에 한 자세한 소개, 학습법 용이 연구참여

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 수업에의 용방법을

포함한 진행 차에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

업에 용할 의사가 있고, 실험처치 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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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평가에자발 으로 참여할 것을서면으

로 동의한 자

· 연구 상자 표집 수는 G*power 3.1 program 으로

단일군 처치 후 평균 비교에 용을 한 유의수

.05, 효과크기 .50, 검정력(1-β) .80 으로 설정 시

34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시작 시 50명이

었으나 2명이 10회의 처치 후 설문미비로 탈락하여

48명이최종연구 상자이었는데, 이는 정표본수

를 충족할 수 있는 표본 수이었다.

2.1.3 연 도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학습법으로 10회의 학

동료교수와, 2회의 지필고사 셀 리더십과 인 계

능력측정을 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2.1.3.1 실험처치도구 : 학 동료교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들에 의해 수행된 학습

법으로 2학 의 C학과목 수업 2시간 30∼40분간 15주

간 10회에걸쳐 진행되었고다음의과정으로구성되었다.

· 조 구성 : 본 연구 시작 직 학기에 연구 상자들이

이수한 간호학 공기 과목 P학과목 성 을 기

반으로, 각조의 평균성 의균일성 조원 간 인

계에 갈등요소가 없도록 고려하 고, 5인 1조로

구성하 다.

· 교수법 내용 : 10회의 학 동료교수법으로 모든

참여자는 지난 주 C학과목 담당교수자 강의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 다.

· 교수자 훈련 : C학과목 담당교수는 매 수업 직후 수

업의 핵심내용, 교수법 수행시 주의 을 다음 주교

수자들에게 제공하 다.

· 학습과정

- 매주 1인의 교수자와 4인의 학습자로 구성되며, 모

든 구성원은 10회의 실험처치 교수자 2회, 학습

자 8회의 역할을 교 로 수행하 다.

- 교수자는매 수업 직후 담당교수로부터 달받은 핵

심내용을 복습하여 다음 주 학 동료교수 시 학

습자들의 질문내용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비하여 교수법을 수행하며 필요시 상호토론을 겸하

여 진행할 수 있게 하 다.

- 학습자는 학 동료교수법 시간에 담당교수의 지

난 주 수업내용 질문사항을 교수자에게 질문하

여 학습하도록 하 다.

· 평가 : 실험처치의 효과 강화를 해 학 동료교

수법 수행 후 개인별평가, 동료평가 이해도 평가

를 시행하 다.

2.1.3.2 처치의 효과 측정

· 학업성취

학 동료교수 반 5회 동안과 후반 5회 동안의 동

료교수 내용범 에서 담당교수자가 신뢰도와 타당도

가 검증된 련 공문헌을 기반으로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 하여 개발한 평가지를 C간호학과목 공교수 2인의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 다. 2회의 평가지는 각각객 식

3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평가 후 시행된 난이도에 유의

한 차이가없었으며, 5주차와 10주차에시행된 평가를 각

각 사 , 사후검사로 그 차이를 분석하 다.

· 셀 리더십

김민정(2007)이번안한Manz(1998) 의 Self-Leadership

Questionnaire(SLQ) 도구를, 이정선(2012)이 23문항으로

구성하여 학생에 맞게 조정한 Likert식 5 척도의 셀

리더십 측정도구로,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

음을 의미한다[1]. 이정선의 연구(2012)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3이었

다.

· 인 계능력

Warner(2007)가 개발하 고 PSI 컨설 이 번안한 도

구를, 정태 (2011)이수정한 총 15문항의 5 Likert도구

로, 수가 높을수록 인 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하 역으로 타인기질, 의사소통 계 진의 각각 5

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10]. 정태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0이었다.

2.1.4 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

자선정기 에 따라 선정된 상자 심으로 이루어졌다.

학 동료교수법을 시행하기 후, 일반 특성, 셀 리

더십과 인 계능력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사 검사를

시행하 고, 학업성취도는 학 동료교수 시행 5주와

10주 후에 각각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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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시작 시 50명이 10회의 실험과 실험 후 설

문에 모두 참여하 으나, 자료수집 후 작성된 설문지 검

토과정에서 처치 후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 2부가 발견

되어 이들 작성자 2인을 제외한 48명이 최종 연구 상자

로 선정되었다. 통계분석에서 각 집단으로 분배되는 집

단별 상자 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집단별 평

균순 와 처치의 효과 상 계는 SPSS/WIN 19.0으

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셀 리더십 인 계능력의 집

단별평균순 는Mann-Whitney U와Kruskal-Wallis

검정으로 구하 다.

· 학 동료교수법이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에

미치는 향은Wilcoxon 부호순 검정으로구하 다.

· 실험 후 학업성취,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의

상 계는 이변량 상 계수로 Spearman’s rho를

구하 다.

2.2 연 결과

2.2.1 상  적 특  

Table 1에서 보면 연구 상자 48명의 평균연령은

20.2±1.08세이었고, 그 여학생이 75.0%, 입학동기는

‘ 성에 따라’ 가 50.0%, 학교성 은 ‘ ’이 50.0%, 성격유

형은 ‘ 간’이 50.0%, 리더십은 ‘ 간’이 57.1%이었고, 토

론선호도는 ‘낮음’이 54.2%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8)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20.2(1.08)*

Sex
Male 12(25.0)

Female 36(75.0)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4(8.3)

to fit Apptitude 24(50.0)

consider Job opportunity 20(41.7)

School grades

High 11(22.9)

Medium 24(50.0)

Low 13(27.1)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14(29.2)

Middle 24(50.0)

Extrovert 10(20.8)

Leadership

High 13(27.1)

Medium 28(57.1)

Low 7(14.3)

Discussion
preference

Low 26(54.2)

Medium 14(29.2)

High 8(16.7)

* Mean(Standard Deviation)

2.2.2 실험처  전후 변수들  평균값

Table 2에서 보면, 처치 후 학업성취의 평균값은

24.34±4.73 에서 28.27±4.93으로 증가하 고, 셀 리더

십의 하 역 인지 략과 인 계능력의 하

역 계 진의평균값이 각각 3.54±0.50 과 3.40±0.54

으로 증가하 다.

Table 2. Mean values of variables                
(N=48)

Variables
Pre1 Post2

M(SD)*

Academic achievement 24.31(4.73) 28.27(4.93)

Self-leadership 3.50(0.40) 3.61(0.46)

Behavioral strategy 3.67(0.43) 3.71(0.51)

Cognitive strategy 3.39(0.46) 3.54(0.50)

Interpersonal ability 3.63(0.39) 3.60(0.43)

Consider others’
temperament

3.94(0.41) 3.81(0.47)

Communication 3.71(0.39) 3.59(0.51)

Promoting
relationships

3.24(0.65) 3.40(0.54)

* Mean(Standard Deviation)
1 Pre-experiment
2 Post-experiment

2.2.3 상  적 특 에  변수들  평균

순 값

Table 3에서 보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

들의 평균순 값 산출을 해 시행한 Mann-Whitney 검

정과 Kruskal-Wallis 검정결과, 실험 후 인 계능력

에서 입학동기 ‘ 성에따라’, 학교성 ‘상’, 성격유

형에서 ‘내향 ’, 리더역량에서 ‘상’과토론선호에서 ‘낮음’

의 평균순 에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셀 리더십과 학업성취에서는 입학동기 ‘ 성

에 따라’의 평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2.4 가 검정 : 전학 동료 수  적용  학업

취, 프리 십  계능력에 미 는 

향

Table 4에서 보면, 학 동료교수법 용의 효과를

보기 한 Wilcoxon 부호순 검정결과, 학업성취의 평

균순 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 학 동료교수

가 학업성취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이

성취되었다(p<.001). 학 동료교수법 시행 후 셀

리더십의 평균순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

역 인지 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20),

인 계능력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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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ranks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

Characteristics Divisi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ability

Mean rank*** Z or χ2 p Mean rank*** Z or χ2 p Mean rank*** Z or χ2 p

Sex*
Male 19.58

-1.409 .159
26.08

-.453 .651
23.04

-.418 .676
Female 26.14 23.97 24.99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31.00

6.465 .039

26.50

6.037 .049

29.75

2.706 .259to fit Apptitude 19.40 19.63 21.25

consider Job opportunity 29.33 29.95 27.35

School grades**
High 26.55

2.768 .251

27.55

2.207 .332

21.23

1.038 .595Medium 26.54 25.69 24.63

Low 19.00 19.73 27.04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24.14

.145 .930

29.32

2.356 .308

22.11

.979 .613Middle 25.21 22.40 26.46

Extrovert 23.30 22.80 23.15

Leadership**
High 23.15

.936 .626

20.77

3.312 .191

20.96

1.419 .492Medium 23.96 24.20 26.43

Low 29.14 32.64 23.36

Discussion preference**
Low 24.42

.284 .868

27.08

4.841 .089

22.44

2.372 .305Medium 25.79 17.61 24.54

High 22.50 28.19 31.13
* Mann-Whitney U test
** Kruskal-Wallis test
*** Mean rank of variables’ differences between post and preexperiment

계 진의 평균순 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여 ‘ 학

동료교수가 셀 리더십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이

다’ 와 ‘ 학 동료교수가 인 계능력에 정 인 효과

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 으로 성취되었다(p=.040).

Table 4.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ability and self-leadership              
(N=48)

Variables M(SD)*
Mean

rank

Total

rank
Z p

Academic

achievement
3.96(4.63) 13.36 93.50 -4.694b <.001

Self-leadership 2.42(9.15) 21.65 368.00 -1.887b .059

Behavioral

strategy
0.33(4.17) 24.50 416.50 -.685b .493

Cognitive

strategy
2.08(6.38) 20.00 280.00 -2.334b .020

Interpersonal ability -0.96(7.32) 20.00 460.00 -.410a .682

Consider others’

temperament
-.63(1.76) 14.50 188.50 -2.322a .020

Communication -.60(2.38) 14.53 261.50 -1.598a .110

Promoting

relationships
0.77(2.40) 15.33 230.00 -2.058b .040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 Ranked Test
a. based on negative ranks
b. based on positive ranks

2.2.5 실험 전후 학업 취, 프리 십과 계

능력  상 계 

Table 5에서 보면, 학 동료교수법 시행 후 조사

한 학업성취,셀 리더십 인 계능력의 계를 비모

수로 이변량 상 분석 결과, 학 동료교수법 시행

후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 간 정 인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296, p<.041).

Table 5. Correlations among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post and 

preexperiment              
(N=48)

Division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021
(.889)

self-

leadership

.117
(.427)

.296*

(.041)

* p=0.05, Spearman’s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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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 동료교수학습이 학업

성취, 셀 리더십 인 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하기 해 시행되었다. 성에 따라 간호학과에 입학

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균순 값이 앞서 있었는데, 이

는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할 수 없으나 학생들

의 성과 학업성취도 계의 연구에서 성이 높은 과

목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비록 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최근 취업난으로 성과 무 하게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향에 해 간호학과 입학 진

학지도 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1].

본 연구결과 학 동료교수 시행 후 학업성취 평

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사한 재인 동

료교수학습을 시행했던 의과 학에서 3년간 졸업생들의

졸업반 실습성 의 후향 분석 연구에서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의 성 을 비교한 결과, 동료교수자 성 이

동료학습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나, 동동료교

수 용 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

다[7,9]. 한 동료교수자들의 성 이 체 상 1/4에

속했으며, 동료교수활동은 임상술기능력과 자신감을 증

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12]. 본 연구에서는 5인 1

조로 구성된 에서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역할을 교

로 시행하 으므로, 련연구들에서의 동료교수자 역

할에 따른 정 인 결과가 실험처치 후 학업성취 평

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셀 리더십은 자기주도 으로 삶에 임하는 과정으로,

내면의 능력이 행동 략과 인지 략으로 표출되는

데,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 후 셀 리더십은 각각

3.50±0.40 과 3.61±0.46 이었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조사한 4년제 학생 상의 연구에서의 셀

리더십인 3.73 보다는 낮은 수 고, 셀 리더십 평

균이 남학생 3.40 , 여학생 3.35 이었다는 결과보다는

높은 수 다[1,5]. 한 일반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성에 맞추어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셀 리더십 평

균순 값이 앞섰고, 실험처치 후 셀 리더십의 평균 수

가 상승하 으나, 비모수검정에서 실험 후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 리더십의 하

역 효과 인 사고력과 태도와 련된 인지 략의

평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20), 셀 리

더십이 높은 집단의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

비 사고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 다는 결과나, 학과

성 이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

이 하므로, 본 연구에서 학 동료교수학습이 부분 으

로나마 셀 리더십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

다[13,14].

본 연구에서 인 계능력은 실험처치 후 3.63±0.39

에서 3.60±0.43 으로 감소되었는데, 특히 하 역

타인과의 계에서 찾기 원하는 가치와 즐거움의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는 타인기질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20). 이는 10주간 상자들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학 동료교수학습에서의 기 효과와는 다

른 결과 는데, 효과 인 학 동료교수 시행을 해

간호 학생 상호간의 심한 경쟁 인 분 기에서 동료평

가를 시행한 결과로 추측되며, 상자를 달리하고 실험

처치 과정을 변경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타인기

질의 평균순 값 감소에 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인 계능력의 하 역 계 진의 평균은 3.24±0.65

에서 3.40±0.54 으로 증가되었고, 비모수검정에서도

처치 후 평균순 값의 변화가 유의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p=.040). 계 진은 타인과의 계를 공고히

하기 해 기울이는 노력으로, 학 동료교수학습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10]. 본연구에서 실험처치 인 계능력과 하 역

의 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상의 연구에서,

인 계능력 3.52 , 타인기질 3.70 , 의사소통 3.57 ,

계 진 3.29 을 보인 결과보다는 높았고, 기업종사자

상의 연구에서 인 계능력 하 역에서 모두 높

은 수를 보인 결과보다는 낮았다[10,15]. 간호 학생이

나 간호사들의 임상 장에서 필수 인 인 계능력 향

상방안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 간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연구에서 리

더십 로그램 참여로 인 계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는 연구결과나,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교과목 수업

에서 집단활동을 통해 인 계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

었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5,16].

인 계능력은 스스로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 할 뿐 아

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

생활 뿐 아니라 임상간호실무에서 원만한 인 계를 통

해 효율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 교육과정

에서부터 인 계능력 향상을 한 지속 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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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필요하다[5,15].

본 연구에서 10주간 시행된 학 동료교수법은 학업

성취와 셀 리더십 인 계능력에 부분 으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에게 동

료교수법을 용한 결과 통상 인 학습법에서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리더십과 사회화를

연습할 수 있었고, 학 동료교수법이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동 인 자세를 능동 으로 환

시킬 수 있었으며, 임상술기의 정확도 증가 동료학생

들 간 친 감을 증가시켜 학업성취 인 계능력향상

에도 기여하여 간호학교육과정에서 학 동료교수법의

극 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17-19].

4. 결론  제언

본 연구는 10회의 학 동료교수학습이 간호 학생

의 학업성취와 셀 리더십 인 계능력에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하여 시행된 단일군 원시실험연구이다.

실험처치 2회의 학업성취평가와 실험처치 후 구조

화된 설문지로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을 평가하 다.

일반 특성 변수의 평균순 값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 성에 맞추어서’ 이었다.

본 연구의 상자 수가 48명으로 소수이고 집단 구분 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시행된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Wilcoxon Signed Ranked

Test 결과, 실험처치 후 학 동료교수학습은 학업성

취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001). 실험 처치 후 셀

리더십 수는 상승하 으나 평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셀 리더십의 하 역 인지

략의 평균순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학 동료교수

학습이 간호 학생의 셀 리더십에 부분 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0). 처치 후 인 계능력

수에 감소가 있었고 평균순 값이 유의하게 하되었으

나, 인 계능력의 하 역 계 진의 평균순 값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040), 학

동료교수학습이 간호 학생의 인 계능력에 부분 으

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모수 상 분석

결과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 간 양의상 계가 있

었다(r=.296, p=.041).

본 연구 결과 학 동료교수학습은 간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셀 리더십과 인 계능력

에 정 인 효과가 있는 재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가 소수의 상자로 이루어진 원시실험설계이고, 학업

성취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 은 본 연구의 제한 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상자

수를 확 하고, 조군을 설정한 유사실험연구를 반복

으로 진행하여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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