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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눈치와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K광역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60명을 대상으로 연구기

간은 2019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21을 이용

하여 빈도, pair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학생의 눈치와 학습몰입도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02, p<.001), 눈치와 의사소통능력(r=.619, p<.001),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r=.567, p<.001)에서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β=.381, p<.001)와 학습몰입도(β=.243, p<.001), 실습만족도(β=.107, p<.0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설명력(R2)은 47.4% 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 향상을 위한 눈치와 학습몰입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nchi and learning flow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skill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60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March 5 and April 17, 2019,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1.0.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nchi of participants and learning 
flow(r=.502, p<.0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nchi and communication skills(r=.619, p<.001) 
and between learning flow and communication skills(r=-.567, p<.0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Nunchi(β
=.381, p<.001), learning flow(β=.243, p<.001)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β=.107, p=.028) were 
associated with communication skills. These factors accounted for 47.4% of the total variance in communication 
skills.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related with 
the Nunchi and learning flow disposition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Nunchi, Learning Flow, Communic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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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임상현장은 지속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간호 인력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

로 간호대학을 4년제로 일원화 하였으며,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2016년 총 간호사 수는 338,629명

에 이르렀다[1]. 그러나 이러한 간호교육의 정책적인 변

화로 간호사 배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간호사

이직률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병원 입사 후 3년 이내

에 이직하는 경우가 66.54%로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였

다[2]. 이와 함께 잦은 간호사의 이직증가는 병동 차원

에서는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원

의 간호서비스 질과 병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되므

로 행정적 관리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3]. 임상현장에

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중

요한 요인으로 환자, 보호자, 동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간호사들의 이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

정할 수 없다.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

는 것으로[4]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

제를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이끌어내는 간호사의 능력

과 적절한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하다[5]. 결과적으로 간

호사에게 숙련된 의사소통기술은 대상자나 타 의료인

과의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

이다[6]. 간호대학 교과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7].

간호대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 팀 학습과 실습을 통

해 다양한 간호상황 속에서 대상자와 관계형성, 같은

실습 조원들과의 관계, 문제해결, 실습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8]. 결국 신입간호사로

서 임상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교육과

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간호대학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이직을 줄이

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 향상

을 위한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

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직접적

으로 임상현장의 다양한 측면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

험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간호실무 현장의 차이,

비교육적 실습환경, 간호학생 역할의 모호성, 환자와 보

호자 및 의료인들과의 대인관계 등에서 눈치를 살피고

결과적으로 이는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

며[9]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눈치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 상황을 파악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과 상대의 기분에 맞추거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눈치심리는 한국적 의사소통 이론 구

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0]. 눈치는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상대를 이

해하고자 하는 대인관계 양식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상

황에 맞게 행동하기 위한 대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눈치는 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

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인 면과 과도한 눈치는 업무수행능력을 저해 할 수 있

는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결국 간호학적 지식 저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켜 눈치를 보게 되므로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

력 향상을 위한 간호학적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몰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교육에서 성과 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

습자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되고 학

습자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몰입’

의 개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 학습몰입은 학습

자 스스로 다양한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껴 학습과정에 완전

히 흡수되어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하며[13], 학습의

질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

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과 중한 학습,

임상실습 그리고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와 함께 취업을

위한 성과 중심의 학업수행과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몰

입의 강화를 위해 학습자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관리능

력이 필요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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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다양한 상황에적응해야하는 업무 특성상 눈

치와 학습몰입을 잘할 수 있다면 임상에서 간호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임상 적응력 향상으

로 질 높은 간호제공과 이직률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에서의 눈치경험[1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의사소통능력, 눈치와의 관계

[15] 등이 있으나, 국내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학습몰입,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성 연구는 미

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눈치,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 간에 관계를 규명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눈치,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정

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다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K광역

시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출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표

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05, 중간효과크기 .20, 검정력(1-β) 0.80을 설정, 최소

150명으로 산출되어 연구 대상자수는 최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에 동의한 265부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26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눈치

눈치는 Heo와 Park[16]가 개발한 눈치척도로 상대방

의상황을 파악하는 눈치파악 요인과 상대방 상황에 맞

는 눈치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

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Heo와 Park[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2) 학습몰입도

학습몰입도는 Martin과 Jackson[17]의 학습몰입 척

도를 Jeong과 Jeong[18]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19]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에서 제시한 8가지의사소통능력구

성개념에 Hur[19]에의해개발된수정ž보완한도구로총 15문

항으로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Likert 5점 척도로 ‘전

혀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0]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 .72점이었고본연구에서는Cronbach's

α= .76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PC+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눈치, 학습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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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

적인 특성에 따른 눈치, 학습몰입도, 의사소통능력에 대

한 정도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이용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이용

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를 위하여 연구자가

자료수집 전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함께 순수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율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참

여 동의서를 작성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가기입식

설문을 작성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의 선물을 전달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260명 중 연령은 22세 이하가

199명(76.5%)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175명(67.3%),

잠자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하가 193명(74.2%)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다’가 128명(49.2%), ‘불만족’이 5명

(1.8%)이었다. 실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45명(55.8%)

이었다. 학업성취도는 ‘보통이다’가 182명(70.0%)이었으

며,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128명(49.6%)으로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강의식’이 134명

(51.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습교육’이 69명

(26.5%)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눈치,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눈치 평균 점수는 3.98±.47점, 학습몰입도

평균 점수는 3.62±.59점이었고,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

는 3.61±.42점 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다른 눈치, 학습몰입도와 의사소

통능력의 차이

일반적특성에따른눈치, 학습몰입도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분석한결과눈치는임상실습만족도(F=12.218, p<.001),

학업성취도(F=4.915, p=.008), 선호하는교육방법(F=5.584, p<.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Scheffe test 사후검증 결과 임상 실습만족도와 학업성

취도가 높은 경우 눈치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선

호에서는 토론식 수업방법이 눈치에 가장많은영향을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에서는 수면시간(t=020, p=.005), 실습만족도

(F=6.417, p=.002), 학업성취도(F=5.458, p=.005), 선호하는교육

방법(F=2.876, p=.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Scheffe test 사후검증 결과 실습만족도와 학업성

취도가 높은 경우에 학습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선호에서는토론식수업방법이학습몰입도에가장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수면시간(t=490, p=.037), 실습만

족도(F=15.481,p<.001),학업성취도(F=3.952, p=.020), 선

호하는 교육방법(F=2.784, p=.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Female 226(86.9)
Male 34(13.1)

Age
≤22 199(76.5)
23~25 40(15.4)
≥26 21(8.1)

Religion
Yes 85(32.7)
No 175(67.3)

Sleep
time(day)

8hr 193(74.2)
≥8 67(25.8)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8(49.2)
Average 127(48.8)
Unsatisfied 5(1.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2(39.2)
Average 145(55.8)
Unsatisfied 13(5.0)

Academic
achievement

Low 38(14.6)
Average 182(70.0)
Satisfied 40(15.4)

Advance
motivation

Job 128(49.2)
Teacher

Recommendation
60(23.1)

Aptitude 64(24.6)
Grade 8(3.1)

Preferred
teaching
method

lecture 134(51.5)
discussion 10(3.8)

quality assurance 27(10.4)

practice 69(26.5)

simulation 20(7.7)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445-452,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49 -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test 사후검증 결과

실습만족도가 낮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좋지 않았으

며, 학업만족도가 높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학습몰입도 및 의사소통능력
Table 3. Nunchi, learning Flow and Communicative Skil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unchi Learning Flow Communicative Skills

n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Gender
Female 226 3.98±0.45

-.008(.986)
3.60±0.59

.386(.179)
3.61±0.43

.787(.653)
Male 34 3.98±0.59 3.75±0.57 3.64±0.40

Age

≤22 199 3.96±0.46

.389(.678)

3.60±0.59

1.590(.206)

3.59±0.43

1.506(.224)23~25 40 4.04±0.56 3.77±0.57 3.70±0.38

≥26 21 3.99±0.38 3.52±0.61 3.67±0.41

Religion
Yes 85 3.99±0.50

.527(.707)
3.63±0.59

.945(.824)
3.66±0.43

.997(.212)
No 175 3.97±0.46 3.61±0.59 3.59±0.42

Sleep
time(day)

8hr 193 4.00±0.48
.392(.260)

3.69±0.55
.020(.005)

3.64±0.43
.490(.037)

≥8 67 3.92±0.44 3.43±0.66 3.52±0.4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8 4.04±0.45

2.831(.061)

3.73±0.53
4.558(.011)

a>b>c

3.63±0.39

1.519(.221)Average 127 3.93±0.49 3.51±0.64 3.60±0.45

Unsatisfied 5 3.68±0.18 3.60±0.42 3.30±0.1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2 4.13±0.44

12.218(.001)
a,b>c

3.78±0.49

6.417(.002)
a>b>c

3.74±0.40

15.481(.001)
a,b>c

Average 145 3.91±0.46 3.51±0.64 3.56±0.40

Unsatisfied 13 3.57±0.50 3.53±0.49 3.12±0.35

Academic
achievement

Low 38 3.87±0.44
4.915(.008)

b>c

3.37±0.70
5.458(.005)

c>a

3.55±0.42
3.952(.020)

c>a,b
Average 182 3.96±0.46 3.63±0.56 3.59±0.41

Satisfied 40 4.18±0.49 3.80±0.55 3.78±0.46

Advance
motivation

Job 128 3.98±0.43

.190(.903)

3.65±0.55

2.417(.067)

3.64±0.42

.503(.681)

Teacher
Recommenda

-tion
60 3.97±0.56 3.52±0.65 3.57±0.47

Aptitude 64 3.96±0.45 3.60±0.61 3.60±0.37

Grade 8 4.09±0.56 4.10±0.39 3.53±0.51

Preferred
teaching
method

lecture 134 4.01±0.40

5.584(.001)
b>e

3.64±0.59

2.876(.023)
b>e

3.67±0.39

2.784(.027)
discussion 10 4.34±0.52 4.09±0.46 3.87±0.44

quality
assurance

27 4.10±0.41 3.47±0.54 3.52±0.45

practice 69 3.92±0.55 3.63±0.61 3.54±0.48

simulation 20 3.61±0.45 3.38±0.57 3.50±0.32

4. 눈치, 학습몰입,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눈치와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눈치와 학습몰입도(r=.502, p<.001)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눈치와 의사소통능력(r=.619, p<.001), 학습

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r=.567, p<.001)의 경우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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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눈치, 학습몰입도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Nunchi, Learning Flow and Communicative
Skills

Variable Nunchi
Learning
flow

Communicative
skills

Nunchi 1

Learning
flow

.502
(<.001**)

1

Communicative
skills

.619
(<.001**)

.567
(<.001**)

1

** P <0.01

5. 의사소통능력에미치는 영향 요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의한 상관관계

를 나타낸 눈치와 학습몰입,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수면시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선호

교육방법을 예측변수에 포함시키고, 수면시간, 전공만족

도, 실습만족도, 선호교육방법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하

여 다중공정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P)

는 1.058∼1.446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Dubin-Watson 값을

구한결과1.615로나와 2에가까워 자기상관은 없다. 의사

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의 Adjusted R2 는

.474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β =.381, p<.001), 학습몰입도(β 

=.243, p=<001), 실습만족도(β =.107, p=.028)순이었다[Table

5].

표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 of Communicative Skills

Variable B S.E. ᵝ t p

Constant 1.234 .222 5.548 <.001

Nunchi .381 .048 .425 7.934 <.001

Learning
flow

.243 .038 .339 6.323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07 .036 .120 2.214 .028

Adj R2= .474, F= 34.325, p< .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의소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눈치, 학습몰입도, 의

사소통능력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눈

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이며, 최저 2.67점, 최

고 5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연구를 한 선행연구[21]에서는 눈치 점수는 평균 3.82점

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는 실습만족도와 학업성취

도가 높은 경우와 수업방법 중 토론식 수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

치 점수는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눈치 점

수가 높게 보여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2]에서 눈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적응을 잘 하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눈치

는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눈치가 빠른 경우 대학

생활 적응과 미래 간호사로서 적응력도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반복연구

를 통해 눈치정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습몰입도는 총 5점 만점 중

평균 3.61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23] 등 연구의 3.13점보다는 높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24]에서는 평균 4.06점으로 높

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과 특성상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고학년일수록 과도

한 학습과 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심리적 압박감

이 증가되어 학습몰입도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간호대학의 특성과 학년별 차이에 따른

학습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61점이었다. 같

은 도구를 사용한 Kim과 Jeong[25] 연구에서는 3.66점

으로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며, Lee와 Gu[26]의

3.47점보다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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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일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 수 있으며, 임상실

습 경험과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관

계, 동료 학우간의 관계, 개개인의 문제해결 능력 등 다

양한 실습목표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이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로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 눈치가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습몰입도, 실습만

족도 순이었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47.4% 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15]의 눈치파악이 높은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

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학습몰입

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선행논문이

적어 비교분석에는 제한이 있었다. 차후 다양한 연구결

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예

비간호사로 임상현장에서 자신감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눈치와 학습몰입도, 실습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간호교육 중재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 학습몰입도

와 의사소통능력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K광역시 일 대학의 재학 중인 간호대

학생 26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눈치와 학습몰입도는

순 상관관계(r=.502, p<.001)를 나타내었다. 눈치와 의사

소통능력(r=.619, p<.001), 학습몰입도와 의사소통능력

(r=.567, p<.001)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치, 학

습몰입도, 실습만족도로 설명력(R²)은 47.4%이었다.

매년 간호사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현장에서

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인 의사소통능력은 눈치와

학습몰입과 실습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반복 연구로 눈치와 학습몰

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략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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