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많은 간호학자들은 간호의 본질을 돌봄으로 기술하고, 

돌봄이 간호전문직과 다른 전문직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

소라고 강조하여 왔다[1]. 모든 사람들은 돌봄을 서로 주

고받는 존재로 관계는 돌봄을 통해 변환되고 관계 형성

을 통해 강화되며, 개인들은 돌봄 환경에서 타인으로부

터 인식됨으로써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게 

된다[2-4]. 이러한 돌봄은 대상자에 대한 감정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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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간호대 학생 192명으로 자료수집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년 11월 30일까

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 ANOVA, t-test,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학생의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r=.634, p<.001), 의사 소통 능력과 동료 

돌봄 행위(r=.390, p<.001), 리더쉽과 동료 돌봄 행위(r=.285, p<.001)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간

호대 학생들의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환경제공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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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understand the 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peer 

care behavior and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92 nursing students in 

November 2021.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iefficients, using 

SPSS 28.0. As a result of the study,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eadership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r=.634, p<.001),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r=.390, p<.001), leaderships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r=.285, p<.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grams to improve 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and peer care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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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되지 않고 관계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실천적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3]. 또한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

계에서 간호사는 돌봄 행위를 통하여 대상자와 공감하며 

대상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

장해 나가게 된다[2]. 이러한 돌봄은 대상자뿐 아니라 동

료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돌봄 행위를 통해 다

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2-3].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학과 입학 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

는 긍지와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동료들의 돌봄과 지지

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6]. 하지

만 모든 간호학과 학생이 비슷한 수준의 돌봄 능력을 가

지고 있지는 않다[2].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

생들의 동료 돌봄 행위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의 본질인 돌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간호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간호와 관련된 지식

과 기술 수준으로 인해 간호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7]. 이로 인해 간호 

대상자들은 간호 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간호학생들

이 자신들에게 수행하는 간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8].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

근에는 간호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내적 특성을 고려하

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그 전략의 하나로 간호대 

학생에게 리더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7]. 리더쉽은 

학과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정한 구체적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 및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등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7,9]. 또한 학업에 흥미를 갖도록 돕

고 취업 전략을 포함하여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 향

상에 실제적 도움을 준다[9].

의사 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명료하게 기술하는 능력을 말

한다[10]. 간호 전문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의사 소통을 

통해 생각을 교류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돌봄 행위를 해

나간다[12]. 즉, 간호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경험

을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대상자들에게 간호지식과 의사

소통 기술을 이용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15]. 의사 소통 능력은 간호전문가가 갖춰야 할 필

수 요소임과 동시에 간호교육의 핵심으로 간호대 학생들

은 실습을 통해 다양한 환자들과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면

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7]. 간호대 학생의 의사 소통 능력

이 단순한 이론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반복적이고 실제적

인 훈련을 통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11].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간호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및 관련 요인에 대해 파악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 학생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및 수행

정도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나 돌보거나 동료를 돌보는 돌

봄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과 동료 돌봄 행위 수

준과 관계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리더쉽이나 의사 소통, 돌봄 행

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간호

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12-15]이다. 간호대 학

생을 대상으로는 리더쉽과 의사 소통 수행이나 능력 정

도를 파악하거나[7, 9, 11] 동료 돌봄 행위와 공감 또는 

의사소통 간의 관계[1,12]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고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동료 돌봄 행위

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 동

료 돌봄 행위 정도 및 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이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의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

료 돌봄 행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

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쉽, 의사 소

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의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

료 돌봄 행위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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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인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연

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익명성 보장됨을 설명한 후 자

발적인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 전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 program으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15, 검정

력 .9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73명이었고 총 

200명 중 작성상태가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19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리더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의 리더쉽을 측정하기 위해 

Maze[16]가 개발한 셀프리더쉽 측정도구를 Kim[17]이 

수정 보완한 셀프리더쉽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자기기대(3문항), 목표설정(3문항). 리허설(3문항), 

자기보상(3문항), 건설적 사고(3문항)자기비판(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리더쉽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의 연구[27]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87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2.3.2 의사 소통 능력

본 연구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Rubin et al[18]이 개발한 인간관계 의사 소통 능력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

을 Heo[10]가 수정 보완한 글로벌 인간관계 의사 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

기노출, 사회 긴장 완화, 역지사지, 상호작용관리, 주장

적, 집중력,  표현력,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지지, 즉시

성, 조리성, 목표 간과, 잡음통제력, 반응력의 총 15문항

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

사 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eo[10]의 연구[10]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4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7이었다. 

2.3.3 동료 돌봄 행위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동료 돌봄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Hughes[21]의 PGCIS(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Scale)를 Kim 등[4]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동료 지지로 구성된 총 8문항으로 이루어

진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동료 간의 

돌봄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

도는 Cronbach’s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

하였다. 리더십,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간 상관

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21세 이

하’는 61.5%, ‘22세 이상’은 38.5%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83.9%로 많았고, ‘남성’은 16.1%로 나타났다. 

건강은 ‘건강한 편’(49.5%), 보통’(46.9%), ‘나쁜 편’(3.6%)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64.1%), 

‘만족’(27.1%), ‘불만족’(8.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22< 74(38.5%)

≥22 118(61.5%)

Gender
Male 31(16.1%)

Female 161(83.9%)

Religion
Yes 77(40.1%)

No 115(59.9%)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52(27.1%)

usually 123(64.1%)

Unsatisfied 17(8.9%)

Health conditions

Good 95(49.5%)

Moderate 90(46.9%)

Bad 7(3.6%)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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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쉽은 성별

(F=-1.238, p=.017), 건강상태(F=3.827, p=.023), 학과

만족도(F=8.48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 소통 능력은 학년

(F=2.885 p=.037), 건강상태(F=3.600, p=.029), 학과

만족도(F=6.57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료 돌봄 행위는 학과

만족도에 따라 동료 돌봄 행위(F=10.945, p<.001)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Leadership

Communicatio
n ability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M±SD t (p) M±SD t (p) M±SD t (p)

Age

22<
64.07
±8.34 -1.24

(.017)

51.60
±6.68 -0.77

(.442)

28.45
±4.90 0.59

(.552)
≥22

64.54
±7.81

52.42
±7.42

27.99
±5.42

Gender

Male
62.85
±7.25

-3.11
(.002)

51.67
±6.59

-1.12
(.361)

28.36
±4.77

0.44
(.660)

Female
67.71
±11.0

4

53.19
±8.70

27,81
±6.6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a 67.46
±7.78

8.49
(<.001)
a>b,c

54.67
±7.71

6.57
(.002)
a>b,c

30.67
±5,11

10.94
(<.001)
a>b,c

usuallyb 62.18
±7.01

51.14
±7.79

27.70
±4.98

UnsatisfiedC 62.47
±7.39

49.12
±6.68

25.06
±4.88

Health 
conditions

Gooda 65.25
±7.71

3.83
(.023)
a>b,c

53.15
±7.70

3.60
(.029)
a>b,c

28.82
±4.43

1.29
(.277)

Moderateb 62.01
±7.70

50.92
±6.62

27.82
±4.88

BadC 62.57
±6.60

48.00
±6.24

26.57
±5.51

Table 2. Differences of 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3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간 

    상관관계

간호대 학생의 리더쉽과 의사 소통 능력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634, p=<.001) 동료 돌봄 행

위와 리더쉽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85, 

p=<.001). 의사 소통 능력과 동료 돌봄 행위(r=.390, 

p<.001) 또한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논의

4.1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더쉽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과만족도에 

따라 리더쉽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는 다르지만, 간호사의 목표설정, 자기기

대, 건설적 사고 경향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향상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16]와 유사하다. 또한 셀프 리더십

이 높은 조직은 건설적 사고방식, 자발적인 업무목표 설

정, 환경 조성을 통해 간호업무성과 달성과 조직 융화를 

통한 직무만족 향상 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17].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과에 높은 만족도

를 가진 학생일수록  리더쉽 수준이 높을수록 위기극복

이 쉬우며, 자율적 학습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 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건강상태, 학과만족도에 따

라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대 학생들의 학과 및 전공 만족도가 의사 소통 능

력을 포함한 대인관계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9]

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며 전공과목에서 팀 과제

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7], 임상 실습 과정에

서 타인과 교류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돌봄 제공은 대상자와의 관계발전에 매우 

중요하다[32]. 따라서 간호대 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의

사소통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공

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고려한 의사소통에 대

한 교육이 교과과정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계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료 돌봄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과에 대해 높은 만

족도를 가진 대상자가 낮은 만족도를 가진 대상자보다 

동료 돌봄 행위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 

Variables
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r(p) r(p) r(p)

Leadership 1

Communication ability  .634(<.001) 1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285(<.001) .390(<.001) 1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Communication

Ability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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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동료 돌봄 행위 수준이 

높다는 Seo[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높은 만족

도를 가진 대상자들이 수월하게 학과에 적응하고, 학과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자신의 지식과 기술 등을 학과 동

료들에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모

든 간호대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돌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4]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에

게 돌봄 행위 수행 기회와 돌봄 행위를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돕는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 학생들의 여러 

특성들이 리더십과 의사수통 능력, 학생들 간의 동료 돌

봄 행위 수준과 관련이 있고 이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수준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3,7,11]에 따

르면 이러한 수준들이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수행능

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을 위

해 자신을 가치 있는 유능한 존재로 믿고, 업무수행 능력

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간호 수행 중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능숙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대 학생들의 리더십

과 의사 소통 능력을 강화시키고 동료 돌봄 행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리더쉽, 

의사 소통 능력, 동료 돌봄 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결과를 모든 간호대 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또한 간호대 학생의 특

성상 주류를 이루는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 남학생들

에게 이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

라서 추후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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