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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및 동아리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며,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두 개의 광역시와 한 개의 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였으며, 29.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leadership life skills of self esteem 
and club activities by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331 nursing students in 3 citi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0.0 program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revealed that; 1)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a significant association among 
leadership life skills and self esteem; 2)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leadership life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9.6% of leadership life skills. These findings can be utilized to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increasing 
leadership life skill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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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성숙한 사

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성장하기 한 하나의 안

으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주체 으로 

이끌고 인생을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출발 이며 

학생의 발달과업과제인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1].

특히 졸업이후의 사회생활에서는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인간 계를 맺으며, 합리 이고 민주 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요소

를 포함하는 개념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2, 3].

간호 학생의 경우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해서는 간호학 이론 습득은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에 용하는 기술을 익 야 한다

[4]. 즉 다양한 간호실무 환경에서 문화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자기 이해는 물론 커뮤니 이션, 의

사결정, 인간 계, 조직 리 등의 리더십 기술이 필요하다.

리더십 능력의 개발은 개인 으로 자신에 하여 정

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사회 으로 다른 사

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한 커뮤니 이션 능력과 원만

한 인간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조직 속에서는 합리 인 의사결정 능력과 조직 리 기술 

 조직에 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

다[5]. 리더십기술은 청년기의 요한 발달과업  하나

인 자기존 감을 향상시키고 성공 인 성인기로 이행하

는 핵심요인이다[5, 6].

리더십생활기술은 실제 생활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

행하기 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을 의미하며 리더

십에 한 새로운 근으로 보다 실천 인 역이다[5]. 

Lee[7]는 학생을 한 리더십 로그램 개발을 한 연

구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의 모든 하 역과 자아존 감

이 유의한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한 리더십생활

기술과 동아리활동과의 계를 조사한 연구에서[8], 참여

한 동아리 수가 많고, 동아리 가입 기간이 길고, 임원 경

험이 있으며, 동아리 참여에 극 이고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한 지원이 많은 동아

리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이 그 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리더십생활기술 수 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학생을 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에 향

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9, 10]에서, 리더십생활기술

은 특정과제를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한 자

신감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자원 사, 단

체활동경험은 리더십생활기술과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지 까지 리더십생활기술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자아존 감[3,7,13], 자기효능감[9,10,13], 동아리 

활동[5,8]  단체활동경험[10,11,12] 등이 리더십생활기

술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리더

십생활기술에 심을 갖기 시작하여 지 까지 이에 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어왔다. 그리나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으로 학생을 상으로 리더십생활기

술 련 요인을 알아 본 연구는 소수[3,9]에 불과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목표달성을 한 리

더십 능력’을 간호사 핵심역량 7가지의 하나로 포함시키

고 있으며, 부분의 간호 학에서 간호사 핵심역량에 

따른 로그램 학습성과에 리더십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리더십생활기술은 간호 학생에게 반드시 필

요한 과제이며 문직 간호사로서의 필수 인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리더십생활기

술 련요인으로서 자아존 감과 동아리활동정도를 알

아보고 이들간의 계를 악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으로써 리더십생활기술 증진 

로그램 개발에 기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

존 감  동아리활동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며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리더십생활기술, 자

아존 감  동아리활동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과 리더십생활기술, 

동아리활동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자아존 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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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 감

간의 계를 악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2015년부터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

지 P 역시, D 역시  K도에 소재한 학교 간호학과  

3곳을 임의 표출하 다.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50명을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

사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31명

(94.6%)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5를 사용하여 산출하 으며, 다 회귀분석

을 해 유의수 (a) .05, 검정력(1-β) 95%, 효과크기 .15, 

측변수의 수를 14개로 설정하여 정 표본크기를 산출

하 을 때, 194명의 상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은 실제 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기술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 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 리기술, 자기이해기

술, 그룹활동기술 등  7개의 하 역으로 구성된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는 

Dormody와 Seevers[14], Morris[15], Seevers와 Dormody[16], 

Seevers, Dormody와 Clason[17], Wingenbach[18] 등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커뮤니 이션기술 2문항, 의사

결정기술 5문항, 인간 계기술 7문항, 학습능력기술 4문

항, 조직 리기술 3문항, 자기이해기술 6문항, 그룹활동

기술 3문항 등 총 7개 하 역으로 구성된 30문항을 

Choi[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

하 다.  Choi[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84

으로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정 이거나 부정 인 태도로 표

되며, 자신이 요하고 유능하며 성공 이고 가치있다고 

자신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

가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 감 척도를 Jo[20]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Lee[3]의 연구에서 

Cronbach's a=.84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85 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동아리활동 정도는 빈

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으며,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

기술은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일반  특성  동

아리활동정도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 다.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한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아리활동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공만족도, 학업성   리더십교육경험으로 구성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총 331명이었으며 연령은 19

세 이하가 54.7%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87.6%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60.7%, 기독교가 16.3% 다. 아버지

의 학력은 졸이상이 47.4%,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2.8%로 가장 많았다. 공에 한 만족도는 만족이 

51.4%, 보통이 46.2% 으며, 학과성 은 보통이 62.5%로 

가장 많았고 리더십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55.6%를 차

지하 다. 

동아리활동은 동아리등록여부, 동아리활동참여횟수, 

동아리활동기간, 동아리활동참여정도  동아리활동만

족도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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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원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42%, 등록하지 않

은 경우가 58% 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는 5회이하

가 13.9%, 6～10회가 13.3%, 10회 이상이 14.8% 다. 동

아리 가입이후 동아리 활동을 한 기간은 7～12개월이 

21.5%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정도는 소극  

참여가 17.8%, 보통과 극  참여가 각각 12.1% 으며,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보통이 18.4%, 만족 17.2%, 불만족

이 6.3%로 나타났다<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Age

(year)

≤19 181 54.7
20 73 22.1
21 71 9.4
≥22 46 13.9

Sex
Male 41 12.4
Female 290 87.6

Religion

Protestant 54 16.3
Catholic 28 8.5
Buddhism 48 14.5
None 201 60.7

Education level

(father)

Elementary school 6 1.8
Middle school 14 4.2
High school 154 46.5
≥College 157 47.4

Education level

(mother)

Elementary school 3 0.9
Middle school 17 5.1
High school 208 62.8
≥College 103 31.1

Major satisfaction
Satisfactory 170 51.4
Moderate 153 46.2
Unsatisfactory 8 2.4

Academic 

achievement

Upper 41 12.4
Middle 207 62.5
Low 83 25.1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147 44.4
No

184 55.6

Club activities N (%)

Club registration
Yes 0 139 42.0
No 192 58.0

Club participation 

frequency 

No 192 58.0
≤5 46 13.9
6-10 44 13.3
>10 49 14.8

Club activities 

duration

(month)

No 192 58.0
≤6 26 7.9
7-12 71 21.5
13-24 38 11.5
≥25 4 1.2

Club participation 

degree

No 192 58.0
Passive 59 17.8
Moderate 40 12.1
Active 40 12.1

Club activities  

satisfacition

No 192 58.0
Unsatisfactory 21 6.3
Moderate 61 18.4
Satisfactory 57 1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3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 정도

리더십생활기술과 련된 항목은 커뮤니 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 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 리기

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7가지 하 역으로 

측정하 고, 5  만 에 리더십생활기술 체 평균은 

3.63 이었다. 하 역에서는 인간 계기술, 그룹활동

기술, 커뮤니 이션기술 순으로 높았고, 조직 리기술, 

학습능력기술 순으로 낮았다. 자아존 감은 5  만 에 

3.59 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SD Range

Leadership life skills(total) 3.63±0.36 1～5

  Communication skills 3.71±0.59

  Decision-making skills 3.65±0.46

  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3.75±0.44

  Learning skills 3.43±0.48

  Management skills 3.39±0.50

  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3.64±0.46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72±0.46

Self esteem 3.59±0.51 1～5

<Table 2> Degree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Self Esteem                          (N=33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아리활동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  특성

은 공만족도(F=13.04, P<.001)로 나타났다. 이에 한 

사후분석 결과 공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

통인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동아리활동에서 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동아리활동참여횟수(F=5.31, P=.001), 동아리활

동참여정도(F=3.36, P=.019), 동아리활동에 한 만족도

(F=3.87, P=.010)로 나타났다. 

이에 한 사후분석결과 동아리활동참여횟수에 있어

서 동아리활동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6～10회 

참여한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고, 6～10회 참

여한 경우보다 10회이상 참여한 경우가 리더십생활기술

이 높았다. 

동아리활동참여정도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

지 않은 경우가 소극 으로 참여한 경우보다 리더십생활

기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만족도에서 만족하

는 경우가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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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Leadership life skills

M±SD t / F (p)

Age

(year)

≤19 3.49±0.40

1.53 (.207)
20 3.46±0.33

21 3.60±0.29

≥22 3.57±0.39

Sex
Male 3.60±0.45

1.73 (.084)
Female 3.49±0.36

Religion

Protestant 3.48±0.40

0.14 (.934)
Catholic 3.53±0.43

Buddhism 3.50±0.33

None 3.51±0.37

Education level

(father)

Elementary

school 
3.33±0.34

0.84 (.472)Middle school 3.44±0.35

High school 3.49±0.36

≥College 3.53±0.39

Education level

(mother)

Elementary

school 
3.09±0.30

1.54 (.205)Middle school 3.52±0.27

High school 3.50±0.35

≥College 3.54±0.4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ory a 3.60±0.40
13.04(<.001)

*** a>b
Moderate b 3.40±0.30

Unsatisfactory c 3.35±0.55

Academic 

achievement

Upper 3.52±0.32

0.21 (.814)Middle 3.51±0.39

Low 3.48±0.37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3.55±0.37

1.96 (.051)No
3.47±0.38

Club activities
Leadership life skills

M±SD t / F (p)

Club registration
Yes 03.47±0.37

-1.46 (.952)
No 3.53±0.38

Club participation 

frequency† 

No a 3.53±0.38
5.31 (.001)

*a>c

**c<d

≤5 b 3.43±0.28

6-10 c 3.34±0.38

>10 d 3.62±0.37

Club activities 

duration

(month)

No 3.53±0.38

1.34 (.254)

≤6 3.38±0.32

7-12 3.47±0.34

13-24 3.54±0.42

≥25 3.36±0.66

Club participation

degree†

No a 3.53±0.38

3.36 (.019)

*a>b 

Passive b 3.38±0.33

Moderate c 3.48±0.42

Active d 3.59±0.34

Club activities  

satisfacition†

No a 3.53±0.38

3.87 (.010)

*c<d

Unsatisfactory b 3.39±0.35

Moderate c 3.39±0.37

Satisfactory d 3.59±0.35

* p<.05, ** p<.01, *** p<.001 

†Scheffe’ test, a,b,c,d:categories of variable

<Table 3> Leadership Life Skills and Club Activit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1)

3.4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관관계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은 리더십생활기술 

체(r=.534, p<.001), 커뮤니 이션기술(r=.342, p<.001), 

의사결정기술(r=.359, p<.001), 인간 계기술(r=.374, 

p<.001), 학습능력기술(r=.393, p<.001), 조직 리기술

(r=.374, p<.001), 자기이해기술(r=.438, p<.001), 그룹활

동기술(r=.395, p<.001)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Table 4>.

Variab

les　
SE LLS LLS1 LLS2 LLS3 LLS4 LLS5 LLS6 LLS7

SE 1　 　 　 　 　 　 　 　

LLS .534
***

1 　 　 　 　 　 　 　

LLS1 .342*** .560*** 1 　 　 　 　 　 　

LLS2 .359*** .710*** .434*** 1 　 　 　 　 　

LLS3 .374
***

.762
***

.377
***

.381
***

1 　 　 　 　

LLS4 .393*** .743*** .261*** .610*** .455*** 1 　 　 　

LLS5 .374*** .626*** .299*** .293*** .461*** .444*** 1 　 　

LLS6 .438
***

.793
***

.363
***

.431
***

.424
***

.485
***

.396
***

1 　

LLS7 .395*** .720*** .387*** .455*** .564*** .512*** .461*** .458*** 1

***p<0.001

 SE:Self esteem, LLS:Leadership life skills(ttotal)

 LLS1:Communication skills  LLS2:Decision-making skills

 LLS3: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LLS4:Learning skills        LLS5:Management skills

 LLS6: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LLS7: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 Esteem and 
Leadership Life Skills             (N=331)

3.5 대상자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련 변인을 악하

기 해 독립변수에는 상 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 성

을 보인 변수인, 공만족도, 동아리참여횟수, 동아리참

여정도, 동아리만족도, 자아존 감을 측변인으로 투입

하여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진단은 다 공선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

 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는 0.898로 0.1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113으로 문제가 없었

다.

리더십생활기술의 측변인은 자아존 감(β =.500), 

공만족도(β =-.107) 으며(F=68.858, p<.001), 이들 변

인은 리더십생활기술의 29.6%를 설명하 다<Table 5>.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7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an; 14(1): 65-73

Variables β t p

Major satisfaction -.107 -2.182 .030*

Self esteem .500 10.231 .000***

R
2
=.296,  F=68.858,  P<.001

*p<.05,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Leadership Life 
Skills                             (N=33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동아리활동, 자

아존 감을 조사하여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리더

십생활기술 증진을 한 략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실시되었다. 간호 학생의 공에 한 

만족도는 만족이 51.4%, 보통이 46.2%, 불만족이 2.4%

다. 간호 학생의 경우 간호학 선택시 취업 망을 요

시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21], 다른 공에 비해 

입학과 함께 취업이 어느정도 보장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리활동을 살펴보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은 경

우가 58%를 차지하 으며, 동아리활동 참여횟수는 10회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아리 가입후 활동한 기간

이 1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극 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동아리활동에 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경우 학업과정의 어려움

은 물론, 임상실습이나 자원 사를 통해 인간 계와 사

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동아리 가입의 필요성을 게 

느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

측되어지며, 동아리 가입을 하더라도 열성 으로 참여하

기 보다는 필요시에만 참여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공부에 한 부담으로 동아리활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체는 평균이 3.63

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에서 인간 계기술 역이 가

장 높았고 조직 리기술 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Yune

과 Kim[2], Lee[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 학

생의 경우 학생 시 에 임상실습을 통해 다른 공학

생들에 비해 다양한 인 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

아 인간 계기술 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반면, 간호 학생의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책임을 맡

기거나, 변화에 한 수용성  조직구성원을 신뢰하는 

등의 조직 리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조직 리

기술 역의 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3.59 으로 Chung[22]의 

3.08 , Lee[3]의 3.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특성별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에서 간호학 

공에 해 만족하는 학생이, 공에 해 그 그 다고 

답변한 학생에 비해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공에 

해 만족하는 경우 교우 계와 집단활동에서 더 극

으로 활동하며 학업이나 의사결정 등에 보다 열정 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리더십생활기술 수가 높

게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동아리활동에서 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동아리활동 참여횟수, 동아리활동 참여정도, 동

아리활동에 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참여횟

수가 6～10회 참여한 경우보다 10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

서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한 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소극 으로 참

여한 학생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으며 동아리활동

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학생보다 리더십

생활기술이 높았다. 동아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동아

리활동을 극 으로 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보다 리더십생활기술 수가 낮았다. 이는 청

소년을 상으로 한 Choi[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

러한 결과는 동아리활동 횟수가 고 소극 으로 참여하

는 경우 동아리활동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아 수동 인 

동아리활동에 그치고 있어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게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기술 체, 리

더십생활기술의 7개 하 역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 인 상 계를 보 다. 이는 Yune과 

Kim[2], Lee[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Jung과 Kim[24]은 리더십은 자기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아존 감이 심리 내 세계에 한 자기평가라

는 에서 리더십과 상호유사 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리더십활동은 자신에 해 정 으로 이해하고 자신에 

한 가치를 높여  수 있으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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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가 향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리더

십생활기술과 자기존 감의 계를 본 Lee[3]의 연구에

서 자기존 감, 성격만족도, 학교만족도  리더교육경험

이 리더십생활기술에 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가 리더십생활

기술에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간호 학생

의 공만족도를 높이며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 활동

을 통해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 학생이 졸업후 간호사로서의 임상  역량을 충

분히 발휘하기 해서는 간호학 이론지식을 간호실무 상

황에 맞게 용할 수 있는 리더십생활기술이 기본 으로 

요구되어진다. 실 으로 공이수 체계상의 문제  등

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

호 학생에 한 지속 인 교육 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25]. 

본 연구결과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은 유의한 

순상 계를 보 으며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가 리

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에게 리더십생활기

술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교과외 로그램을 개발

하고 용함으로써, 간호목표달성을 한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여 궁극 으로 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3개 도시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자가보고한 결과를 분

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객 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 자

아존 감  동아리 활동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리더십생활기술 간에 유의한 순 상 계

가 있었으며,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주는 측요인은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 으며, 29.6%의 설명력을 나

타냈다(F=68.858,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자아존 감

과 공만족도는 간호 학생들의 리더십생활기술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은 물

론 교육과정외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 추

후 연구에서는 학생 상의 리더십 개발 로그램에 

한 분석을 통해 간호 학생의 리더십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 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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