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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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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5일에서 12월 13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1개 대학
교 1학년 중 실험군 41명, 대조군 42명으로 총 83명이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 χ2 test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실시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t=15.23, p<.001), 의사소통 능력(t=11.42, p<.001) 
및 대인관계(t=19.2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
목 운영에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향
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융복합, 대인관계,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human relation and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a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and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between September 5 and December 13, 
2016, Participants were 83 1-year nursing students in 1 College of D City, and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41), or a control group (n=4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χ2 test with the SPSS/WIN 21.0. After receiving the program, difference was observed in communication 
self-efficacy(t=15.23, p<.001), communicative competence(t=11.42, p<.001), and interpersonal relations(t=19.24, 
p<.001) of the experimental group.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increasing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on 
human relation and communication course combined with a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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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과 질병의 만성화, 소비자의

권리의식변화및질병군별포괄수가제등으로인해병

원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고객의서비스요구가증가되

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별화

된 서비스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1].

특히 병원에서 간호 인력의 비율은 약 52.5%를 차지

하며, 입원 간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간호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

서비스는경쟁우위를차지하는데매우중요한변수라고

할수있다[2]. 즉 질높은소비자의간호요구에부응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

다[1].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학부과정을 마친 간호사

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을 7개로 제시하였고, 간호교육

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3]. 그 중에서전문분야간협력관계와치료적의사

소통 기술의 핵심역량은 대인관계 능력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함양시키기위해인간관계또는의사소

통 관련 교과목을 주요 교과목으로 배치하였다. 간호교

육에서전공기초과목으로분류하여대부분대학에서 1학

년 또는 2학년에 편성되어 있고, 이론학점으로강의식으

로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전공간호학과목적용을위해

절대적으로요구되는필수과목임에도불구하고전임교

수보다 외래 교수에 의한 교과목 운영이 이루어지는 대

학이 많은 실정이다[4].

한편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책임감, 엄중한 규

범 준수 등을 요구하는 임상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5],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의사소통 기술

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6-8]. 이처럼 간호대학

생이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계능력을함양하기위해서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하나 이론중

심으로학습하기에는제한적이다. 의사소통능력과대인

관계 능력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

습과경험을통해형성되므로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론중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으로소집단활동과토론, 발표, 역할극등을고려한다양

한교수매체를활용한학습방법을적용하면학습자는습

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과 태도를 형성할 기회가 되

므로학습효과는높아질것이다[4]. 또한 분과적지식중

심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

체계를기반으로학습자들의실제삶과연계하여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9,10].

최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의학, 과학, 윤리, 종교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융복합 교

육프로그램의중요성을입증하고있다[11,12]. 한편최근

간호교육에서도 융복합 수업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인지양식 등의 조사연구[13]에 머무르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간호대학생의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

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융복합적 교과목 설계와 이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대인관계능력과관

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면, 의사소통자기효능감이높을

수록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계능력이높아지게되었고,

이는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

으로 발달시키는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4].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아지게 되고, 전공만족도와 임

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14-17]. 이처럼 최근

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계능력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

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

력 등 관련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존의

이론중심교과목운영에대한개선방안으로다양한학

습방법을적용하여효과를검증하려는연구는부족한실

정이다[18,19]. 따라서간호대학생의성숙한대인관계형

성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미래의 전문 간호사로

서 전문직 간호를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역량이므로, 간

호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선행연구결과는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과목

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

심의 강의방식 보다는 간호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인간

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용의 재편

성과 수업설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과목 외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대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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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에서 40∼60명정도의학생들을교육해야하는현실

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학습 환경의

제약과 많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집단의 이론중심 강의, 6∼7명의 소집단 활동,

토론, 발표, 개별활동및역할극등의다양한학습방법을

구성하고 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간호대학생들

이실제적인대인관계를경험하고의사소통기술을습득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환경적지원과비용의투입이추가되어야하므로교육현

장에서의 적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강의방식으로만이루어진교과목을수강한학생

들과융복합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적용된인간관계

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자

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정도를 비교하여

실제적인 훈련과 활동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한다. 또한간호대학생들의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향상을위한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과목의수

업설계 및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복합 의

사소통훈련프로그램을적용한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

과목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

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

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검증하기위한비동등성대조군전후설계의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연구대상자는 D시에소재한 1개대학교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설계에융복합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을적용한반

은 실험군으로 이론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반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학년의다른반으로구분하여글자가와나가쓰여

진 카드를 반의 대표가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가를

선택한 반은 실험군, 나를 선택한 반은 대조군으로 배정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d) 0.8으로

설정하여 t-test를 위한 대상자 수를 확인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28명이었다. 연구시작시실험군은 42명, 대조

군은 44명이었으나, 연구가진행되는 동안 실험군 1명과

대조군 2명이탈락하여최종분석대상은실험군 41명과

대조군 42명으로 총 83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016년 9월 5일에서 12월 13일까지였고,

자료수집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연구방법과과정의일관성을위해사전에연구보조

원에게설문지작성과수집방법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

다. 두집단모두연구자가교과목운영자임을감안할때

연구결과의편향성위험을배제하고프로그램참여의자

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다

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적용은 연구자

와연구보조원에의해진행되었다. 둘째, 자료 수집은연

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 익명처리,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자의로 선

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프로

그램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의실험군은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0분

의 강의식 수업과 50분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

램을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였으

며, 대조군에는 150분의이론중심의강의식수업으로두

집단 모두 총 14회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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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다. 자료수집시기는실험군과대조군에서사전조

사는 1회기에 사후조사는 14회기에 동일하게 실시하였

다. 한편대조군에는교과목이수후 12월 14일에서 15일

까지 2일동안총 8시간의프로그램운영을공지하고신

청서를 접수한 40명을 대상으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yres [20]가 개발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이도구는자신이의도한의사소통을하는데

필요한행위를조직하고실행해나가는자기능력에대한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10문항으로 7점 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7점‘ 으로구성되어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92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3.2 의사소통 능력 
Bienvenu [21]가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 검사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Chung [22]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

를사용하였다. ICI 검사도구는총 40문항의자가보고식

검사로이중 20개 문항은응답의편중을감소시키기위

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노출, 자각, 피드백

의 평가와 수용, 자기표현, 관심 기울이기, 감정처리, 명

료성, 회피, 지배성, 차이인정, 수용성의 11가지의사소통

능력을포함하고있으며, ‘그렇다’ 3점, ‘가끔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의 3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hu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3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는 Schlein [23]이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Ju [24]가 사용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총 25문

항으로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

근감 3 문항, 민감성 2 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

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의측정기준은 Likert 5점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대인관계가원만함을의미한다. Ju [24]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통계로 산

출하였고, 두집단간의동질성검증은 χ2-test, t-test를

이용하여분석하였다. 융복합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교과목운영후두집단간의종속변수의차이는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5 연구절차 
2.5.1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운영을 이론 강의식 방식에서

개선하기위해다양한매체와활동을활용하여실제적인

대인관계와의사소통기술을경험하도록수업내용에편

성하기위해개발하였다. 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과목은

D대학 간호학과 1학년 2학기 전공기초 과목으로개설되

어 3학점 3시간으로운영된다. 교과목운영은 2016년 9월

부터 12월까지 총 16주 수업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의 이론 수업과 50분의 프로그램

을 14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의 구성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선행

연구[24]에서의프로그램의적용기간은최소 2일에서 10

주까지였고, 대상자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는 최소 8

주이며회기당소요시간은평균 120분으로보고하였다.

이를근거로본연구자는이론수업과활동수업의비중

을고려하여매회기 50분씩 14회로한학기동안편성하

여 적용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18,26,27]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구성과 내

용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상담교육학전공교수 1인에게자문을받고수정및보완

하여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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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이해와인식을향상시키며, 효과적인의사

소통 기술을 적용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

해 1회기∼8회기는자기이해를돕기위한내용과관계형

성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였으며, 9회기∼14회기

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다. 대상자들의 집단 역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집단

은 6∼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매 회기 활동에 대한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별발표와 동료평가를 성

적에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알게된타인의중요한정보에대한비밀을보장할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에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매회기주제를제시하고개별활동및소집단활동을격

려하는촉진자역할을하였으며각조의토론결과에대

<Table 1> Act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ession Topic Contents Strategies

1

Relationship training for
self-understanding

- Orientation of program objects and process
- Pretest
- Team building (team name, rules, etc.)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2
- Presentation for team building contents
- Self-introducing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3 - Experience with others
-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4
- 'Who am I?' ; Experience self-awareness and self-disclosure
- Johari's window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5
- 'Who am I?' : auction value
- Find self strengths and weaknesses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6 - Examination of ego-gram and life attitud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7 - Watching : 'Good Will Hunting' - Group activity

8
- Presentation : famous conversation, impression
- Reflection of experience of childhood
- Self-understanding report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9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 Experience one-way, two-way communication ; drawing shap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10
- Compare effective and ineffective communication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 listening
- Self-assessment of listening ability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 Role play

11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empathy, empathy practic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 Role play

12
- Applying effective communication: expressing for observing
and feelings, and practicing 'I-Message'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13 - Expressing self in a group
- Group activity
- Small group activity
- Individu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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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 내용에 대해 전체 집단에서 피드백을 제공하였

다. 또한 연구보조원은 매회기 활동 프로그램에서 소집

단과 전체 대상자가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회기는 각 조를 편성하고 조원의 역할, 조의 명칭과

규칙을정하고조원의별칭을짓도록하였다. 2회기는조

명칭, 규칙, 조원의역할을조별로발표하도록하고별칭

으로 자기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3회기는 전체학생들

이두개의원으로겹치도록서서지시에따라움직이며

이동하다 구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어 만나는 사람과 인

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간단히 답하게 하였

다. 이후 전체 집단에서 각자의 경험을 발표하고 나누도

록 하였다. 4∼5회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자기인식과 자기노출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이 소

중히여기는가치와자신의장․단점을알아보도록하였

다. 개인 활동을 통해 작성된 내용을 소집단에서 발표하

고토론후전체수업에서발표하도록진행하였다. 6회기

는자아상태와자신의인생에대한태도를체크하게하

고강의방법으로설명하였으며각조별로발표를희망하

는학생 1명씩자신의결과에대해발표하도록하였다. 7

∼8회기는영화 ‘굿 윌 헌팅’을시청하게한후의미있는

대사, 소감등을발표하게하고어린시절의경험이현재

의성격형성에어떤영향을주는지토론하게하였다. 자

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성찰하도록 하기 위해 자

기이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9회기는의사소통의일방통행과쌍방통행을경험하도

록 하기 위해 ‘도형 그리기’를 하도록 하였고, 10회기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사례를제시하여학생들이역할극을통해차이를비교하

여 선택하게 하였고, 2인 1조 짝을 지워 ‘경청하기’ 경험

을 진행하고 경청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11회기는 ‘공감하기’를경험하도록설정된상황을제시하

여 답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12회기는 관찰과 느낌을

표현하고 ‘나 전달법’을 연습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하였

다. 13회기는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를 주고 집단에서 토

론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14회기는 전체 프로그램과

강의 수업을 통합하여 소집단에서 마인드맵(mind

mapping) 작업을하고발표하도록하였으며사후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Table 2>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8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χ2 or t p

Exp. (n=41) Cont. (n=42)

Sex
Male 3 (7.5) 5 (11.9)

.451 .713*
Female 37 (92.5) 38 (88.1)

Age (year)
≤25 32 (78.0) 32 (76.2)

.069 .794
26-32 9 (22.0) 10 (23.8)

Communication self-efficacy 36.19±2.02 35.76±1.69 1.06 .29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8.56±2.98 67.83±3.70 .98 .327

Interpersonal relation 78.61±3.39 79.02±3.72 -.53 .59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83)
Variables Groups

Mean±SD
tb 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Communication self-efficacy
Exp. (n=41) 36.19±2.02 46.36±3.23 10.17±3.37

15.23*** .000
Cont. (n=42) 35.76±1.69 37.23±1.62 1.23±1.6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 (n=41) 68.56±2.98 83.90±5.14 15.34±5.07

11.42*** .000
Cont. (n=42) 67.83±3.70 71.35±4.44 3.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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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동

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7.5%,

여학생이 92.5%이며 대조군은 남학생이 11.9%, 여학생

이 88.1%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실험군의 경우 25세 이하 78.0%,

26-31세 22.0%이며, 대조군은 25세이하 76.2%, 26-31세

23.8%로두집단간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대한동질성검증결과집단활동프로그램실시전의사

소통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실험군(36.19점)이 대조군

(35.76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06, p=.293). 의사소통능력평균점수는실험군(68.56

점)이 대조군(67.83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t=.987, p=.327), 대인관계 평균점수는 실험

군(78.61점)이 대조군(79.02점)보다 낮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t=-.530, p=.598). 따라서두집단간의성별, 연령,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등에

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3.2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이 검증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따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실

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36.1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46.36점이었고, 대조군이 35.76점에서 37.23점으로 나타

났다.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5.23, p<.001). 의사소통 능력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68.56점에서 프

로그램 실시 후 83.90점이었고, 대조군이 67.83점에서

71.35점으로나타났다. 두집단간의의사소통능력은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t=11.42, p<.001). 대인관

계 평균 점수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실시 전 78.61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90.41점이었고, 대조군이 79.02점에서

80.92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대인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24, p<.001)<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운영이간호대학생의의사소통자기효능감, 의사

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

대학생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운영과수업설계개선의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시도되

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

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

사소통자기효능감은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Bong [2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소집단 역동

을이용한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간호대학생의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Won과 Shin

[18]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Ju [2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10회기를주 2회씩 5주간매회기 90분에서 120분간

시행한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의연구결과와도유사하

였다. 한편 소수 집단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표준화 환자 실습 등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증

진프로그램이간호대학생의학습동기, 의사소통자기효

능감,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한 Oh [29]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기간 동안 집단 활동과 조별발표, 토

론등을통해활발한의사소통과정을경험하고, 6회기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면서 의사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불안 정도가

낮고 교육 수준과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의사

소통관련교육을받은경우에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

고하였는데[3], 특히 시뮬레이션이나역할극등으로다양

한 임상상황을 설정한 의사소통 훈련이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의료팀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는것으로 나타났다[29,30]. 따라서간호대

학생이향후임상실습과정과졸업후간호실무에있어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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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하고 대

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둘째,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인간

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

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

로그램을실시한 Seo [31]의결과및의사소통훈련을실

시한많은선행연구[26-28]의결과와도일치하였다. 이러

한결과에서의사소통능력과대인관계는자기이해증진

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을 기초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

술 훈련을 점진적으로 구성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

로그램과정에서동료와의만남을통해자신을개방하고

타인을수용하는경험을하여대인관계가증진된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집단을 이용하여 8회기의 집단 상담방식으로

운영한 연구[26,31]와 6회기의 의사소통 기술 중심의 프

로그램을 임상실습 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연구[26]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가 향상된 결과

와도일치하였다. Parry [32]와 Mullan, Koth [33]의연구

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험하게 하는 활동 중심의

운영방식이효과적임을제시하여본연구의결과를지지

하고있다. 이처럼소집단및집단활동을병행한의사소

통 기술 훈련은 대인관계 증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자

기이해 증진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

련을 실시하였다. 반면 다수의 선행연구[18,19,30,31]는

인간관계훈련으로구성하였고, 의사소통기술을중점으

로다룬점에서본연구와의차이가있었다. 따라서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는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인간관계 훈련과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오늘날간호현장에서요구되는전문분야간협력관

계와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인간관계와 의

사소통교과목에서융복합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은시

대가 요구하는 간호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

그램을적용한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과목운영은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

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은 이론 중심

의 강의식 수업과 실제적인 훈련과 활동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

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학년 시기에는 자기이해와 인식을 기반으로

실제적인경험과훈련이가능한인간관계와의사소통교

과목을 운영하고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에서는 간

호현장을 반영한 단계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문제를다루는데초점을두었으며임상에서의사례를충

분히제시하지못하여다양한상황을경험하기에는한계

가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

은제한점을고려하여추후대상자확대및교과과정특

성등을고려한반복연구와학년별간호대학생의의사소

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한후그효과를검증하는후속연구가필요함을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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