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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과의 계를 악하고 국제보건역량 증진

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함이다. 연구 상자는 B 역시 소재 2개 학교와 K시 소재 1개 학

교에 재학 인 간호 학생 207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PC 18.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종교,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유무, 국제보건 련 매체 경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국제보건역량은 셀 리더십(r=.372, p<.01), 세계시민의식(r=.364, p<.01)과

간정도의 상 계를 보 고 세계시민의식은 셀 리더십(r=.463, p<.01)과 강한 상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을 한 국제보건역량 증진 로그램 개발 시 세계시민의식과 셀 리더십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 간호,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ies in nursing students and utilize th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to increase of global health competence. A convenience sample of 207 subjects were invited from three univers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ith SPSS PC 18.0 program. Global health 

competencie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taking education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exposure to mass media about global health. There wer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f global 

citizenship(r=.364, p<.01), self leadership(r=.372, p<.01) and the global citizenship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of self leadership(r=.463, p<.01). Therefore,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hen we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s to increase the global health competencies for nursing students, we have to include 

global citizenship and self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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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세계화의 추세에따라 국제사회는 건강불평등, 염성

비 염성 질병 증가 등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한

서로간의 력이 강조되고있다[1]. 보건의료 문제, 빈곤,

테러, 환경문제와 같이 단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

는 지구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2], 2001년 국제연

합(United Nations, UN)은 니엄 정상회의에서 새천

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여 국가간 력을 강조하 다. UN이발표한새천

년 개발 목표의 반 이상은 보건복지와 련한 내용으

로 구성되었으며[3], 이후 UN 총회는 2030년까지 새롭게

달성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도

제 3번 목표를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사람을 한 건강

한 삶을 보장 복지증진’으로 설정하여더 포 으로

국제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강조하 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공 개발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 , 의료기 의 해외

진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 등의 변화로 인해 다른 나라

의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한 보건의료인의역할이 증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는 세계시민의 보편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해서

는 간호사의역할이 요하다고강조하 다[5].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은 SDGs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빈곤과 기아퇴치, 에이즈와 말라리아,

모자보건 증진, 아동사망률감소, 기타각종질병을퇴

치하는데 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있도록 국제보건역량

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6].

국제보건역량은 인류의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확보

를 해 연구 실무 역의 발 을 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세계 인 건강쟁 , 결정인자와 책을 강조하고

보건의료분야와 타 학제 간의 긴 한 력을 통해 개인

인구 집단기반의 방 활동들을 강화할 수있는 역

량을 의미한다[7]. 국제보건과 같은 인류공동체가 당면하

고 있는 문제해결 활동을 해서는 먼 국내외 환경변

화에 심을 가지고 자국 심 인 안목과 통 인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세계 인 수 의 새로운안목인 세계시

민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8].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민족 동질성을 강조해왔기에 국 과 정체

성 등을 구분하는 배타 이고 차별 인 태도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에 어려움이

있다[9]. 이러한 성향은 국가와 국민들 간에 국경을 월

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방해되는 요소들

이다. 간호는 재와 미래 세 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미래의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사회 책임

을 인식하여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국가 경

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기본 권리에 한 책임성을 갖

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하다[10]. 재 간호 학생의 국

제보건역량을 체계 으로 교육하는 기 은 소수에 불가

하여[11], 각 간호 학에서 국제보건 련 교육과정 확산

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교육과정 등의 제도 인 변화

와 함께 간호 학생 스스로의 국제보건역량에 한 동기

화가 선행되어야 한다[12]. 간호 학생이 공교과목 외

에 국제보건 련 학습을 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국제보건역량을 함양해야겠다는 동기 부여 즉 자신에게

향력을 발휘하는 개념인 셀 리더십을 통해 가능할 것

이다.[13] 셀 리더십이란 직무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기 스스로에게 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 행동

인지 인 략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이다[14]. 간호사는 세계화 시

를 맞이하여 국내외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해

국내에서만 환자를 돌보지 않고 국경을 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간호 상자를 간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서만 용 가능한 간호행

를 수동 으로 따라가는데 거치지 않고 스스로 국외라

는 낯선 환경과 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증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하여 간호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 진단과 의사행 결정을 할 수 있

는 셀 리더십 역량을 필요로 한다[12].

간호교육의 로그램 학습성과 하나로서 ‘국내외

보건의료변화 인지’가 강조되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병원

심의 임상 역의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심의 일

차보건, 보건교육 로그램 이수, 리더십, 역학 등을 통해

비 문의료인으로 교육받고 있으나 국제보건역량을

증진을 한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11].

간호사를 상으로 국제보건간호역량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Wilson 등[15]은 의과 학생을 해 개발

한 국제보건역량 도구를 간호사에게 합하도록 수정 보

완하여 국제보건역량 정도를 측정하 다. 국내연구로는

간호교육자들이 인지한 국내 간호 학생에게 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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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 핵심역량 연구[1], 국제보건간호역량 로그램

에 한 교육요구도[16], 국제보건역량강화 로그램 개

발 효과[11] 등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상자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장에서는 매년 외국인 환자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간호교육과정

에서 다문화 간호 역량 향상을 한 교육과 연구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지고 있는 반면 국제보건 ODA 사업의 확

에 따른 국제보건에 한 심의 증가에 비해 간호

학생들의 국제보건 역량 증진을 한 교육과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강

화의 필요성이 증가된 이 시 에서국제보건역량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다양한 기 연구들이 필요하다. 간

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강화를 해서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심을 가지고 능동 으로 응하고자하는 세계

시민의식과 새로운 문 역에서 스스로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셀 리더십 함양

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수 을 확인하고 세계시민의식과

셀 리더십과의 상 계를 악하여 간호 학생의 국

제보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연구는 간호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과의 계를 규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 대상  연 적 고

본 연구의 상자는 B 역시에 소재한 2개 학교와

K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207명의 간호 학생이

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 고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 a=.05, 효과크기

는 간 크기인 0.25, 검정력(1-β)은 85%을 기 으로 하

을때 최소 필요 표본수는 180명이요구되므로탈락율

을 고려하여 210명을 상으로 하 다. 배부한 설문지

207부가 회수되어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앞

서 연구자는 B 역시소재 K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

의 연구승인(IRB No: 2018-0038-01 )을 받은 후에 시행

하 다. 간호 학생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 연구 상자

의 권리를 설명한 후 자발 으로 동의하는 자에 한하

다. 설문에 한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설문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 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을 설명하 다. 자

고보고식설문지를배부하 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20

분 정도 으며,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다.

2.3 연 도

본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상자의 제 특성

13개 문항, 세계시민의식 25개 문항, 셀 리더십 23개 문

항, 국제보건역량 30개로 총 9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계시민 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는 지은림

과 선 식[17]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지구공동체의식 6문항, 다국 의

식 6문항, 시민의식 9문항, 국가정체의식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 ‘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 다’이며, 수가 높을수

록 세계시민의식 정도가 높음을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

구의 신뢰도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

이었다.

2.3.2 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 리더십 측정도구는 학생의

셀 리더십 수 을 측정하기 해 Manz[18]가 개발한

셀 리더십 측정도구(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김민정[19]이 번안한 것을 이정선 등[20]이 수정한 것이

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연습 3문항, 자연보상의분별 3문항, 환경조성 2문

항, 자연보상 활동도입 3문항, 일의 좋은 면에 3문

항, 내 보상에 집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 ‘매우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 다’이며,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

음을 의미한다. 김민정[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87이었으며, 이정선 등[20]의 연구에서도 도구의 신뢰도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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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제보건역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제보건역량 측정도구는

AFMC/GHEC(Association of Faculties of Medicine of

Canada Research Group/Global Health Education

Consortium Committee, 2010)[21]에서 의과 학생들을

해 국제보건역량으로 개발한 도구를 Wilson 등[15]이

간호사를 해 국제보건간호역량으로 수정보완한 도구

를 이동희[12]가 번역한 것이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

로 국제사회질병부담 3문항, 이민, 이동, 여행이 건강에

미치는 향 6문항, 건강의 사회환경 결정인자 5문항,

건강과 보건의료의 세계화 6문항,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서의 보건의료 7문항, 인권과 개발 자원으로서의 건강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4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 ‘ 그 지 않다’에서 4 ‘매우 그 다’

이며, 수가 높을수록 국제보건역량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동희[12]의 연구에서 .95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었다. 자료수집 해당학교 학과장의 승인

을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

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설문지를배부하 다.

2.5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

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

값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세계

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 다. 상

자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의 상

계는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190명(91.8%), 남성 17명(8.2%) 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38명(18.4%), 2학년 59명(28.5%), 3학년 57명(27.5%), 4학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7(8.2)
Female 190(91.8)

Grade

1st 38(18.4)
2nd 59(28.5)
3rd 57(27.5)
4th 53(25.6)

Religion
Have not 77(37.2)
Have 130(62.8)

Taking education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145(70.0)
Yes 62(30.0)

Taking school subject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141(68.1)

Yes 66(31.9)

Intention to take course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57(27.5)
Yes 150(72.5)

Taking course related to multiculture
No 114(55.1)
있다 93(44.9)

Experience of overseas residence
No 181(87.4)
Yes 26(12.6)

Exposure to mass media about global health
No 142(68.6)

Yes 65(3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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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3명(25.6%)이었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130명

(62.8%), 없는 경우는 77명(37.2%) 이었다.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 유무는 없는 경우가 145명(70.0), 있는 경우가

62명(30.0), 국제보건역량 련 교내 교과목 수강여부도

없는 군이 141명(68.1%), 있는 군이 66명(31.9%) 이었다.

국제보건역량 련 교과목의 수강의향은 있는 군이 150

명(72.5%), 없는 군 57명(27.5%)이었으며 다문화교과목

수강여부는 없는 군이 140명(67.6%), 있는 군이 93명

(44.9%) 이었다. 해외거주경험은 없는 군이 181명

(87.4%), 있는 군이 26명(12.6%)이었으며, 국제보건 련

매체 은 없는 군이 142명(68.6%), 있는 군이 65명

(31.4%)이었다.

3.2 대상  계시민 식, 프리더십, 제보

건역량 정도

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

도는 Table 2와 같다. 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정도는 평

균 3.96±0.48, 셀 리더십 정도는 평균 3.85±0.51, 국제보

건역량 정도는 평균 2.71±0.44이었다. 세계시민의식의 하

역은 시민의식이 평균 4.23±0.59로 가장 높았고, 다

국 의식(3.88±0.60), 국가정체의식(3.80±0.69), 지구공동

체의식(3.76±0.64) 순이었다. 셀 리더십의 하 역은

자연보상활동도입이 평균 4.14±0.58로 가장 높았고, 자기

보상(4.03±0.66), 연습(4.00±0.61), 목표설정(4.00±0.64),

환경조성(3.95±0.71), 자연보상분별(3.80±0.77), 일의 좋은

면에 (3.51±0.79), 내 보상에 집 (3.45±0.90) 순이

었다. 국제보건역량의 하 역은 건강의 사회 환경

결정인자가 2.95±0.48로 가장 높았고, 이민, 이동, 여행이

건강에 미치는 향(2.89±0.48), 인권과 개발자원으로서

의 건강(2.67±0.61),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의 보건의료

(2.62±0.54), 건강과 보건의료의 세계화(2.57±0.57), 국제

사회질병부담(2.49±0.54) 순이었다.

3.3 대상  적 특 에 따  계시민 식, 

프리더십, 제보건역량 정도

상자의일반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

십,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성별,

학년, 국제보건역량 교내교과목 수강여부, 다문화교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

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는 세계시민의식

과 셀 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있다고 답한

군이 없다고 답한 군보다 국제보건역량 정도가 높았다

Variables Items M ± SD Min Max Scale range

Global citizenship 25 3.96±0.48 1.96 5.00 1∼5

Global community concept 6 3.76±0.64 1.50 5.00

Multinationalism 6 3.88±0.60 1.83 5.00

Citizenship 9 4.23±0.59 1.78 5.00

National identity 4 3.80±0.69 2.00 5.00

Self leadership 23 3.85±0.51 2.61 5.00 1∼5

Goal setting 3 4.00±0.64 2.00 5.00

Self-compensation 3 4.03±0.66 2.33 5.00

Active behavior 3 4.00±0.61 2.33 5.00

Natural compensation discerning 3 3.80±0.77 1.67 5.00

Environment setting 2 3.95±0.71 1.50 5.00

Natural compensating activities 3 4.14±0.58 2.00 5.00

Focus on merits 3 3.51±0.79 1.33 5.00

Focus on inner compensation 3 3.45±0.90 1.00 5.00

Global health competency 30 2.71±0.44 1.27 4.00 1∼4

Global burden of disease 3 2.49±0.54 1.00 4.00

Health implications of migration, travel and
displacement

6 2.89±0.48 1.33 4.00

Soc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health 5 2.95±0.48 1.40 4.00

Globalization of health and health care 6 2.57±0.57 1.00 4.00

Health in low-resource settings 7 2.62±0.54 1.00 4.00

Health as a human right and development resource 3 2.67±0.61 1.00 4.00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ubjects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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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12, p=.036).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유무는 있다고

답한군이없다고답한군보다세계시민의식(t=-3.11, p=.002)

과 국제보건역량(t=-2.01, p=.046) 정도가 높았으며, 셀

리더십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국제보건 련교과목을 수

강할 의향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셀 리더십 정도가

높았으며(t=-2.57, p=.011), 세계시민의식과 국제보건역

량정도는차이가없었다. 해외거주경험이있는군이없는

군보다 세계시민의식 정도가 높았으며(t=-2.12, p=.036),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국제

보건 련 매체를 한 군은 그 지 않은 군보다 세

계시민의식(t=-3.37, p=.001), 셀 리더십(t=-3.24, p=.001),

국제보건역량(t=-3.29, p=.00)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차

Characteristics Categories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Global health competency

M±SD
t/F(p)

M(SD)
t/F(p)

M(SD)
t/F(p)

scheffé scheffé scheffé

Gender
Male 4.00±0.31

0.34(.735)
3.85±0.50

-0.07(.944)
2.77±0.44

0.58(.564)
Female 3.96±0.50 3.86±0.51 2.71±0.44

2.62±

Grade

1st 4.02±0.51

1.55(.202)

3.83±0.44

0.24(.866)

2.62±0.47

1.50(.215)
2nd 4.05±0.45 3.83±0.49 2.72±0.50
3rd 3.90±0.57 3.90±0.56 2.80±0.39
4th 3.89±0.39 3.85±0.53 2.67±0.41

Religion
Have not 3.92±0.44

-0.85(.395)
3.80±0.54

-1.12(.264)
2.63±0.41

-2.12(.036)
Have 3.98±0.51 3.89±0.49 2.76±0.45

Taking education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3.89±0.48
-3.11(.002)

3.83±0.49
-1.08(.282)

2.67±0.43
-2.01(.046)

Yes 4.12±0.44 3.91±0.55 2.80±0.46

Taking school subject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3.92±0.48
-1.29(.199)

3.82±0.51
-1.29(.200)

2.67±0.44
-1.93(.055)

Yes 4.02±0.50 3.92±0.50 2.80±0.45

Intention to take course related to
global health competency

No 3.87±0.47
-1.62(.107)

3.71±0.49
-2.57(.011)

2.68±0.45
-0.57(.568)

Yes 3.99±0.49 3.91±0.51 2.72±0.44

Taking course related to
multiculture

No 3.91±0.50
-1.60(.111)

3.79±0.50
-1.94(.053)

2.66±0.41
-1.72(.086)

Yes 4.02±0.46 3.93±0.51 2.80±0.47

Experience of overseas
residence

No 3.93±0.50
-2.12(.036)

3.84±0.51
-0.93(.354)

2.72±0.45
0.92(.357)

Yes 4.14±0.32 3.94±0.47 2.64±0.42

Exposure to mass media about
global health

No 3.88±0.48
-3.37(.001)

3.78±0.48
-3.24(.001)

2.64±0.44
-3.29(.001)

Yes 4.12±0.45 4.02±0.53 2.86±0.42

Table 3.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global health competenc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GC SL GHC GBD HIMTD SEDH GHHC HLRS HHR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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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1

SL .463** 1

GHC .364** .372** 1

GBD .207** .260** .769** 1

HIMTD .388** .342** .827** .612** 1

SEDH .433** .337** .746** .464** .687** 1

GHHC .235** .316** .878** .703** .605** .513** 1

HLRS .271** .322** .888** .609** .618** .535** .755** 1

HHRDR .296** .237** .830** .561** .588** .561** .697** .758** 1

**p<.01, *p<.05
GC: Global citizenship, SL: Self leadership, GHC: Global health competencies, GBD: Global burden of disease, HIMTD: Health implications of migration,
travel and displacement, SEDH: Soc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health, GHHC: Globalization of health and health care, HLRS: Health in
low-resource settings, HHRDR: Health as a human right and development resource

Table 4. Correlation among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lath competencies (N=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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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내었던 상자의 일반 특성과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을 scheffé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4 대상  계시민 식, 프리더십  제

보건역량과  상 계

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과의 상 계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세계시민의

식과 셀 리더십(r=.463), 세계시민의식과 국제보건역량

(r=.364),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r=.372)은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국제보건의 모든 하 역에서 세계

시민의식과 셀 리더십은 양의 상 계가 있었다.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과의 계를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국제보건역량과 련된 교

육을 받은 상자는 30%, 다문화교과목 수강자는 44.9%

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김진선, 정 해, 장윤경[22]의 연

구에서 국제보건역량 교과목을 수강한 상자가 33.3%,

황선 , 김진선, 안 미, 강선주[11]의 연구에서 다문화

련교과목 수강자가 51.8% 로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

이었다. 황선 등[11]은 다문화 련 교육과 비교해볼

때 국제보건역량 련 교과과정에 한 합의는아직 미흡

하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확

인할 수있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국내외 보건의

료 변화 인지’를 간호 학생의 요한 역량으로 포함하

여 간호교육자들의 국제보건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은 확 되고 있으며[22], 본 연구결과에서도 간호 학생

국제 보건역량 련 교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

고 답한 상자가 72.%로 많게 나와 국제보건역량 증진

의 필요성에 한 공감 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자들의 세계시민의식 정도는 3.96 으로 간 보

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권수혜 등[23]의 연구결과인 3.83 과 유사하 다. 하

역별로는 시민의식이 4.23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

구공동체의식이 3.76 으로 가장 낮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 고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세계시민의

식을 연구한 지은림, 선 식[17]의 연구에서도 시민의식

이 3.84 으로 가장 높았고, 지구공동체 의식이 3.00 으

로 가장 낮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국가 간상호의

존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는 시

에서, 인간에 한 보편 가치를 토 로 환경, 빈곤, 인

권문제와 같은 지구공동의 문제에 해 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지구공동체의식은 학생들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가치이다[17].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시민교육에

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

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한 세계시민교육을 제안한다.

특히 세계시민의식은 , , 고등학생 타 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 으나[24]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므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세계시민의식에 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

상자들의 셀 리더십 정도는 3.85±0.51 으로 간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의 셀 리더십을 측정한 선

행연구[25]의 셀 리더십 정도인 3.53 보다 조 높은

결과이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셀 리더십 정도가 높았

던 이유는 종교가 셀 리더십의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26], 본 연구 상자들의 62.8%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은 일 지역에 국한된 자료표집이므로 이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자들의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2.71±0.44 으로

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국제보건리더십

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선행연구에서 로그

램 시행 간호 학생의국제보건역량 정도 값인 2.50

과 유사하 다[22]. 국제보건역량의 하 역별로는 건

강의 사회 , 환경 결정인자 정도가 2.95±0.48로 가장

높았고, 건강과 보건의료의 세계화는 2.57±0.57이었으며,

국제사회질병부담 정도가 2.49±0.54로 가장 낮았다. 즉,

본 연구의 상자들은 자신의 국제보건역량 건강의

사회 , 환경 결정인자와 련된 역량을 가장 높게 인

식하고 있었고, 건강과 보건의료의 세계화는 하 5번째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질병부담과 련된 역량

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 학 교수들을

상으로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제보건역량의 하

역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건강의 사회 , 환경 결정

인자’가 가장 높았고, ‘건강과 보건의료의 세계화’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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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다[1,15]. 즉, 학생들이 자

신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보건의 역과 교수들

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제보건의

역이 유사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간

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정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로 간호교육자들이 국제보건역량 교육의 요

성을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미국 간호교육자들은 국제보건역량을 간호 학생이 갖

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15], 간호지

도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건강과 련된국제 시

각과 마음가짐이다[27]. 이러한 국제보건에 한 시

요구에 한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 학생을 교육시키

기 해 국제보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

제보건역량 강화는 단계별로 시행되어져야 하며학사 과

정에서는 국제보건역량 강화를 한 비단계로서 국제

보건문제 이해를 목 으로 하는 기 지식 습득을 한

교과과정과 국제보건 문제를 직 체험할 수 있는 교과

외 과정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값 비

교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세계시

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차이가 없었

다. 이것은 학생을 상으로 한김정화, 박선혜, 조서임

[9]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지만

학년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은 차이가 없었던 것과,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이외선[2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

른 셀 리더십은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이여성보다 셀

리더십이 높았던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종교

가 있는 군이 그 지 않은 군보다 국제보건역량 정도

(t=2.12, p=.036)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국제보

건에 한 동기를 제공하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보건역량과

련된 교육을 받은 군은 그 지 않은 군보다 세계시민의

식 정도와 국제보건역량 정도가 높았다.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을 받은 군이 그 지 않은 군보다 세계시민의

식 정도가 높았던 이유는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 내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태도 등세계시민의식을 향상

을 한 다각 인 교육과정 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한 국제보건역량 련 교육을 받은 군이

그 지 않은 군보다 국제보건역량 정도가높음이 확인되

었으므로, 국제보건역량 향상을 해 교육을 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보건역량교내 교과목 수강

여부와 다문화교과목 수강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교육

과정에서 국제보건에 한 내용이 실제 이고 포 이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나 일 지역에 국한된 연구 결과이

므로 지역을 확 하여 반복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국제보건 련 매체를 경험한 군에서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가 높게나타났다. 이 게

세 변수 모두에서 결과 차이는 나타나는 것은 국제보건

련 매체는 국제보건이라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

야를 보다 쉽게이해할수 있도록 돕고나아가스스로국

제보건문제와 세계시민의식에 한 심과 참여를 증진

시키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

므로 국제보건과 세계시민의식을 강화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용에 있어 지식 달을 목 으로 하

는 강의 심 방법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인 교육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군에서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해외 거주 동안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반에 한 문화 역량이 증진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

한 결과에 비추어 국제보건역량 한 국제보건문제가 많

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체험 심의 직·간 육

로그램 노출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11,28], 간호 학생을 한 국제보건 련 교육과정 개발

시 학 내에서의 교육과 국제 장에서의 체험 심의

교육을 융복합 으로 운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들의 세계시민의식과 셀 리더십은 r=.463으로

양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세계시민의식과 셀 리더

십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찾지 못해 연구결과에 한 직

인 비교는 어려웠다. 세계화 사회에 합한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해서는 사회를 해 스스로 생각

하고 행동에 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세계시민의식이라

고 할 수 있다[17]. 세계시민의식의 이러한 특성은 자율

성과 책임성을 제로 하는 셀 리더십의 개념 속성

[13,26]과 그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리하는 셀 리더십[13]은 비록 사회 상황은 세계화

되어 있지만,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자국 차원의 정

부가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17]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과 셀 리더십은 지식 주의 인지

학습방법으로 습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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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극복하기 해서 국내외 지역사회에서의활동과 체

험을 바탕으로 한 다각 인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은 익숙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인 계 형성을통해 자국 심주

의에서 벗어나 타국에 한 열린 마음을 형성할 수 있으

며,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는 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은 r=.372로 양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이동희[12]의 연구결과(r=.289, p<.001)와 유사하여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하 다. 국제보건역량은 역량의 일종으로,

역량은 결과 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에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제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29]. 한

국제보건과 같이 비교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역에

서 역량을 발휘하기 해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한 계획을 세우며 행동하는셀 리더십이 제

되어야 한다[12]. 한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교내학습보다는 보다 역동 이고 자기주도 인

임상실습을 수강한 학생이 셀 리더십이 높았다[30]. 이

와 같은 에서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량은 상 계

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로벌 시 에 건강문제는 다양하며 때론 측

할 수 있는 질병 경로를 벗어나 지구의 반 편의 나라에

도 향을 미치곤 한다. 한 국제보건환경 역시 국내의

보건환경과는 많이 상이하기에 이러한 국제보건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속에서 책임감과

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잠재된 역량,

셀 리더십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국

제보건환경은 셀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새로운 체험

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의식과 국제보건역량은 r=.364로 양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

지만 결과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간호 학생일수

록 국제보건역량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구상에 있

는 특정 나라의 보건문제는더 이상 그 나라에만 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 세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문

제가 될 수있다. 이에 건강 문가들은이러한 보건 문제

들을 이해하고 해결을 해 극 으로참여하고 노력하

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을 갖추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간호 학생은 세계의 문제

에서도 미래의 건강 련 문직 종사자로서세계의 건

강문제에 심을가져야 한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와같

은 의료재난의 문제[31], 모자보건, 양결핍, 정신보건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 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문

제와 같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처

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러한 인식 바탕

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한 향상될 수 있기에

간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있어 세계시민의식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한 간호 학생이 잠재 국제보건실무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 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11]. 이와 더불어 보건 문제는 건강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제반등과복합

으로 련되어 있기에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보

건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해 다각 인 시각에서

근해야하며 이를 해 련된 문가들의 극 인

력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융복합 연구는 교과학습에 머무르는 수 이다[32]. 그러

므로 국제보건역량 증진을 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간호 학생 뿐만 아니라 보건 련학, 사회복지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공 학생들이 참여하여 융

복합 인 국제보건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학 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 로그램학습성과 하나인국

내외 보건의료변화 인지강화를 한 간호 학생의 국제

보건역량를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을 하여

련된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한 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상자는 일부 지역의 3개 학교에 재학

하는 간호 학생을 편의추출 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

화 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결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었으며 본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 국제보건역량 정도는 간정도로 나타났으

며 제 특성에 따른 국제보건역량정도는 종교, 국제보건

역량 련 교육유무, 국제보건련 매체 경험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학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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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건역량은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과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 연구의 제한 으로 일부지역의

3개 학교에 재학하는간호 학생을 편의추출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

후 간호 학생의 국제보건역량 증진에 향을주는 다양

한 요인 규명에 한 후속연구와국제보건역량증진 재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간호 학

생을 상으로 세계시민의식, 셀 리더십과 국제보건역

량 정도를 악한 것과 이변인 들간의 계를 확인하여

향후 교육 로그램개발을 계획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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