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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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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Methods: The study was a descriptive-correlational study which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132 nursing
students drawn from 2 universiti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Mann-Whitney U, Kruskal Wallis,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Nursing students who were the second eldest child
showed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than those who were an only child or the oldest child (2=6.45, p=.040). Male students had
higher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than female students (z=−2.60, p=.009). Students with a high degree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had high level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2=25.87, p=＜.001),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2=8.60, p=.014),
and self-leadership (2=9.09 p=.011). Nursing students with a high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had higher communication
competency (t=4.56, p=＜.001),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t=4.38, p=＜.001), and self-leadership (t=3.27, p=.001). Nursing
students with a high degree of club activity involvement had higher communication competency (t=2.39, p=.018),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t=2.71, p=.008), and self-leadership (t=2.99, p=.003).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was demonstrated amongst nursing student participants (r=.71,
p＜.001). Conclusi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were all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creas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nursing department and major, and investigate ways to support greater involvement in various club activities.
Key Words: Education, Nursing, Communication, Thinking, Leadership

서 론

있다[1].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나가야 하

1. 연구의 필요성

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1]. 또한, 임상현장에도 4차 산업혁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다양화로 임상환경은 급변하고

명에 따른 미래사회의 지능화된 기술이 도입되면, 간호사는

있으며, 간호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최종 판단 등의 주요 핵심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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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으로 예측된다[2]. 따라서 간호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다 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11], 셀프리더십이 높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판적인 사고능

을수록 간호수행능력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셀

력, 보건인력 간의 의사소통 능력[3] 및 리더십 발휘능력을 갖

프리더십은 임상현장에서 바람직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간호

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4]은 간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기 지시와 동기부여를 위해

호사의 현장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간호지식의 통합 적용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리더십 능력 등을 간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전문직 간호

호사의 핵심능력으로 설정하고, 간호교육기관에서 간호교

사의 기본적인 리더십 자질로 요구되는 역량이다[13].

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도

현재까지의 연구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

록 하여, 국내외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춘 전

와의 관계[8],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14], 또는 비판적 사고

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권

성향과 셀프리더십 정도[5,10,12]를 보고하고 있다. 질 높은

장하고 있다[5].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는데[14], 비

이러한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

판적사고 능력을 가진 간호사는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와 외

황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상자의 말의

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할 뿐 아니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내용에

라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시절 비판적사고 성향 증진을 위한 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6], 임상현장에서 간호대상자 및 가

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족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관계를 형성하고, 의료진 및 병

는 기본전제로서 중요하다[8].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

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 간호사에

리더십과도 긍정적인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7]. 이러한 의사소통능력

때문에[5,10,12]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과 그들의 상

고, 대상자 중심의 정보를 서로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

호관계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그들의 의사

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학습성과이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방

며, 이는 향후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있어 주요

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영향요인이 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은 증거 혹은 사실에 기초한 판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 및 관련된

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양한 간호

일반적 특성들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의 학습성과 검토와 앞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으로 간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기

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5], 간호교육의 중요한 성과지표일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의 간호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9].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2. 연구목적

학생일수록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학습을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능력은 임상에서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각 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바탕이 되므로 향후 임상에서의 간호

수의 차이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
는 인지전략과 행동전략을 의미하며, 자신으로 하여금 더 높
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말한다
[11].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
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성향은 업무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

ㆍ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ㆍ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
리더십 정도를 파악한다.
ㆍ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비판
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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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값은 .72이었으며[17], 본
연구는 .90이었다.
2) 비판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n [18]이 개발한

1. 연구 설계

비판적 사고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각 변

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

수의 차이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항)으로 7개 영역 총 27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조사연구이다.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하여 *광역시

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84이었으며[18], 본 연구는
.88이었다.

와 *도 *시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선
정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9를

3) 셀프리더십

이용하여, Cohen [15]이 제시한 분산분석 기준 중간효과크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19]이 개발한 셀프리더

기 .30, 유의수준 .05, 표준 검정력(1-)으로 권고되는 .80로

십 측정도구(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계산한 결과 111명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에 탈락률 20%를

를 바탕으로 Houghton 등[20]이 수정한 단축형 셀프리더십

적용하여 총 13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에

측정도구(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

결측값이 포함된 2부를 제외한 총 132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행동 중심전략 4문항, 건설적 사고

였다.

전략 5문항의 총 9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3. 연구 도구

까지 총 점수의 범위는 최소 9점부터 최대 45점까지이며 점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0문항, 의사소

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SLQ의

통 능력 15문항, 비판적 사고능력 27문항, 셀프리더십 9문항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값은 .74이었고[19] ASLQ의

의 총 61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

Cronbach’s  값은 .73이었으며[20], 본 연구는 .89이었다.

구도구들은 원 도구 개발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도구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역시와 *도 *시 소재 2개 대학 간

1) 의사소통능력

호학과 학생 중 전공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3학년 학생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과 Martin [16]이 개발

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주간 수

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muni-

행하였다. 연구자가 각 대학 간호학과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

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

통능력 구성개념에 Hur [17]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

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취지 및 자료수집과정을

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

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었다.

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15점부터 최대 75점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학과 교수가 연구자임이 노출되지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않도록 보조연구원이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설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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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

은 최저 5점 최고 45점에서 32.78±5.76이었고 평점평균

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여 중단과 철회가 가능하다

3.64±0.64점이었다(Table 2).

는 점과 설문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
지를 각각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
의 사례로 학용품 세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
력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형제 관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2=6.45, p=.040)

5. 자료분석

사후검정결과 둘째 이상(4.09±0.47)이 외동(3.80±0.46)과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첫째(3.90±0.3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았다. 비판적 사고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

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z=−2.60, p=.009). 대학

력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만족도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만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

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의사소통능력

고능력 및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는 t-test, Mann-Whitney

(2=25.87, p=＜.001), 비판적사고(2=8.60, p=.014), 셀프리

U 및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Bonferroní
test를 이용하였다. 그룹의 표본수가 30미만으로 종속변수
자료의 정규분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비모수 검정을[21] 적
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였다.

88.6
11.4

Age

≤21
≥22

103
30

77.4 21.34±1.40
22.6

Sibling

Only child
The oldest child
Second oldest child
≥Third oldest child

6
52
67
7

4.5
39.4
50.8
5.3

Religion

None
Buddhism
Catholic
Protestant
Others

90
16
15
10
1

68.1
12.1
7.6
11.4
0.8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73
56
3

55.3
42.4
2.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77
53
2

58.3
40.2
1.5

Club activities

Yes
None

91
41

68.9
31.1

Experience of
communication
subject

Yes
None

103
29

78.0
22.0

Experience of
critical thinking
subject

Yes
None

109
23

82.6
17.4

Experience of
leadership
subject

Yes
None

85
46

64.4
34.8

대상자는 여학생이 88.6%이었고 평균연령은 21.34±1.40

대학생활 만족도는 55.3%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전공은
58.3%가 만족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68.9%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수업 경험은 대상자의 78%
가 경험이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 수업경과 리더십 수업경험
은 각각 82.6%, 64.4%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의사소틍능력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에서
평균 60.08±6.57이었고 평점평균 4.00±0.44점이었다. 비
판적 사고능력은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에서 평균 98.19±
10.30이었으며 평점평균 3.64±0.38점이었다. 셀프리더십

M±SD

117
15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셋째 이상은 5.3%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68.1%이고

(%)

Female
Male

연구 결과

세이었으며 형제관계는 외동 4.5%, 첫째 39.4%, 둘째 50.8%,

n

Gender

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
십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Division

(N=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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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2=9.09 p=.011) 모든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프리더십(2=13.55, p=.001) 모든 영역의 점수가 높았으며

하였다. 전공만족도에 있어서도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대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하지

자보다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은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않은 대상자보다 의사소통능력(t=2.39, p=.018), 비판적 사

(2=22.60, p=＜.001), 비판적사고(2=22.09, p=＜.001), 셀

고능력(t=2.71, p=.008), 셀프리더십(t=2.99, p=.003) 점수가

Table 2.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132)

Item

Item
M±SD

Item
Range

Total
M±SD

Total
Range

15
27
9

4.00±0.44
3.64±0.38
3.64±0.64

1∼5
1∼5
1∼5

60.08±6.57
98.19±10.30
32.78±5.76

15∼75
27∼135
5∼45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Table 3.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2)
n

Communication
competency

Gender
Female
Male

117
15

3.99±0.42
4.12±0.59

−0.67 (.502)†

Age (yr)
≤21
≥22

102
30

4.02±0.42
3.97±0.49

Sibling
Only childa
The oldest childb
≥Second oldest childc

6
52
74

3.80±0.46
3.90±0.35
4.09±0.47

Religion
Yes
None

42
90

3.99±0.41
4.01±0.4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ieda
Moderateb
Unsatisfiedc

73
56
3

4.15±0.43
3.79±0.36
4.33±0.35

25.87 (＜001)‡
(a, c＞b)§

3.71±0.34
3.52±0.41
3.83±0.36

8.60 (.014)‡
(a, c＞b)§

3.77±0.61
3.46±0.63
4.11±0.77

9.09 (.011)‡
(a, c＞b)§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a
Moderateb
Unsatisfiedc

77
53
2

4.14±0.43
3.79±0.37
4.40±0.47

22.60 (＜001)‡
(a, c＞b)§

3.75±0.36
3.46±0.34
3.98±0.34

22.09 (＜001)‡
(a, c＞b)§

3.79±0.56
3.40±0.67
4.28±1.02

13.55 (.001)‡
(a, c＞b)§

Club activities
Yes
None

91
41

4.07±0.42
3.87±0.46

2.39 (.018)

3.70±0.35
3.51±0.42

2.71 (.008)

3.75±0.59
3.40±0.68

2.99 (.003)

Experience of communication subject
Yes
103
None
29

3.99±0.43
4.04±0.48

−0.85 (.396)†

3.64±0.40
3.61±0.33

0.42 (.677)†

3.63±0.67
3.70±0.54

−.523 (.602)†

Experience of critical thinking subject
Yes
109
None
23

4.01±0.44
3.97±0.43

0.23 (.819)†

3.65±0.39
3.58±0.33

1.38 (.167)†

3.65±0.67
3.61±0.48

0.62 (.536)†

Experience of leadership subject
Yes
85
None
46

4.00±0.45
4.00±0.42

3.65±0.42
3.63±0.30

0.19 (.848)

3.59±0.71
3.73±0.49

Variables

†

Mann-Whitney U; ‡Kruskal Wallis; §Bonferroni test.

z/t/2 (p)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z/t/2 (p)

Self-leadership

z/t/2 (p)

3.60±0.34
3.90±0.42

−2.60 (.009)†

3.62±0.65
3.78±0.58

−0.50 (.620)†

0.48 (.631)

3.61±0.37
3.73±0.41

−1.61 (.110)

3.65±0.65
3.60±0.61

0.34 (.736)

6.45 (0.40)‡
(a, b＜c)§

3.78±0.46
3.59±0.36
3.66±0.39

3.65±0.59
3.59±0.50
3.68±0.73

1.86 (.394)‡

−0.26 (.795)

−0.05 (.957)

3.62±0.33
3.64±0.41

2.56 (.278)‡

−0.34 (.732)

3.63±0.60
3.65±0.66

−0.09 (.929)

−1.1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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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N=132)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r (p)

r (p)

r (p)

1
.59 (＜.001)
.56 (＜.001)

1
.71 (＜.001)

1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Self-leadership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역할극, 시뮬레이션을 활용
한 다양한 SBAR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 간
의 상관관계

commendation) 의사소통 교육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이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비판적 사고능력(r=.59, p＜

선행연구[23,24]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001)과 셀프리더십(r=.5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본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능력은 셀프리더십

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수가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71, p＜.001)를 나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서

타내었다(Table 4).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25]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판적 사고능력 점수가 높게 나온 점

논 의

을 반영하면 여학생이 많은 간호학과의 특성상 비판적 사고
능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공지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능과 같은 기술 변화 속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판적

및 셀프리더십을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각

사고능력이 충족된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은

변수의 차이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

학습자가 수동적으로만 받는 입장이어서 지루함을 느끼게

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되고 다양한 사고 배양이 어려운[26]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

의사소통능력은 병원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 다양한 직종

인 강의식 수업과 같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

의 보건의료인과 상호관계를 맺고,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

의 내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전

를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인수인계를 통하여 대상자 중

환하고, 학습 방법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

심의 정보를 교환하는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지만

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20],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연령과 사회계층의 대상자들과

한편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보통이

여러 분야의 의료인들을 만나 상호작용하며 응대해야 하는

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점에 대해 불편함 등을 토로하고, 실제 실습 과정에서 많은 어

셀프리더십 점수가 모두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2].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특이한 점은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 모두 만족하지

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형제관계에 있어 둘째 이상의 학생들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사고능력

이 외동이나 첫째보다 의사소통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및 셀프리더십 점수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모두

유의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형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관계가 둘째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사소통능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 수가 적었다는 것을 고려

력을 나타내는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출산기피 현상으

하여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와

로 자녀수가 줄어드는 현 시대에는 외동이나 첫째의 비율이

수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연구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의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목 내 다양한 교수법을 접목시킬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이 모두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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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능화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과 비

된 기술이 접목되는 변화된 미래사회의 첨단화된 임상환경

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키워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

에서 의료서비스의 주역으로 활약할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

문에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은 이를

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의 일환으로 현재 간호교육의 역량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28]에서도 학생들

중심 학습성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의미 있고 체계적인 지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는 간호대학 전 학년을

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유발을 도모하고 촉진하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들

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재방법이라 하였으며 본 연구

의 주요 역량이 학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보고, 어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느 학년에 어떠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함양시켜야 하는지 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

색해볼 필요가 있다.

더십의 상관관계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높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을수

결론 및 제언

록 셀프리더십이 높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비판적 사고능력이 높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최첨단 의료서비스의 주축이 될 간호

는 것은 맥락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

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능력이 대인 관

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간호교육이 나아가야

계적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으로 영

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형제 관계에

향을 미치게 되어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간의 양

서 외동이나 첫째보다 둘째 이상의 학생들이 의사소통능력

의 상관관계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를[8] 뒷받침하며, 셀프리

이 높았고 남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능력이 더 높았다. 대학생

더십과 비판적 사고 성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

활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

행연구[29]의 결과를 지지한다.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

은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이 모두 높

고능력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가 인간관

았다.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

계, 의사소통, 창의적 행동, 간호서비스에 있어 우수한 능력

관계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함양은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 있으

첫째, 간호대학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비

며, 대학생의 학업 흥미와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 설계

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측정하여 학년별로 어떤 변

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30]. 이

화가 있는지, 어느 학년에 어떠한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는지

상의 연구결과로 간호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

둘째,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의사소통능력,

한 교육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비판적 사고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경험하였는지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간호대학의 3학년 일개학년 학생들만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편의표집 하였다는 점이다. 간호대학의 3학년은 전공이론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과와 전공만족도를 높이

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저학년에 비해 학업스

기 위한 방안 마련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트레스가 높으나 국가고시를 앞둔 시점의 4학년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덜한 학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학
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3학년 학생들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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