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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 학생의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도한 단일군 사 -사후 실험연구이다.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

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한 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00분씩, 13회기로 인간 계와 의

사소통 교과목을 운 하 다. 연구도구는 Shlein과 Guerney의 인 계 측정도구와과 Ayres가 개발한 의

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고, PASW 18.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모두 통계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결과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이 간호 학

생의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교육에서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근

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인간관계∣의사소통∣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n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when their group activities were perform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This study employed one group pre 

test-post test study design. This course consisted of a total of 13 sessions, and was conducted 

for 100 minutes per session every week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2. Questionnaires 

were from Relationship Change Scale of Shlein and Guerne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developed by Ayres. Als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whole 161 case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along with PASW 18.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or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application of this curriculum has an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in order to develop and utilize the 

curriculum that ca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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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종에 있는 다양한 문가와 

계를 유지하고, 환자들과도 가장 빈번한 을 유지하

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을 돕기 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실무 장에서 간호사가 동료 간호사나 

타 직종의 문가와 주요 고객인 환자와의 력 인 

계를 유지하고 효과 인 의사소통술을 갖는 것은 계

유지의 측면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간호서비스의 만족

도[1]나 보건의료종사자들 간에는 직무만족도[2][3]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환자들의 간호서비스에 한 요구도가 높아

지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해 간호사의 

인 계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비간호사로써 많은 간호 학생들은 입시

주의 고교생활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학 입학 

후에도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 한 학업과 임상실습

으로 인해 응상의 어려움과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

다. 한 간호 학생들은 다양한 인간 계의 경험의 부

족, 의사소통 기술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불안과 긴장

을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간호 학생들의 인 계

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나 공만족도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 의사소통능력과도 

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김희숙, 박완주, 하태

희[7]는 간호 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하기 해서는 자신을 정 으로 인식하고 

사회  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

다고 지 하 다. 한 간호사가 얼마나 성공 으로 의

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의사소통능력에 

한 확신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치료  

계를 성공 으로 발달시키는 진  의사소통 능력과 

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특히 박향

진[9]은 일반간호사와 정신간호사 모두 의사소통훈련

을 받은 경우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진  의사소

통 능력인 공감능력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들에게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기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과과정 속에서 핵

심기술로써 다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분의 간호 학에서는 간호 학생들의 인

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필수과목으

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학년을 상으로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한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

원[10]에서는 학부과정을 마친 간호사의 12개의 핵심역

량 에 문분야 간 력 계나 치료  의사소통 기술

을 포함하여, 인간 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교과목 운 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

계와 의사소통 련 교육은 부분이 이론 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인간 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임상상황에서의 실제 인 용은 미흡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간호 학생들에게 인간 계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효과 으로 운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

근 기존의 이론 심의 의사사통 교과목에서 탈피하여 

소집단활동, 인간 계훈련과 체험, 역할극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증가

하고 있다[4][11][12]. 이를 해 몇몇 연구는 실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체를 상으

로 하기보다는 수강하는 일부학생을 상자로 선정하

여 집단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고[13-15], 실 상

황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체 학생

들을 상으로 교과목 운  후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

다[16][17]. 특히 김선아, 박정화, 이 희[4]는 집단활동

을 통합한 의사소통 교과목이 강의 주의 의사소통 교

과목보다 인간 의사소통, 인 계 변화, 자존감, 우

울 수가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

목을 보다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기존의 이론

심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간호 학생들이 실제 으

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

과목 내용이 재편성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

다. 한 교과목 외에 집단 로그램 방식으로 운 하는 

것은 형 강의실에서 50～60명 정도의 간호 학생들

에게 한꺼번에 교육해야하는 실을 반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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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열악한 강의실 환경, 많은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집단으로 운 하면서도 

강의식의 일방 인 교육이 아닌,  7-8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인간 계훈련과 의사소통 기술과 련된 다

양한 주제를 제시하여 집단 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활동을 통해 

인간 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 학생들의 인 계와 의사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교과과정을 체계 으로 

개발하기 해, 우선 으로 학년을 상으로 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이론 주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편성하여 운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인 계와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을 개

발하기 한 일차 인 과정으로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을 편성하여 운 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 인 목표는 다음

과 같다.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 학생의 인 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설계된 단일군 사 -

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 test-post test design)이

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라남도에 소재한 C 학의 4년

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

과목을 수강하는 총 180명이었으며, 최종 연구 분석은 

연구 도 에 발생한 휴학자, 결석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61명이었다.

3. 연구도구
3.1 대인관계
Shlein, Guerney와 Stover[18]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석균[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고, 

서혜석[20]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 하여 분석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감의 5개의 하 역을 

사용하 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  그 지 않다’의 1 에서 ‘항상 그

다’의 5 까지의 Likert식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 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

성의 7가지 하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신

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가 .92 고, 본 연구

에서는 .87이었다.

3.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yres[21]가 개발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

용하 으며, 이 도구는 간호 학생이 자신이 의도한 의

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

는 자기 능력에 한 단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10문

항으로, 7  척도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7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의사

소통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가 .92 고, 본 연

구에서는 .95이었다.

4. 실험처치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8월에 이론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

여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으로 인간 계와 의사

소통 기술을 경험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 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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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C 학 간호학과 1학년 2학기

에 공기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학  2시간으

로 운 된다. 교과목 운 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주 수업  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 1

회, 100분씩 총 13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사 조

사는 1회기에, 사후조사는 13회기에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교수자가 직  실시하 고, 연구의 윤리

인 문제를 고려하기 해 강의 시작 에 연구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에 한 동의를 구하

고, 상자가 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설문지 응답

을 거부할 수 있게 하 고, 자료에 한 비 보장과 연

구목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 다.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인간 계

의 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계훈련을 통해 자기인식

을 향상시키며,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용하여 인

간 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세웠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해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은 1

회기～8회기는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기 한 인간 계

증진 훈련을 시행하 고, 9회기～13회기에는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도록 내용을 편성하 다.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1학년 2학기에 편성

되어 있고, 총 3분반으로 운 되었는데 한 분반에 60명 

정도의 간호 학생들이 수강하 고, 학생들은 서로에 

한 이름이나 인식하는 정도 고, 친 감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간호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진하기 

해 7-8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도록 하 고. 집단

내의 토론을 진하고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해 매

회기 마다 조원들은 함께 모여 그날 경험한 집단활동에 

한 느낌을 기록하고 성찰하도록 하 고 조별발표와 

동료평가를 성 에 반 하도록 하 다. 교수자는 매회

기마다 주제를 제시하고 집단활동을 격려하기 한 

진자 역할을 하 고, 각 조에서 토론하거나 결정한 내

용에 해 체 집단에서 발표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 다.

1회기에는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 한 오리

엔테이션을 하고 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그

리고 조를 편성하고 조원들의 역할을 결정하고,  명

칭과 규칙을 정하고, 조원들의 별칭을 짓도록 하 다. 2

회기에는 조별 명칭과 각 조원들의 별칭을 소개하고 발

표하도록 하 고, 인간 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인

간 계의 요성에 한 강의로 마무리 하 다. 3회기

에는 체 분반 학생들이 1:1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기 

해 2개의 원을 그리며 서서 구호에 맞춰 이동하다가 

‘반갑습니다’를 외치며 인사하며 지시 로 서로에게 질

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며, 체 분반 학생들 앞에서 서

로에 한 경험을 발표하고 나 도록 하 다. 4-5회기

에는 ‘나는 구인가?’에 해 자기인식과 자기노출을 

경험하도록 집단활동을 하도록 하 고, 가치  경매를 

통해 자신이 소 히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장․단 을 

알아보도록 하 고 각 조에서 조원들끼리 토론 후 체 

수업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하 다. 6회기는 자아 상태와 

자신의 삶에 한 생활 자세를 체크하게 하고 강의방법

으로 설명하 고, 7-8회기에는 화 ‘굿  헌 ’을 시

청하게 한 후 의미 있는 명 사, 소감 등을 발표하게 하

고, 어린 시 의 경험이 재의 성격형성에 어떤 향

을 주는지 토론하게 하 다. 자신에 한 이해를 증가

시키고 성찰하도록 하기 해 의사소통 교과목의 개별

보고서인 자기이해 보고서를 화시청 이후에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하 다. 

9회기에는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방통행을 경험

하도록 하기 해 ‘도형그리기’를 하도록 하 고, 의사

소통의 과정, 구성요소, 방해요인에 해 강의를 하

다. 10회기에는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 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인 경청하기를 2인 1조 짝을 지워 경험하게 

하 다. 11회기에는 공감하기를 경험하도록 상황을 설

정하여 제시하여 답하여 발표하도록 하 다. 12회기에

는 찰과 느낌을 표 하고, 나 달법을 연습하게하고 

발표하도록 하 다. 마지막 13회기에는 집단에서 문제

해결을 한 주제를 주고 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 고, 

사후평가를 실시하 다[표 1].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고, 실험군의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한 사 -사후 차이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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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분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방법

1회기

자기이해를 증
가시키기 위한 
인간관계훈련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
성을 이해한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전 설문지 작성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
․조편성, 팀 명칭과 규칙정하기, 별칭 짓기

집단토론, 강의

2회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인간관계의 시작 경험하기
조별발표(팀명, 규칙정하기, 별칭으로 자기소개)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삶의 기본: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3회기 인간관계의 시작인 타인과의 만남
의 과정을 경험한다. ․ 타인과의 만남 경험하기 집단토론, 발표

4회기 인간관계를 위해 자기인식과 자기
노출을 인식하고 시도한다.

․ 나는 누구인가?- 자기인식과 자기노출 경험하기
․ 자기개방과 조아리의 창: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5회기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장․단점을 인
식하고 타인에게 노출할 수 있다.

․ 나는 누구인가- 가치관 경매하기 활동
․ 자신의 장.단점 발견하기 집단토론, 발표

6회기 자신의 자아상태를 분석한다. ․자아상태와 생활자세 분석하고 나누기 집단토론, 발표
7회기 영상을 통해 어린시절의 경험이 현

재의 자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영화 ‘굿 윌 헌팅’ 시청하고 소감쓰기 동영상 시청

8회기
․영화시청 후 명대사, 느낀 점 발표하기
․영화를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의 성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하고 자기이해 보고서 작성하기

집단토론, 발표

9회기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훈련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고 의사
소통 기술 훈련의 필요성일 인식한
다.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쌍방통행 경험하기-도형그리기
․의사소통의 과정, 구성요소, 방해요인: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10회기 자신의 경청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경청기술을 적용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1- 경청하기 경험, 경청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비교 

집단토론, 역할극, 발
표, 강의

11회기 공감기술을 경험하고 연습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2- 공감하기 경험하기, 공감연
습하기

집단토론, 역할극, 발
표

12회기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3- 관찰과 느낌 표현하기, 나 
전달법 연습하기 집단토론, 발표, 강의

13회기
집단안에서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
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집단에서 자기표현하기
․사후 평가후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소감 나누기 집단토론, 발표

표 1.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남학생이 

21.1%, 여학생이 78.9%를 나타냈으며, 평균 연령은 

21.24세 으며, 종교는 무교가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34.8%로 많았다. 인간 계와 의사

소통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 13.0%, 없는 경우가 87.0%로 나타났다[표 2].

2.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 변화
상자의 인 계 수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평균 86.71 에서 실험 후 93.06 으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하 역별로

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감 모두 실험

․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3.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수는 [표 4]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실험  평균 37.00 에서 실험 후 평균  

39.1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1)

변수 항목
N
(평균)

%
(표 편차)

성별 남 34 21.1
여 127 78.9

연령 평균연령 21.24 3.55

종교

무교 75 48.4
기독교 54 34.8
천주교 19 12.3
불교 5 3.2
기타 2 1.3

의사소통 
유사 교과목 
수강경험

예 21 13.0
아니오 140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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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 변화 
(N=161)

변수

사 사후 차이

t p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대인관계
(total)

86.71
(9.28)

93.06
(10.19)

6.35
(8.11) 9.936 <.001

만족감 24.30
(2.92)

26.50
(2.92)

2.20
(2.96) 9.426 <.001

의사소통 24.87
(3.07)

26.30
(3.37)

1.43
(3.04) 5.983 <.001

신뢰감 13.81
(2.12)

14.50
(2.06)

0.68
(2.34) 3.712 <.001

민감성 13.84
(1.80)

15.14
(2.05)

1.29
(1.93) 8.484 <.001

친근감 9.88
(1.89)

10.63
(1.88)

0.75
(1.51) 6.283 <.001

표 4.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N=161)

변수

사 사후 차이

t p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7.00
(6.51)

39.17
(5.78)

2.17
(6.69) 4.021 <.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에게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하여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행하 다. 본 연구는 많은 학생 수(3분반, 180명)와 2

학 , 주당 2시간으로 운 되는 제한 인 상황에서 실

제 으로 학부 의사소통 교과목 운 을 기존의 이론 강

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 계 

훈련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고, 효과

인 의사소통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인간 계의 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계

훈련을 통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며, 효과 인 의사소

통 기술을 용하여 인간 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교육목표를 둔 것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성하 다. 1회

기에서 8회기까지는 인간 계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

기이해를 향상시키기 해 인간 계훈련을 실시하

고, 9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훈

련을 으로 실시하 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의 구

성은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로 자신에 한 이해와 수용, 개방 인 

태도가 요함을 강조한 박 숙, 임숙빈, 김 숙[17]의 

견해를 반 한 결과이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방법은 집단을 7-8으

로 구성하여 매 회기마다 련주제에 해 집단토론과 

발표롤 격려하고, 집단활동 후 조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경험한 느낌을 서로 나 고 성찰일지를 쓰도록 하 으

며, 7회기에는 동 상 시청, 10, 11회기에는 역할극 등

을 다양하게 용하 다. 이는 집단활동, 역할극, 비디

오 시청, 시범하기, 음악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목시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했을 때 

보다 효과 이었다는 선행연구[4][12][17]결과를 반

한 것이다. 특히 간호 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집단

활동이 필수 이라는[4]의 견해를 반 하 다. 

본 연구결과,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이수한 

실험집단에서 인 계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한 인 계의 하 역 에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

감, 민감성, 친근성의 5개 하 역 모두에서 실험 후 

유의하게 증가하 다. 이는 인 계 향상을 한 집단

로그램을 실시한 서혜석[20]의 연구, 의사소통훈련 

로그램을 실시한 신경아, 이은숙[14]의 연구와 일치

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소집단을 이용하여 

8주의 집단상담 방식으로 운 한 서혜석[20]의 연구나 

신경아, 이은숙[14]연구와는 달리 형 강의실에서 많

은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13회기 운 한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간호교육의 실을 그 로 반 한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을 강의실 환

경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선

행연구[4][11][12][16]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13회기의 교육내용  자기이해를 강조한 인간 계훈

련에 비 을 두어 8회기를 구성하여 진행하 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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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4][11][12]는 부분 2-3회기의 교육내용을 자

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 계훈련의 비 이 었고 

의사소통기술 심으로 진행하여 실험군내에서는 변화

가 나타났으나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

며, 원정숙, 신 숙[1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에

서만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이해를 보다 강조하여 

구성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이 자신에 

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집단활동을 하면서 타인과의 만

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인

간 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 학생들이 집단

활동을 한 후 조원들끼리 느낌을 나 고 기록한 성찰일

지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과 일치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학생들 부분은 1학년 학생활 동안 서

로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친 감을 형성하지 못한 상

황이었는데, 집단활동을 통해 자신을 조 씩 표 하는 

것을 경험하고, 집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서

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 면서 서로에 해 알아가는 것

이 좋았다고 기술하 다.

특히 간호 학생에게는 임상 장에서 치료  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요한데, 이와 같

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

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 으로 의사소통 기

술을 사용함으로써 인 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보여 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을 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술 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이해를 증가시키

는 것을 포함한 의사소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

과 일 것으로 보인다[7][15]. 한 선행연구들은 의사

소통 훈련 방식이 강의나 이론 심일 때 효과 이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참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운 방식이 효과 임을 밝히고 있어[15][22][23],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의사소통 교과목 이수 후에 실험집단에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수도 유의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결과

에서는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기간 동안에 

집단활동과 조별 발표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 고, 6회기의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 으로 연습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들에게 다양한 임상 장에서 효

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의사

소통 능력 증진 로그램이 학습동기,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 의사소통의 요성 인식, 의사소통 능력증진에 모

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오연재[24]의 연구와 일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오연재[24]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달리 소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학습, 표 화 환자 실습으로 구성된 다양한 임

상상황에서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용할 수 있도

록 의사소통능력 증진 로그램을 실시한 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은 간호 학생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에게도 꾸

히 향상시키는 것이 환자와의 치료  계를 발달시키

기 해서는 요한데, 간호사가 불안상태가 낮고, 교육

수 이나 경력이 많을수록 높으며, 의사소통교육을 받

은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8][9]. 한 시뮬 이션이나 

표 화 환자, 실제 환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

서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것이 통 인 강의 주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24], 다양한 의료 과의 효과

인 의사소통 기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따라서 간호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꾸 히 향상시

키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간호학과 학년에

게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하고, 간호학과 

고학년이나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임상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간호 학생

들이 학년에서부터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 으로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한 체계 인 

교과과정을 용하여 학년 때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하고, 3, 4학년 때 표 화환자, 시뮬 이

션, 실제환자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의

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후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

능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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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은 간호 학생들의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많은 학생 수와 집단활동을 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강의실 환경, 교과목을 운 을 

한 문인력의 부족 등의 실 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 한 운  가능한 수 에서 교과목을 운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운 상의 실 인 한계 속에서도 이

론 심의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를 격려하여 활발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인간 계와 의사

소통 문제만을 다루어 3,4학년 임상실습 시 환자나 보

호자 등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제한 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임상상황을 고려하여 시뮬 이션이나 표 화 

환자를 이용한 실질 인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연구는 일 학의 간호 학

생만을 상으로 하 고, 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군에서의 변화만을 검증하 으므로 연구결과에 해 

확  해석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자가 직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험효과에 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제한 을 고려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 계와 의사소

통 교과목을 편성하여 간호 학생들의 인간 계와 의

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

하 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100분씩, 13

회기의 과정이 주어졌으며 강의 시작 과 종강 시에 

인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다. 본 연

구결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

목이 간호 학생의 인간 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키기 해 인간 계

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 하고 있는 타 학에서도 효

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이론 심의 강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타 학을 조군으로 설정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

간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 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뮬 이션이나 표 화 환자를 활용하여 임상

상황을 고려한 실질 인 의사소통 훈련 교과목을 개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인 계와 인간 계에 해 자기보고형 설문

지를 통한 측정은 실제로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

력이 향상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수행 능력에 한 평가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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