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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의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 33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05월 11일에서 2020년 05월 21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t-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 의사

소통 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성,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언택

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

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중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언택트, 신입생,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freshmen in the untact er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6 nursing freshmen at a university located in w c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st 

to 21st, May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rpersonal skills of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interpersonal sub-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s were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penness, sensitivity, and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in the untact era,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that can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by utilizing interpersonal skills and 

self-este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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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부터 시작 된 COVID-19는 현재까지 전 세

계적으로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초래

하고 있다.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

책, 국민들의 실천은 비대면 방식의 일반화를 자리 잡

게 만들었다[1]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접두사 언(un)을 붙여 만든 신조어로 비접촉‧비대

면을 의미한다[2]. 언택트 시대,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학습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다

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온라인 학습은 감염병의 노출로부터 자유롭고,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 본인 수준에 맞는 학습속도 조

절, 자기주도 학습 등의 장점이 있다[3]. 반면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술적 준비, 수업운영 및 교육의 질, 학습

효과 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3]. 

또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

소통이 제한적 이라는 한계와 문제점뿐만 아니라[4], 인

간관계 형성에도 제약[5]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의 소통은 효율적인 수업 운영과 학습을 위

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같은 

교육적 측면 뿐 만아니라,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

를 돕는 사회화 기능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소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공통

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상호 간의 표현과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되는 과정이다[6].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

력은 간호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돕는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건강 및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역량이 된다

[7].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 과정에 7가지 

간호사 핵심역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8], 그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이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

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사로서 중요한 역량이며 간

호교육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면보다 

상호 이해를 돕는 과정이 부족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

에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과 

연구는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COVID-19로 2020년 1학기부터 비대

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대

인관계 형성을 돕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 갖추

어야 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Shafakhah et al.[9]은 의사소통 기

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

사소통 훈련을 통한 주요 영향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특히 코로나 Pandemic 시대에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대인관

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과 소통의 방식으로 SNS,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교육현장 외에도 콘텐

츠로 소통하고,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쉽고, 편리

하게 획득하는 ICT 기술에 익숙한 MZ세대에 해당한다

[10]. 이러한 시대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개발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택

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느끼는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과정에 들어서기 전 1학년 과

정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

였다[11,1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며,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감 정도를 의미한다[13]. 또한 간호학생으로 

느끼는 가치감과 관련 있고[14],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간호학을 전문직으로 여겨 가치관을 확장시킨다고 

하였다[15].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 단계에 있는 신입생

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

하고,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적용은 전공만족, 간호전문직

관[16-18]을 높이고 대학생활 적응[17,19,20]에 영향

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점

에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의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일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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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대학생활 적응,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7]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외에도 의사소통 능력이 공감능력[12,21], 감성지능

[22], 대학생활 적응[23], 학업적 자기효능감[21], 임상

수행능력[2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ng. et. al[11]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

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는데, 이는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을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COVID-19 시대

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

수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COVID-19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준비되지 않

은 상태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장기화가 되면서 

현재까지 비대면 수업은 운영이 되고 있다. 미래 교육

을 준비하며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대학생 및 교사의 비대면 수업 경험[5,25], 

비대면 수업의 효과[26,27], 학습 만족과 몰입[28,29], 

비대면 학습 모델 개발[30], 비대면 수업 기반 공감역량

에 관한 연구[31]들이 있었다. 외에도 비대면 교육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연구[4]등 비대면 수

업의 경험, 효과와 만족도, 학습모형, 교수방법 등의 연

구가 있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여 이를 교육적, 사회적 기능 측면에 적

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화 되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

과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확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상황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언택트 시대,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

이다. 

1)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

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학과 신입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W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에 입학

한 신입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6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 기준은 G*Power 3.1.3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 .20, 검정력 

.90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수를 산정한 결과 최소 

255명이었다. 최종 수집된 360부 중 3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표본수를 충족한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 & Guerney[32]가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를 Moon[3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

해성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Moon[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genberg’s Self-esteem)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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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Rubin & Martin[34]의 ICC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를 Hur[35]가 수정‧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

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즉시성, 효율

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력,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2였

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79으로 나타났다. 

2.3.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

년 5월 21일까지 각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지로 수집

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고, 어떤 불이익도 없음

을 알렸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t-test로 분석하였고, 대

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

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

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Table 1과 같

다. 여성이 278명(82.7%)이었고, 종교는 없는 사람이 

216명(64.3%),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 236명

(70.2%)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t=2.100, 

p=.036)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외에도 종교 및 선호하는 수업형태

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6)

Variables N(%)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

Mean±SD t(p) Mean±SD t(p) Mean±SD t(p)

Sex

Male
58

(17.3)

3.75

(.583) 1.639

(.102)

3.13

(.465) 1.957

(.051)

3.74

(.505) 2.100

(.036**)
Female

278

(82.7)

3.65

(.382)

2.99

(.458)

3.63

(.355)

Religion

Yes
120

(35.7)

3.64

(.475) -.304

(.761)

2.96

(.464) -1.686

(.093)

3.63

(.401) -.533

(.595)
None

216

(64.3)

3.67

(.394)

3.05

(.458)

3.66

(.379)

Class type 

Preferred

synchronous
236

(70.2)

3.68

(.431) 1.111

(.267)

3.03

(.459) .942

(.347)

3.66

(.383) 1.146

(.253)
asynchronous

100

(29.8)

3.62

(.407)

2.98

(.468)

3.61

(.394)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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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3.66±.424, 자아존중감은 3.02±.461, 의사소통 능력

은 3.65±.386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N=336)

Variables Min∼Max Mean±SD

Interpersonal Ability 2.46∼5.00 3.66±.424

Self-Esteem 1.50∼4.00 3.02±.461

Communication Skill 2.53∼4.93 3.65±.386

3.3.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과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

중감(r=.588 p=.000), 의사소통 능력(r=.798 p=.000)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

중감과 의사소통 능력(r=.503 p=.000)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s of Interpersonal Ability, Self- 

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 (N=336)

Interpersonal 

Ability
Self-Esteem

Communicati

on Skill

Interpersonal 

Ability
1

Self-Esteem .588(.000***,) 1

Communicati

on Skill
.798(.000***,) .503(.000***,) 1

p〈0.001***, p〈0.01**, p〈0.05*

3.3.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

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인관계 능력 하

부 요인 7개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의사소통 능

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 한계 .372∼.632, 

분산팽창인자(VIF) 1.583∼2.685로 공차가 모두 1이

하, VIF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 Watson test 값은 1.705로 잔차는 자기

상관이 없고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F=91.720, p=.000), 결정계수(R²)는 .692로 

69.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의

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

사소통(β=.273 p=.001), 이해성(β=.217 p=.001), 개

방성(β=.209 p=.001), 민감성(β=.170 p=.000), 만족

감(β=.136 p=.004)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β

=.074 p=.09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Influencing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Ability and Self-Esteem   (N=336)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

β t p

Interpersonal 

Ability

Satisfaction .136 2.893 .004

Sensitivity .170 4.293 .000

Communication .273 5.574 .000

Open-heartedness .209 4.148 .000

Trust -.069 -1.794 .074

Intimacy .043 .891 .374

Understanding .217 4.720 .000

Self-Esteem .074 1.690 .092

R²=.692

F=91.720  p=.000

4. 논의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

그램 개발 및 상담 상황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3.66점(5점 만

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62점[19], 간호 대학생 1ㆍ2학

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3.71점[18], 3ㆍ4학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74점[24]으로 본 연구 대상자

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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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인관계는 학우, 동아리 활동, 교수, 교내직원 등과

의 상호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36]. 특히 대인관계 역

량은 간호교육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임상현장에서 보

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과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

작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의 상호교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COVID-19로 인한 대학 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 연구[20]에서 선배 및 동기와의 인간관계 부족이

라는 범주가 도출 되었다. 신입생들의 대인관계 부족은 

대학생활 적응[19,20], 전공만족도[18]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소통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Lee & Kim[37]은 온라인 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부족, 학생 간 상호작용부

족을 설명하고 있다. Bryan et al.[38]은 학습 환경에

서 교수와 학생간의 긍정적 관계는 학생의 행동과 대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등의 언택트라는 한계는 계

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개선과 변화는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교수자는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

하여 학생참여를 높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

는 수업운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라포 형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에 관심을 갖

도록 교수자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도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02점(4점 만점)으

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2.72[39], 2.95[40], 3.29[41]으로 나

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Zamanzadeh 

et al.[14]은 간호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이 간

호학생으로 느끼는 가치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간

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전문성 수준과 

사회화, 간호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열의를 통해 결정된

다고 하였다[14].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은 상관관계[11,12]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간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

면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Zamanzadeh et 

al.[14]이 설명하는 것처럼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아존

중감 향상을 위해 간호학생으로서의 가치감, 열의를 갖

고 대학생활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법, 

교수자와 긍정적 관계 형성[38]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입

생이 열의를 느끼며 대학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어 주는 교수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수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대학차원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3.65점(5점 만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는 3.80점[42], 3.81점[24]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택트 시대의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과정

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COVID-19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의 의사소통에 대

한 연구는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19, 43], 전공만족

[18]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중요

한 의의가 있다. 

COVID-19로 인한 갑작스런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

환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왔다[44]. 이에 의사소통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

다[44]. 교수학습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이 요구된다[44].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

소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 능

력과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의사소

통 능력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

통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

통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24, 45]와도 

일치한다. Song, An & Chung[11], Kim[12]도 의사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 기술은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역량과의 관계에

서 매개 효과가 있고[46], 임상수행 능력과도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24]. 따라서 간호사로서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자의 노력은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이 시작된 학생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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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과정은 이들의 대학생활 및 학과 적응,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는데 기초가 될 의

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대인관계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과의 관계가 높은 상관성이(r=.798)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환경에서 교수

자의 역할, 교육 컨텐츠 등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

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 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

성, 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을 기

반을 이루어져 의사소통 없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해 나가기는 어렵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료현장에서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가 된다. 표현과 이해의 

과정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훈련은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요인으로는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며 수용할 수 있는 

이해성, 자신의 내면이나 행동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

방성, 예민한 민감성,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라던 대로 이

루어져 흐뭇하게 여기는 만족감[32]이었다. 이는 의사소

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Lee & Choi[47]도 자기수용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경유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또한 표현과 이해라는 쌍방향적인 의사소

통, 대인관계 과정에는 상황, 태도, 피드백, 의사소통 기

능, 지식 정도, 문화, 사회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6]

한다. 이를 인지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고, 결국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이 된 신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1학년 교육과정에 자기이해를 돕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되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

는 결과이다. 이는 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β=.074 p=.092)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1,42]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상관관계(r=.503 p=.000)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은 비대면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로, 코로나 19

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 무력감[5]등을 경험할 수 

있다. Mohr, Holtbrügge & Berg[48]는 이러닝 수업

은 학생-교수, 학생-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Kim & Park[49]은 비대면 

수업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업방법 

만족과 학습 환경 만족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대면 수

업일지라도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높여 수업방

법 및 환경의 만족을 높이고[49], 간호학생으로서의 가

치감, 열의를[14]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해 나갈 때에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의 향상에 영

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비대면 수업환경

에서 수업운영 방법, 학습 환경에 대한 교수자의 노력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활과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학습

해야하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경험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언택트 시대의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대인

관계,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대학생

이 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확인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

함을 알았다. 이에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입학한 신

입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

램 개발, 상담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

에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종교 및 

선호하는 수업형태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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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이해성, 개방성, 민감

성,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2020년 간호학과에 입학한 일

개 대학 신입생들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 COVID-19 Pandemic 시대의 대학생들의 

학년별, 전공별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년 변화에 따른 종

단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

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COVID-19가 종식되거나 토착화되어 일상으로의 복

귀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COVID-19 이후의 대학생

들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과 비교

해 보는 연구도 제언해 본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OVID-19 팬터믹으로 비대면 대학생활을 시작한 신

입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밖

에 없는 언택트 시대의 대학 신입생들의 의사소통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점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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