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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적용효과
최나영1)

The Effects of Application 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y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f College
Na young Choi1)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 만
족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중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명한 자로 하였다.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군 29명, 대조군 32명을 대상자로 총 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파워먼트 중재 후 실험군의 자기효능감과 만족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학생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향상에 적합한 중재 전략인 것으로 나타나 간호 중재 확대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 간호, 학생,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college and identify
its application effectiveness on the subject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61 students on college in G do(experimental group:29, control group:32)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ermission from students. The Empowerment program was provided for 4weeks(8 sessions). All Data
analyzed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using the t-test with
the SPSS/WIN21.0 program. Results show that the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college
were significantly better for improv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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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Therefore, application effectiveness of empowerment program was suitable interventional
strategy for improv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and significantly expansion of nursing interven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 Empowerment,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지지, 자기 효능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주요 속성으로 하여 대상자의 긍
정적인 자아와 대인관계 변화를 위한 자신의 능력과 삶에 대한 통제권을 인식하고 능력이 증가하
는 과정을 말한다[1].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역량 강화의 한 형태이므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자
신의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여 서로가 조직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격려하게
되며 집단을 형성하고 참된 의사소통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
다[2]. 따라서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보다 Freire의 성인 문맹자 교육에서 사용한 방법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임파워먼트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3].
최근 보건이나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 중재를 대상자의 건강 계획과 수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하
고 있다[4].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대처방법으로써 임파워먼트 프로
그램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5][6][7].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인 관절염환자, 혈액투석환자
등의 임상환자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국내 대상자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8][9][10].
간호학과 학생들은 중요한 교육과정인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현장에서 경험하고 간호의 기본적
역할과 수행능력을 준비한다[11]. 그러나 임상현장은 대상자뿐 만아니라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
할 수행, 과중한 실습의 업무, 대상자의 요구, 대처능력 저하로 인한 무력감 등의 어려움으로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2].
그러므로 간호학과의 임상환경의 실습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용하여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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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효과를 검정한다.

1.3 연구가설
연구의 세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3.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Table 1) 이
론적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표 1] 연구 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1

E2

Control group

C1

-

C2

E1,C1=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X1= Empowerment Program
E2,C2(4weeks after program)=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put

Outcome

Empowerment
Nursing Students
in
College

Program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justment
to College

[그림 1]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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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도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간호학과 학생, 둘째,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 셋째, 집단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자, 넷
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실험군
30명, 대조군 32명의 총 6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진행 중에 개인사정으로 1명이 탈락하
여 실험군 29명, 대조군 32명으로 총 61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13].

2.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G도 대학의 간호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도
소재의 간호학과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서면동의서
를 작성하게 하고 프로그램 적용 전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주간 8session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사후 자료 수
집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 1명에게 자료수집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전 훈련을 2시간동안
실시하였으며 맹검법을 이용하여 연구보조원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3]..
실험군에게 적용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와 임파워먼트 중재 선행연구
를 근거로 1회 40분의 총 4주 8session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과 방법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 보완하였다. 우선
임파워먼트의 5가지 주요 속성인 자기 통제, 자기 효능감, 교육, 참여 활동, 사회적 지지를 중재의
전략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자의 강의와 4~5명의 소그룹활동과 토의방법을 사용하였다[13](Table
2).
[표 2]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세부 내용
[Table 2] The Detail Contents of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Session

Empowerment Intervention


1

2

18




Orientation about process of
empowerment program
Introduction themselves one another
and sharing their background
Sharing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family

3



Planning on self-future and share it

4



Explanation and practicing to

Nursing Strategy

Teaching method



Providing knowledge, skill
and social support

Lecture, sharing



Providing knowledge, skill
and self-control

Lecture, sharing



Providing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Lecture, sharing



Providing knowledge, skill,

Lec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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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ment other student
5
6
7
8



Planning of their goals for praising
other student





Planning and practicing for problem
solving on family



Sharing their experience and ideas
with family





Setting up and sharing goals of their
life for a happy and satisfying family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Providi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Providing knowledge, skill,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Providing skill, and social
support
Providing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activity
Lecture, sharing
Lecture, group
activity, sharing
Lecture, group
activity, sharing
Lecture, group
activity, sharing

2.4 자료분석 및 연구방법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1.0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
력의 사전 동질성 검정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후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4주간 8session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사후 조사 자
료수집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전체 61명 중 21세가 실험군 18명
(62.1%), 대조군 19명(5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 상태는 중간이라고 답한 학생이 실
험군 16명(55.2%), 대조군 17명(53.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Table 3] The Homeogenie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Age(yr)

(N=61)

Exp.(n=29)

Cont.(n=32)

n(%)

n(%)

28(96.6)

29(90.6)

Male

1(3.4)

3(9.4)

20

8(27.6)

7(21.9)

Varibales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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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or t

p

.11

.472

.34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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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62.1)
>22
3(10.3)
Upper
10(34.5)
Academic
Middle
12(41.4)
record
Lower
7(24.1)
Upper
8(27.6)
Economic
Middle
16(55.2)
status
Lower
5(17.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19(59.4)
6(18.7)
10(31.2)
14(43.8)
8(25.0)
9(28.1)
17(53.1)
6(18.8)

1.06

.175

.78

.276

3.2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본 연구에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위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학과 학생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임파워먼트 중재 후 실험군의 자기효능감과 만족도가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결과적으로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용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강화에 적합한 중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3 가설검정
1) 제1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
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
(t=4.48, p<.05)가 나타나 가설1은 지지되었다(Table 4).
2) 제2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
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대인관계능력 점수의 차이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
(t=0.17, p<.05)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2는 기각되었다(Table 4).
3) 제3가설(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프
로그램 실시 전·후의 만족도 점수의 차이검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t=4.95,
p=p<.05)가 나타나 가설3은 지지되었다(Table 4).
[표 4]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전 후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만족도의 비교
[Table 4] The Comparison on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atisfaction of pre- and
post-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College

Variables
Self-efficacy
Interpersonal
20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Exp.(n=29)

5.49±2.21

5.95±1.34

Cont.(n=32)

5.52±1.76

5.57±0.41

Exp.(n=29)

3.37±0.46

3.41±1.23

(N=61)

t

p

4.48

.037*

0.17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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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Satisfaction

Cont.(n=32)

3.45±1.17

3.47±1.39

Exp.(n=29)

-

3.96±1.07

-

3.34±0.28

Cont.(n=32)

4.95

.018*

* p < .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에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4주간 8회 제공한 후 자기효능감, 대인관
계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학과 학생에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중재한 후에 실험군의 자기효능감과 만족감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나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8주간 15회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가 증가한 결과와 일
치하였다[14]. 또한 10주간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대인관계를 향상시켰다는 연구
[15], 집단토의와 전문가의 정보제공을 세부내용으로 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에이즈 감염 여성
간의 감정적 결속과 동료관계형성에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16]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적용이 간호학과 학생에게도 자기효능감과 만족도 향상에 적합한 중재전략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재의 적용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질성을 가진 그룹끼리 모여 임파워
먼트 프로그램 적용으로 4~5명이 5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회기가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친밀
감과 결속력은 증가하여 중재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고 소그룹의 적극적인 그
룹토의를 통하여 적용 결과를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중재전략으로서 간호의 수행 영역
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를 이룰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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