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 Sci: Vol. 13, No. 1: 46-55, June 2020

pISSN: 2005-1751 eISSN: 2733-6131

https://doi.org/10.37152/kmhs.2020.13.1.46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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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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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s (UR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high-impact practices available to stud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lived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regards to their long-term project-based UREs. Ninetee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by utilizing purposeful and snowball sampling methods. All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 in designing and carrying
out their own research. They all additionally, after completing their nursing research-related courses, had written research papers detailing their work.
Colaizzi’s descriptive phenomenology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rocess
revealed the experiences of “cultivating the will to accomplish research goals while overcoming unforeseen obstacles”, “achieving the research
outcome despite the difficult process”, and “personal growth during the journey of researching”. These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allows
for analysis that focuses on the time, space, relationship, change and development process connected with nursing students’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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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사회적 변화는 간호학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국

서 론

간호교육평가원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학생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서
연구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12개의 학습성과를 제시하였고, 그중 연구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한

보는 일(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이며, 현재의 지식

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이에 따라 모든 간호대학은 연구와 관련된

을 증명하고 정련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탐구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간호대학생은 연구 역량을 갖추기 위해 연

(Grove & Gray, 2018)를 뜻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아이디어와

구 관련 교과목과 연계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작성하며 지식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연구는 학습의 의

학부에서의 연구는 학생이 학부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성공할

미를 지닌다(Guido, 2012). 따라서 연구는 이전의 연구에서 얻은 경험

수 있는 경험으로서, 10개의 ‘고효과 실무(high-impact practice)’ 중 하

적 근거를 토대로 학문 분야의 지식체를 개발하는 것이며, 연구 경험

나이다(Kuh, 2008). 학부 연구 경험은 교수 중심의 수동적 학습에서

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능동적 탐구학습으로 학습방식이 바뀜으로써 비판적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이고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

위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역량은 한

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학부에서의

개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개념적, 절차적, 태도적 능력

연구 경험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증가, 수업의 소속감 강화, 전문적

을 통합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Numa-Sanjuan & Márquez, 2019).

인 사회화 경험, 과학자들의 특성, 태도, 기질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

대학교육은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 학문 분야의 특성과

과적이다. 또 학부에서의 연구는 학부생들이 학문 분야 내에서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뿐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야 간 연구자의 업무와 관점을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Bhattacharyya, Chan, & Waraczynski, 2018;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2017; Numa-Sanj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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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árquez, 2019; Si, 2019). 그러므로 많은 대학에서는 학위 과정의 졸업
요건으로 학부생이 연구수행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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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학 분야에서는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연구 역

면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자궁경부암), 인간(자아탄력성, 외상후성

량과 관련된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연구 교과목을

장, 정체성,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도/만족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및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팀

중감), 환경(미세먼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 모두 학술연

워크,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민혜영과 김지

구 형태의 논문으로 작성, 제출했으며, 11명은 학과 또는 대학 주관의

영, 2020; 신선미, 2016; 이지선과 김현주, 2019). 이들 연구는 일 대학의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논문발표를 하였으며 2명은 발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연구 교과목과 연계된 수업 전후의 설

를 앞두고 있었다.

문조사이거나 서술 형태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연구수행 자체보다는 교과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이 연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연구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둔 경험
적이고 현상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자료수집

Colaizzi (1978)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
험에 대한 형식적인 명제, “간호대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Colaizzi (1978)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이기 위해서는 경험에 관한

생각과 느낌,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 행동은 개인의 삶

수집된 자료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험의 함축적인 구조를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 경험은 개인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파악해야 한다. Colaizzi의 연구방법은 경험의 주체가 명료하게 진술

다.”를 내렸다. 연구자는 이러한 형식적인 명제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

한 의미 너머의 지평과 맥락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성하여 2019년 9월에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명을 대상으

본질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로서의 의미이므로 사실적 현상학적

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2명의 면담내용은 본조사

연구라 할 수 있다(이남인,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Colaizzi의 기술적

의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별 면담을 통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의 기본 구조

으로 설문지의 일부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내용은

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연구를 시작할 때 목표로 했던 것은 무엇입

연구 방법

니까?”, “연구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면서, 수행한 후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연구를 수행하면서 쉬웠거나 힘들었던 점,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간호연구 및 통계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연구

즐겁거나 불쾌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로 최종 구성하였다.

팀이 구성되어 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한

자료수집은 개별 전화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가 종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졸업인증요건 또는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기

료된 종강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였다. 면담 일정은 참여자가

준을 충족하며, 그 경험의 내용을 연구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원하는 시간으로 정했고, 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

소통 능력과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간호학과의 3학년, 4학년 학생들

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부탁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허락에

이다. 목적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에 따라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참여

따라 녹음하였고, 참여자별로 1-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1회 면담시간

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9명의 참여자 중 16명이 여학생이

은 40-70분이었다. 면담이 끝나자마자 녹음상태를 확인하고 참여자

었고, 참여자들 모두 2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사이에 간호연구

별로 녹음파일에 파일명을 부여하였다. 참여자에 따라 확인이 필요

와 통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를 수행했으므로 1년 동안 교

하거나 추가질문이 생긴 경우에 2, 3회 면담을 더 시행하였다. 17번째

과기반의 팀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15명은 4학년 때, 4명이 3학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이전의 면담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2명

년 때 연구를 수행하였다. 팀의 크기는 평균 6.4명(6-11명)이었고, 팀장

의 참여자를 더 모집하여 면담을 진행한 결과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

으로서 역할을 한 참여자가 10명이었다. 참여자들이 수행한 팀연구

이나 범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료의 포화상태를 의미하므로

와 관련된 특성으로, 모두 양적 연구였으며 18명은 서술적 상관관계

면담을 종료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연구, 1명은 빈도분석에 따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중 16명은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1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연구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을, 나머지는 일반대학생과 의학드라마를

면담내용은 면담이 끝나고 적어도 1-2일 이내에 연구자가 직접 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변수로는 성과기반교육과 관련된 간호역량(지

사하였다. 필사본은 참여자별로 별도의 파일명을 부여하여 한글파

식, 임상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전

일로 정리하였다.

문직관, 셀프리더십), 건강과 질병(건강관리행위, 행복감, 수면의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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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는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라는 걸 처음 하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너무 어렵다는 얘길 많이

필사본을 통해 연구자료(original protocols)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들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했고, 다른 참여자는 “이걸 완성 시킬 수 있

때의 상황과 느낌을 떠올리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참여

을까?”라는 막연한 의구심과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자들의 연구 경험과 관련된 문장이나 문구를 의미 있는 진술(signifi-

있어 연구는 연구 관련 교과목의 과제로서, 또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

cant statements)로 추출하여 엑셀파일로 옮겼다. 19개의 필사본에서

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적 과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466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진술한

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연구를 완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내용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형성(formulating of meanings)하였다.

삼았다.

466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470개의 의미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의
미를 형성한 진술을 주제묶음(theme clusters)의 고유한 구조를 반영

“처음에는 논문의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게 투고양식에 맞춰서 저희

하는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주제묶음은 이와 관련된

가 할 수 있는 한에 연구를 진행해서 완본을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분류하고, 주제묶음들을 통합하면서 주

했었거든요.”

제(themes)를 형성하였다. 하나의 주제 내에서 유사한지, 주제와 주제

“솔직한 학생의 마음으로 다 달갑지만은 않은 과제일 수 있잖아요,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제묶음과 주제의 타당성을

자신한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 좋아서 순수하게 연구에 불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를 보면서 중복되었거나 잘못 판단했거나 연관

타올라서 하는 건 아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친구들은 서로의 마음이

성이 적은 것들을 줄여나갔다. 또한,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모호한 내

다 똑같으니까 ‘끝까지 얼굴 붉히지 말고 잘 끝내자’라고 생각했던 것

용은 삭제하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 보완을 반복하였다. 이에 따

같아요.”

라 10개의 주제묶음이 3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발견된 주제
에 대해 포괄적이고 완전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시도하였

2) 팀 역동에 대한 우려

고, 이어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기술을 연구 경험의 기

연구 관련 교과목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단독연구가 아닌

본 구조(fundamental structure)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진술하

팀연구로 진행하기 때문에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했고, 그에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는 피드

따라 연구수행의 역동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과

백을 받았다.

나 연구 관련 교과목 담당교수가 무작위로 또는 관심 있는 연구주제
를 기준으로 팀이 구성되어 공지 받거나 원하는 팀원들로 팀을 구성
하도록 자율적인 권한을 받기도 하였다. 팀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4.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 선정,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시 참여자에게 자율성,

있었던 참여자들은 우선 친한 친구들과 함께했다. 팀의 크기는 이미

비밀보장,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면담 도중 원치 않는 경우 질문에 대

정해져 있어서 친한 친구들로 구성하고도 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답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면담에 따른 위험이나 해악은 없을

성별과 나이가 같은 친구를 선호하였다. 반대로 무작위로 팀을 배정

것이고, 모든 면담자료는 비밀을 유지하고 이름이나 대학명을 포함한

받은 참여자들은 연구 이전에 적대적 관계이거나 전혀 친해질 기회

기타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음을 알렸다. 자료는

가 없었던 팀원을 만나기도 하였다. 팀이 무작위든 의도적이든 구성

연구자만이 5년간 보관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되자마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역동성을 예측할 수 있

의 목적과 설명 및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었다. 이러한 예측은 그동안 여타의 교과목에서 이루어졌던 팀활동
을 통해 팀원 개개인의 특성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연구 결과
1. 막연한 부담과 함께 연구완수의 의지를 다짐
1) 연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였다.
“처음에 5명에서 6명 정도의 팀을 짜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4명 정도, 여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그러고 나서 1명이나 2명을 조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고차원적인 과제로서

금 보충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둘러봤는데 이미 팀이 다 짜져있었고.

연구를 인식하였고, 선배로부터 전해 들은 부정적인 연구수행 경험

그리고 동기 남학생이 2명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남학생들이랑 친

담, 1학년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연구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하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팀을 해도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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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여자이고, 학생이라는 그 신분, 간호대 간호학과라는 게 정해

“제 성격이 약간 할 일 빨리빨리 해치우는 성격인데 조원들도 다 그

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참신한 걸 ‘이거 어떻습니까?’하고 들고 가면

래가지고 ‘아, 다행이다’란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조는 굉장히 이기적

교수님들께서 ‘아, 이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길 하

이고 자기 것도 잘 안 하는 애가 딱 있어서 ‘쟤네 망했다’ 이런 생각이

시고.”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도 좀 걸리고, 시간 내에
도 완료를 해야 하고, 졸업하기 전에도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학

팀이 구성된 이후에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

교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하

는 것이 뒤따랐다. 우선 팀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인 팀의 리더를 선

다 보니 매년 (선배들이) 해왔던 진부한 주제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하는 일이었다. 팀장은 자원하거나 팀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

점이 첫 번째로 너무너무 아쉬웠었구요.”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비뽑기’, ‘사다리타기’와 같은 무작위 방법
으로 정해졌다. 무작위 방법은 참여자들이 팀활동 시 흔히 적용하는

2. 힘든 과정에서 연구성과를 거둠

방법으로, 팀장을 가장 손쉽게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팀원이 팀장으

1) 장기간 진행되어 소진함

로 선정될 확률이 같아서 누구도 변명의 여지 없이 결과를 받아들였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팀과제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해

다. 팀장이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수행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논

야 하는 연구에 대해 ‘장기 프로젝트’, ‘장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된 과

문의 기본적인 구성 틀에 따라 일정 팀원 수를 배정하였다. 팀원의 역

제’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의 시간적 인식은 참여자들에게 ‘호

할 배정 역시 무작위 방법으로 정하였지만, 특히 통계분석만큼은 다

흡이 긴’ 과제로서 힘들고 지치는 과정으로 다가왔다.

른 틀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잘 다룰 줄 아는 팀원이 자원하거나 팀원의 추천을 받은 팀원 또는 팀
장에게 배정하였다. 역할 배정은 팀의 역동성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완수라는 공동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균등 원
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통계를 직접 돌리는 팀과 그 통계의 결과를 해석하는 팀으로 나눠
서 각자가 더 자신 있는 부분의 팀에 들어가서 인원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저것 바쁜데 거기에 연구라는 짐을 하나 더 얹은 이런 느낌이
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호흡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치는 구간들이 좀 많았
어요.”
2) 역할 불이행으로 갈등함

연구참여자들은 연구가 장기간 진행되고 역할을 균등하게 분담했
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정된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 편의적으로 참여하거나 비협조

3) 연구주제 선정의 한계

적인 팀원이 있어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라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그때 6명 중에 한 명은 아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주제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라며 연구

서, (기가 막힌 듯 웃음) 근데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생활하는 친군데 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

관심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는데, 주로 단편적이거나 비간호학적

고, 한 명은 자기가 답장하고 싶을 때만 답장을 해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교수의 조언에 따라

“(통계분석을 담당한 조원이) ‘쟤네가 열심히 하니까 쟤네한테 묻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색하여 선행연구가 많고 학부생으로서 수

혀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냥 (통계전문가에게) 맡기기만

행 가능하며 연구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간호학적인 주제로 구체

해서 결국은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아예 통계자료를 버리고 저

화하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처음 가졌던 관심사와는 달리 선배

희가 따로 통계 공부를 하고 교수님께도 자문을 많이 구해서 다시 저

들이 수행했던 연구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학생, 특히

희끼리 통계를 돌렸어요. 거기까지가 제일 극한의 갈등 상황이었어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균등한 역할을 배정하여
“좀 참신하고, 여태껏 안 해보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팀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편의 연구논문을 완성하는 것

https://doi.org/10.37152/kmhs.2020.13.1.46

50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20년 6월 / 제13권 제1호

정승은

을 목표로 하였으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소위 ‘무임승

“역할이 주어졌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된 상태더라구요. 그때 특

차’의 팀원으로 인해 팀원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믿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완수해야 하고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그들

얘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는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

과 학교생활을 함께 해야 해서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고

아요. 그래서 더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조금씩 더 했던 것 같아요.”

팀 전체를 위해 감정적 충돌을 피해 인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

“저희는 카톡 같은 걸로 주고받기보다는 만나서 다 같이 이야기 나
누면서 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하면

“4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논문 제출일이 그 언저리로 잡혀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얼굴표정도 알 수 없고 하니까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경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답장을 아예 안 하는 거죠.

향이 있다고 하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중략) 각자 주어진 일을 7명이 모여서 100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나 표정 같은 것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불화도 생기지

그걸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남은 친구들이 정말 잠도 못 자

도 않고 이야기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매일 새벽 5시까지도 논문 카톡을 계속했던 기억이 되게 크게
남아있어요.”

4) 지도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되게 열심히 참여했던 조원들이 그냥 잊었던 거 같아요. 더이상 감

연구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팀원과 함께 지도교수를 만났

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가 더 성장한 기회로 삼자는

을 때 연구에 관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 강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교수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고 심리적
으로 친밀해진 느낌이 들었다. 참여자들은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에

3) 팀원의 지지와 협력으로 이어나감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의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치고 갈등 상황
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결코 연구를 완

관해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연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받아 전문적으로 성장하면
서 연구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를 전하였다.

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팀원의 지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
다. 팀원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은 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배정받은

“저희도 처음에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게 어렵고 뭔가 무섭고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다. 팀장이었던 참여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겁이 났는데, 지도교수님께서 저희를 엄청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따라 균등하게 역할을 배정했지만, 팀원 개개인의 힘든 부분을 이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며 팀을 이끌어가는 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는 방문이 잦아지면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를 기울였다.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팀연구가 갈등 없이 진행되길 바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마음에서 지지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팀연구

“교수님께서 “이런 방향은 어때요? 저런 방향은 어때요?”라고 물어

를 수행하면서 통계프로그램 활용, 문헌검색 및 관련자료 정리, 컴퓨

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약간 ‘교수님이 이런 방향

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및 편집 등 팀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

을 원하시는 건가?’라는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럼 저희가 그렇게 해보

면서 활력 넘치는 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비협조적이거나

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너네한테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팀원 때문에 갈등 상황으로 진전시키기보

건넨 대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봤

다 그 팀원의 상황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옆에서 ‘뭐는 어떤가, 뭐는 어떤가?’ 말해주는

팀원이 그 부분을 맡아주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평

거지, ‘내가 이게 어때요?’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할 생각을 하지 말아

소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팀원 간

라”라고 말씀해주신 게 크게 기억에 남았던 거 같아요.”

의 대화는 온라인보다 대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소통
이 잘 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5) 연구능력을 개발함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검색한 문헌을 고찰하고 자
“혼자 연구를 수행하려 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료를 분석하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구두 또는 포스

같이 조가 돼서 수행했던 동기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모르는 부분

터 발표를 통해 연구에 필수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

물어보고 도움받으면서 무사히 연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새

은 대학 내 전자도서관에 링크된 여러 검색엔진(RISS, KISS, DBpia,

로운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Science Direct, MEDLINE 등)과 Google Scholar를 통해 연구주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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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국내외 문헌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와 연관된 주요

3. 연구수행의 여정을 통해 성장함

어를 중심으로 학술논문을 찾아 인용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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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편의 논문을 고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음 해보는 학술적인 팀연

연구 과정 중에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

구를 통해 역할에서 오는 부담과 팀원과의 갈등으로 무척 힘들었지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통계 수업시간에 컴

만,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대학이 요구하는

퓨터를 이용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직접 다루어 볼 기회가 있었지만,

일정 양식에 맞춰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학과나 대학이 주

단순한 조작법을 익히는 정도였다. 통계분석을 담당한 한 참여자는

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포스터로 연구논문의 발표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웠던 통계를 갑자기 딱 꺼내려니, 그 기억을 재

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 학문적으로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생하는 거에서 좀 어려웠었고”라며 실제로 수집된 연구자료를 토대
로 통계프로그램을 작동했지만 반복되는 실수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다른 참여자는 “따로 공부하는 기회, 저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라며 통계프로
그램 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주도적

“무엇보다도 제 이름이 있는 논문이 하나 나와 있다는 게, 그게 가
장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뭔가 해냈다는 감정을 들게 해줘가지고 연구
를 수행하고 나서는 엄청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재학습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

“1년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엔 백지였던 저희의 연구 파일이

는 기술력이 향상되었다. 한 참여자는 “연구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 계속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팀원들이 이걸 해

생각하는 것”, 다른 참여자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논리가

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자존감을 치켜세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또 다른 참여자는 “생각도 계속하니

주면서도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까 근육처럼 점점 발달을 하더라구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요.”라며 연구를 통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2) 반성적 성찰을 통한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자기탐색

능력이 발달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논문이란 ‘문서 자체가

연구참여자들은 팀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자로서 자신의 강점과

굉장히 논리적인 최상위급에 있는 문서’, ‘완성도 높은 과제’이기에 논

약점을 탐색해보고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연

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문어적이고 전문적인 표현, 표절을

구의 수행과정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온 참여자는 “스스로 성장

위배하지 않는 정확한 인용, 정해진 양식에 따른 참고문헌 작성, 팀원

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이 작성한 내용을 일관된 표현과 맥락적 구조에 따라 수정하는 등 연

게 적성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통계분석, 논리적 의견 주장, 맥락적

구논문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글쓰기, 배려와 지지 등 연구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였다. 팀장
이었던 한 참여자는 자신의 리더십 부족으로 실망감을 느껴서 자기

“연구는 저에게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넓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

개발의 필요성을 깨닫기도 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연구수행의 경

려줬던 거 같아요. 이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연

험을 토대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거나 이미 대학원 진학을 계획한

구) 자료를 읽는 능력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우 더욱 확고해졌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간호사, 임상연구자로서

“처음에 통계를 할 때는 아무리 배웠어도 실제로 적용해서 저희 걸

의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처럼 반성

만들어 내는 건 다르니까 허둥지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따로

적 성찰을 통해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자기탐색의 기회를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가졌다.

수행할 수 있었고 통계를 돌리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면서 그런 기술
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연구도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웃음) 제가 통계를 되

“저는 일단은 글의 짜임새를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

게 즐겁게 수업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이과였기도 하고 컴퓨터 만지

어, 저희가 일반 레포트를 쓰면 그냥 계속 쓰다 보면 미사여구 같은 것

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 통계하는데 막 그렇게 괴롭지만은

도 많이 붙고, 굳이 글에 붙이지 않아도 될 말들로 인해서 소위 지저

않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 자

분해 보이는 그런 레포트를 예전에는 많이 제출했었는데. 이것은 교

체도 즐겁고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수님의 피드백을 바로 받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간단

저의 또 다른 이면을 본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배웠고.”

“제가 무능하다고 스스로 느껴가지고 제 스스로한테도 약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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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은

감이나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중략)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구가 간호학적으로 유의미하고 독창적인 연구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

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결단력 면에 있어

록 학문적 관심과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서 ‘스스로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발전해야겠구나’를 많
이 느꼈었고.”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계를 통해 “힘든 과정에서 연구성과를 거
둠”이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학부연구는 보통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
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설계, 운영하므로(NASEM, 2017) 연구참여자

고 찰

들은 연구를 ‘장기간’, ‘긴 호흡’이라는 의미로 인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참여자들은 연구 기간을 단순히 수학적 시간으로 측정

이 연구는 Colaizz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할 수 있는 물리학적 시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긴 호흡을 하면서 연

참여자들이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에서 수행한 연구 경험의 기본 구조

구가 느리고 길게 흘러가는 생활세계적 시간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를 밝히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긴 호흡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함으로써 신체

구체적인 연구 경험은 시간과 공간, 관계, 변화의 과정으로 전개되었

성을 포함해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연구 과정에서

다. 다음은 이러한 변화에서 나타난 연구 경험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소진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수행가능한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관련 교과목과 연계하여 연구를 기획

연구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따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단계에서 “막연한 부담과 함께 연구완수의 의지를 다짐”이라는

연구수행 시 겪었던 참여자의 갈등은 신선미(2016)의 연구결과와

주제가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수행에 앞서 연구에 대한 막

마찬가지로 팀원 간의 의사소통 장애와 역할 책임에 따른 것이었다.

연한 부담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이는 ‘간호연구’ 교과목의

Jatin, Anand, & Ricardo (2009)의 연구에서는 팀의 연구수행에 영향을

수업방식에 익숙치 않아 불편함을 경험한 연구결과(신선미, 2016)와

주는 유의미한 갈등은 연구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배정된 역할, 팀원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는 대학에서 수행되는

간의 적대심과 분노의 감정적 갈등, 과업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오는

많은 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에 속하지만(Numa-Sanjuan, &

과정상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연

Márquez, 2019), 저학년부터 연구 및 논문 작성과 관련된 교양 또는 전

구완수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인내하며 역할을 좀 더 책임지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한 연구는 팀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므로 팀

이를 보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수행 시 팀원의 지지와 협력,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최고의 연구성과를 가져오기 위

다른 팀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민혜영과

해서 팀을 치밀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팀구성은 팀

김지영(2020), Brownell & Kloser (2015), Corwin, Graham, & Dolan

원과 팀 전체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Michaelsen &

(2015)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Jatin et al. (2009)

Sweet, 2008). 그러므로 팀원들의 높은 참여와 의사소통을 끌어낼 수

은 학부연구에서 팀원의 지지가 팀의 충성도를 높였다고 보고하였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팀원과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며 협력

다. 또한, 팀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팀의 크기이다. 이 연구의

을 하기 위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는 것

참여자들은 팀의 크기가 평균 6.4명(6-11명)이었다. 일반적으로 권장

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생활세계 내 공간성을

되는 팀의 크기는 2-5명이며(Helle, Tynjälä, & Olkinuora, 2006), 5명 이

통한 의사소통의 질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이면 배정받은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팀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도교수에게 친밀감을 느꼈

있으므로(Chen & Yang, 2019) 팀원 간의 갈등 없이 능동적이고 상호

다. 학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요인 중 멘토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협조적인 팀의 역동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연구팀의 적정 크기를 갖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협력적 학습 관계로서 어

춰야 할 것이다.

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과업 성공에 필수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적인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NASEM, 2017). 초보

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지식통합의 개념

연구자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멘토링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적 틀(Linn, 2006)에 해당하며, 이때 지식의 조각들을 연구 이전의 학

연구를 지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멘토의 역할이 연구를 수행

술 경험과 자율성, 개인적인 반성을 통해 학문적 정체성이 포함된 지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Chemers, Zurbriggen, Syed, Goza, &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의 사고를 가시화시키는 교육적 원칙

Bearman, 2011; Jatin et al., 2009), 학부 연구를 통해 지도교수와의 밀접

(NASEM, 2017)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연

한 관계가 증진될 수 있다는 보고(Bhattacharyya et al., 2018)가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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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 2015).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연구자로서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참여자들의 연구 경험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연구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었지만, 팀장으로서 연구를 수행한 참여자는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수나 통계학자 등 멘토의 도움을

연구 과정에서 두드러진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실망과

받은 대학생은 학문적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고(Chemers et al., 2011),

자괴감까지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없

초보 연구자와 전문가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연구기술

었다. 이에 따라 학부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이 향상되었다(Bhattacharyya et al., 201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를 경험한 학생을 도와줄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지도교수나 연

특히 교과기반의 학부연구를 수행할 학생을 위해서 교수는 연구의

구원과 같은 멘토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멘토는 학부연구

기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를 수행하는 대학생에게 과학적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Numa-Sanjuan, & Márquez, 2019) 소규모 수업, 실습 위주의 교수법 적

중요한 역할(Chemers et al., 2011)을 하며,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용 등 교과목의 실질적인 운영, 그리고 교과 또는 비교과 과정의 훈련

문화, 대인관계, 스폰서십 및 사회심리적인 기술과 능력을 키워줄 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있기 때문이다(Pfund, 2016). 학부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연구수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면서 문헌검색, 관련자료 고

행을 통해 소속감이 강화되었고(NASEM, 2017), 특히 남학생 중심의

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 발표력을 포함한 연구기술

학문 분야에 있는 여학생이 전공분야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증진되

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학부 연구 경험은 비판적 사고능력과 상

었으며(Barker, 2009), 학생에서 연구자로 정체성이 전환된 긍정적인

호문화 효율성,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고(Kilgo, Sheets, & Pas-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Villa, Kephart, Gates, Thiry, & Hug, 2013).

carella, 2014), 팀원과 멘토의 지지를 통해 글을 쓰는 과정이 편안해지

이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학부연

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Jatin et al., 2009). 그리고 연구

구경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이러한 학부연구는 특정

질문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

전공 분야에 소속감을 통해 그 분야에 학부생을 유치하고 대학원 과

고, 자료를 분석하고 합성하며,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

정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력과 같은 중요한 연구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Brew, 2013; Si, 2019;

참여자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성과로 간호연구를 수행

Willison & O’Regan, 2007). 이 연구의 결과는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하므로 간호학 분야에 대한 소속감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다고 본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능력 중 발표력에 따른 자신감이 상승

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 경험과 소속감에 관한 질적, 양적

하는 데에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만, 자료의 패턴을 확인하거나

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논리적 토론 능력의 향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Bhattacha-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을 다룬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ryya et al., 2018). Jatin et al. (2009)의 연구에서 학부연구를 수행한 대학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생은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쓰기 과제와 달리 압도

를 둘 수 있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은 무엇이고 어떠한

적인 부담감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미루게 되고 불안이 심해지면서

지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연구주제 선정,

쓰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구논문 작성

학술논문 작성, 연구윤리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단계 및 속성을 중심

을 위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저학년부터 자료를 검색

으로 탐색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

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며 소논문 형태의

한,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사학위 과정이라는 생활세계에서 경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험하는 연구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접하면서 현상학적 기술과 현상학

마지막으로 연구성과를 거두면서 “연구수행의 여정을 통해 성장

적 환원의 방법을 적용한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남인, 2014)라

함”이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전 과정 동안 긴

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이

호흡으로 연구를 완수하겠다는 최종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서 성취

시간성과 공간성, 관계성, 변화와 전개과정 중심으로 드러나 기술되

감을 느꼈다. 신선미(2016)의 연구에서도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

었으므로 모든 지향성을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

데, 특히 Jatin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

는 연구현상에 대한 형식적인 명제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를 수행한 학생의 경우 도전과 성취감을 경험하였음을 밝혔다. 이 연

면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

구의 참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인격적 자아에 대한 탐

였다.

색을 통해 반성적 성찰을 하였다. 학생이 연구 경험 내에 반성의 기회
를 가질 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https://doi.org/10.37152/kmhs.202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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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은 학생이 졸업할 때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
기 위해 성과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연
구능력은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 중 하나이다. 간호대학생은 막
연한 두려움 속에서 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연구성과
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간호전문인으로서 성
장의 기회가 된 경험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방법론적, 교육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의 주체, 체험된 대
상, 시간성, 공간성, 타인 및 자기와의 관계, 동기와 목적, 삶에 대한 의
미, 체험의 가치평가 등의 특정 지향적 측면에 초점을 둔 체험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연구 경험을 해석의 방법으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간호
대학생의 연구능력 함양을 위해 간호연구 및 통계 관련 교과목의 효
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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