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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사회에  학생 시 는 변하는 사회  

동향과 불어 이  보다 욱 다양한 경험

과 학습  시 이며 인  출  사, 

회 인 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 시 에 . 

부여 는 자 과 책임감  장 또는 갈등  

요인이 도 한다 그러나 상자 간 실  능. 

 학습하는 간 학생에게 자 과 책임감

 자 조 과 어 리 십   수 

있다(Kim, 2019).

간 에 는 다양한 학습 회  수업 법

 용하여 간 학생들  역량에   

학습 과를 하고 있다(Dong and Choi, 2016). 

특히 간 학사 과  임상실 능  향상시키, 

 해 다양한 학습 과에   목표를 달

하도  운 고 있다 또한 과과 에  이. 

과 실 를 목하  해 시뮬 이  등 극

인 법이 용 고 있다 다양한 간 학 . 

법이 용 는 간 학생들  주도  

학습할 수 있도  스스  목표를 하고 행동

 통 할 수 있는 역량  필요  한다 이러한 . 

자 조  자 과 책임감  리 십과 

다 행연구에  타인지  감(Kim, 2019). 

지능 직 자아개(Kim, 2019), (Dong and 

취동 통Choi, 2016), (Park and Kim, 2017), 

 사고 향(Choi and Im, 2017), (Kim, 

등이 리 십과  요인  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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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자기조절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업에 성과를 올리는 과정으

로 볼 수 있다(Choi and Im, 2017). 미국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의 가치는 

돌봄, 의사소통, 정확성, 팀워크, 전문직 발전이 

주요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Grobbel et al., 2016). 
구체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여성, 종교가 

있는 경우, 기숙사 생활이나 부모와 동거하는 경

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대학생활에 만족도

가 높은 경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Choi 
and Im, 2018). 또한 과업지향성과 책임감, 도전

의식이 리더십의 영향요인이었다(Park and Kim, 
2017). 

국내 간호학사 과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리더십은 사회적 역량으로 설정되어 교과내·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Jang et al., 2016). 이는 리

더십 개발이 정규교과 과정이외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학습성과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분야 간 교육 프로

그램(Reitsma et al., 2019) 및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이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

었다(Oh and Lim, 2018). 
이상과 같이 리더십은 자기주도적인 역량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성과의 하나이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

에서 교과과정의 성과평가를 위해 문헌을 근거로 

하여 간호사의 리더십을 개인의 성장, 협력, 간호

탁월성, 창의적 문제해결, 영향력의 속성을 가진 

개념을 제시하였다(Kim, Kim, Jang, Kim and 
Jeong, 2015). 그러나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

는 폭넓은 개념이며 국내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의 리더십에 대한 측정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이 적용되고 있었다

(Jang and Moon, 2016; Kim, 2017; Kim, 2019; Oh 
and Lim, 2018; Park and Kim, 2017).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리더십 활동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정의

와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상의 문헌을 토대로 리더십 개념을 

구별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활동의 

개념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혼종모형은 모호한 개념을 현장적용을 위해 이

론적 분석과 현장작업 단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대

상자의 상황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념분석 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종모형(Hybrid model)을 

이용하여(Schwartz-Barcott and Kim, 2000) 간호대

학생의 주관적 특성을 반영한 리더십 활동의 실

재적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리

더십 활동에 관한 개념분석 연구로, 혼종모형

(Schwartz-Barcott and Kim, 2000)의 분석방법에 

따라 이론적 단계, 현장작업 단계, 최종분석 단계

의 3단계로 분석하였으며, 각 단계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1. 이론적 단계

이론적 단계에서는‘리더십’에 대한 개념적 정

의와 속성을 이해하고자 본질적 의미를 찾기 위

하여 사전적 의미와 학술문헌을 중심으로 탐색하

였다. 간호학 학술문헌 검색 사이트인 ‘CINAHL’
에서 ‘nursing student’,‘leadership activities’또는

‘leadership’을 주요어로 최근 5년 이내, 학술저널

로 검색하여  13편 중 리더십 활동과 관련이 없

는 국외 홍보용 신문기사 2편과 국내 교육프로그

램 연구 1편을 제외하고 국내외 간호대학생의 리

더십 활동과 관련된 국내논문 7편, 국외논문 3편

을 분석하였다(<Table 1> 참조). 

2. 현장작업 단계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양한 리더십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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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간호대학생 8명을 인터뷰하여 현장단계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는 21세~23세의 간

호학과 2~4학년으로, 학기 중과 방학기간동안 교

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클럽, 학업 등 교

과활동과 비교과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

의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

구 목적과 면담내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No. Title year Author

1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2016 Jang and 

Moon

2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2016
Dong and 

Choi

3
The influence of leadership life skill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2017 Park and 
Kim

4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2018 Choi and 
Im

5
Influence of metacogn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2019 Kim

6
Effects of team-based problem-based 
learning combined with smart education: 
A focus on high-rist newborn care.

2019 Yang

7

Effects of the academic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ego-resilience on 
psychological states in nursing university 
students. 

2020 Kim

8

An assessment of personal, professional, 
and leadership values of nursing students: 
defining a path towards becoming a 
caring professional.

2016
Grobber et 

al.

9
What a difference a year makes: The 
impact of the district nursing specialist 
practice programme.

2018 Green

10
Health students’ experiences of the 
process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 
pilot project.

2019 Reitsma et 
al.

<Table 1> List of Literature Review

본 연구자는 연구절차에 따라 이론적 단계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질문을 작성하여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학생 2명

과 여학생 6명이었으며, 수업 이후 시간을 이용

하여 리더십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

과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리더십 활

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리더십 활

동으로 얻은 유익/ 장애요인, 촉진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등이었으며, ‘자신의 리더십 활동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30분~50분 정도이었으며, 면

담내용은 필사하여 현장단계에서의 참여자의 경

험은 개념의 속성을 추출하고 개념의 전후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방법의 1단계 비교분석 과정을 적용하여 현장단

계의 추출된 개념들의 내용분석으로 리더십 활동

의 차원과 속성과 지표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혼종모형으로 이론분석과 더불

어 경험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분석에서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단계와 이론단계의 분석과정을 통해 개념을 

선정하고, 주제를 도출하여 영역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본 연구자이외의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증과

정을 거쳤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개념과 참여자의 경험에 근거한 개념을 접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기할 수 있었다.

3. 최종분석 단계

본 연구의 최종분석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단계에서의 분석과정을 통합하여 최종분석 

단계에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정의, 속

성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이론적 단계

가. 리더십 활동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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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사전적 의미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며,‘활동'의 사

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씀’으로 정의한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또한 ‘리더십은 공동의 

일을 달성하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

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상 영향 과정’이
다.(Wikipedia, 2021). 따라서 리더십 활동의 사전

적 정의에서 나타난 바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일반적인 의미는 ‘성과를 얻기 위해 공동체

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타학문에서의 리더십 활동

리더십에 관한 문헌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적

용되고 있다. 즉, 신학에서 변혁적 리더십(Jeon 
and Hwang, 2020), 사회체육학에서는 감성적 리

더십(Jung, 2021), 교육학에서는 공유리더십(Lee 
and Jung, 2021), 정치학에서는 창의적 리더십

(Jung, 2021), 심리학에서는 코칭리더십(Piao et al., 
2019)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 코칭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지속적 

학습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부하와 상사와의 상호

작용에서 관계적 에너지는 지속적 학습활동과 코

칭리더십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Piao et al., 2019). 즉, 리더십의 영향력은 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어, 리더십 활동은 학습과 관련

된 정적인 에너지원이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학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의 속성을 가지고 사도바

울의 사역에서 이러한 리더십의 속성을 탐색하고 

있었다(Jeon and Hwang, 2020). 또한 체육지도에

서 감성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영향

요인이 되었다(Jung, 2021). 공유리더십은 팀 구성

원 전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책임과 지식을 공

유하며, 총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성인교육에서 효과적이었다(Lee and Jung, 2021). 
창의적 리더십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리더십 역량

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Jung, 
2021). 

다. 간호학에서의  리더십 활동

최근 문헌을 중심으로 간호학에서 간호대학생

의 리더십 활동은 교과목 내에서의 리더십 활동

과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자질과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교과목 내에서는 팀 기반 시뮬

레이션 학습활동과 임상실습활동에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다(Dong and Choi, 2016; 
Yang, 2019). 이러한 교과목에서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보다 간호대학생들간의 협업이 학습동기와 

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리더십을 향상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자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Bae and Kim, 2017), 
진로준비행동(Jang and Moon, 2016) 등이 셀프리

더십을 발휘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자질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과업지향성, 책임감, 도전의식, 미래지

향성, 대인관계, 만족도와 관련되고 있었다(Bae 
and Kim, 2017). 

라. 간호학에서의 리더십 활동 관련 개념

간호학에서 리더십 활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

기주도성 활동을 들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활동에는 주로 교과목과 관련된 자기주도

성 활동이 연구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간호

대학생은 학습관련 디브리핑에 참여한 경험이 학

습자 주도의 경험으로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Choi, 2019). 또한 심리상태인 분노

나 행복감(Kim, 2020), 사회적 성숙도, 전공만족

도가 자기주도성의 영향요인이었다(Choi, 2017). 

마. 이론적 단계에서의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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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지표, 잠정적 의미

이상의 문헌고찰로 도출한 간호학에서의 간호

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면, 
리더십 활동은 학업과 관련한 리더십 활동을 중

심으로 간호대학생의 성향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다. 또한 타학문에서는 다양한 리더십을 연구하

고 있었으며, 대학생 리더십 향상을 위해 교육연

극을 통해 심리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연구도 있

었다(Kim, 2018). 
이러한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 학

문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개인 특성과 

간호 특성을 함께 가지는 차원으로 융합되어 있

었다. 문헌에서의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선행요인은 두 가지 측면(자기조절, 대인관계성)
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먼저, 자기조절의 측면에서 리더십 활동은 셀

프리더십으로 측정되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

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과를 올리는 속성

의 개념으로(Dong and Choi, 2016), 리더십 활동

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자기조절을 

구체화한 지표는 ‘활동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에서 리

더십 생활기술과 성취동기(Bae and Kim, 2017), 
진로준비행동(Jang and Moon, 2016), 디브리핑 경

험(Choi, 2019)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

십 활동의 다양성은 ‘개방적 사고’의 속성으로 

통합되어 ‘개인 특성’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성’의 선행요인을 들 수 있

었다. 문헌에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은 대인관계

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개념으로 드러나, 
자기조절과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에 ‘대인관계

성’을 선행요인으로 할 수 있었다. 관련된 내용으

로 교과목에서의 협동능력(Dong and Choi, 2016; 
Yang, 2019), 사회적 성숙도(Choi, 2017), 책임감과 

만족도(Bae and Kim, 2017) 등으로 팀 활동에서 

‘문제해결력’의 속성으로 연결되어 ‘간호 특성’의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이론적 단계에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

동의 잠정적 정의는‘자기 조절과 대인 관계성을 

근간으로 활동의 다양성과 협동력으로 나타나는 

개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내포하는 주도적 활

동’을 의미한다고 파악되었다(<Table 2> 참조).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Preceding 
factors

Personal
value open-mind variety of 

activities self-control

Nursing 
value problem-solving  ability of 

cooperation relationship

<Table 2>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and 
Preceding Factor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Literature Review

2. 현장작업 단계

현장작업 단계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리더

십 활동은 주도성을 가진 상호작용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표현 영역과 사회적 성장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료분석에서 내면의 긍정적 변화, 적성을 찾

음은 만족감으로 성과중심의 활동, 팀워크 개발

은 자율성의 속성으로 자기표현 영역을 나타내었

다. 또한 봉사활동의 다양성, 학업동아리 조성은 

도전의식으로 최선을 다함, 다양한 역할을 담당

함은 책임의식의 속성을 가지고 사회적 성장영역

을 나타내었다.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Self expression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utonomy having power

Social growth
mind of challenge preference

responsibility social relationship

<Table 3> Dimension,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Field 
Work



김 정 수

- 672 -

이상과 같이 현장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자기 

표현 영역은 만족감과 자율성이 속성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적 성장 영역은 도전의식과 책임의식

을 속성으로 리더십 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Table 3> 참조).

가. 자기표현 영역

 (1) 만족감

만족감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서 느끼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감정이다. 만

족감은 활동 속에서 적성을 찾으면서 긍정적 변

화를 느끼는 것이었다. 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표현하는 감정으로 학업에 흥미를 

가진 리더십 활동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저는 토론을 했던 것이 좋았어요. 답사가면서, 

이중섭 선생님 그림도 보고, 유적지도 가보고 했는

데.. 친구들이랑 책이랑 영화같은거 보고 의견을 

써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에서 하나의 주제로 토론해 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참여자 2)”

 (2) 자율성

참여자들은 학업을 위해 팀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성과를 올렸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 활동은 구성원의 자유 의

지를 가지고 팀워크를 개발하며 성과중심의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팀 활동은 적극적인 편이에요. 저는 약 이름 외

우는 원리를 제 방식대로 정리요약을 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유를 했어요. 친구들도 좋아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참여자 7)”

나. 사회적 성장 영역

 (1) 도전의식

도전의식을 참여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

동에서 나타나는 속성이었다. 참여자들은 학업이

외에 간호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관심과 흥미로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도전

의식은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성을 

경험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

하고 있었다. 

“입학했을 때, 공부보다 봉사해보고 싶어서, 제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봉사했어요. 챠트정리나 병

원내 약국에서 했어요.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찾아

서 병원 관련된 봉사를 했어요. 병원에는 전화해서 

봉사활동 신청하면, 날짜 잡아서 하고는 했어요. 

실습 전에 병원을 이미 한 번씩 봉사를 한 거니까, 

실습적응을 잘 할 수 있었고. 동기부여도 되었고, 

자신감도 길러졌어요. 낯선 곳에서도 나 혼자 있어

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

자 3)”

 (2) 책임감

참여자들은 교과 활동에서 본인이 관심을 가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으

로써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책임감은 사회

적 관계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책임감은 참여자 본인의 맡은 부분을 성실히 주

도적으로 해나가는 리더십 활동의 속성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더 적극적이게 되고, 팀을 구성해서 내가 맡은 

부분이니까 좀 더 공부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되요. (참여자 5)”

3. 최종분석 단계

최종분석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이론적 단계

의 문헌 분석과 현장작업 단계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속성과 지표를 규명하였다. 이론적 단계

에서의 차원과 속성은 개인특성와 간호특성 차원

에서 개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의 속성이 도출되

었고, 현장작업 단계에서는 자기표현과 사회적 

성장 차원에서 만족감, 자율성, 도전의식, 책임감

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차원과 속성을 비교분석하여 의

미가 서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최

종 분석을 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개인역량 차

원에서는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성의 속성으

로, 조직역량 차원에서는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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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속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표

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Table 4>).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Personal
competence

open-mind variety of activitie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utonomy having power

Organizational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of cooperation
mind of 
challenge preference

responsibility social relationship

<Table 4> Dimension,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Final 
Stage

가.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차원, 속성 및 

지표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적용한 개념분석으로 이

론적 단계와 현장단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은 자기 조절력과 대인관계성을 기반

으로 자기주도성을 가진 역량개발의 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리더십 활동으로 명명한 

간호대학생들의 활동에는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한 교과내·외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서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에서 간호 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차원은 

개인역량 차원과 조직역량 차원으로 개인의 자질

을 향상시키는 측면과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에 의

해 성장되는 리더십의 속성까지 포함하였다. 개

인역량 차원의 속성은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

성이었으며, 조직역량 차원의 속성은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책임감이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리더

십 활동은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성에 기반하

여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 내에서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활

동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를 통합하여 

각 속성에 대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개인

역량 차원의 속성에서 개방적 사고의 지표는 활

동의 다양성, 만족감의 지표는 학업성취도,  자율

성에 대한 지표는 재량권을 발휘함이었다. 조직

역량 차원의 속성에서 문제해결력의 지표는 협동

력, 도전의식의 지표는 선호도, 책임감의 지표는 

관계성으로 도출되었다.

나.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의 정의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에서 추출된 속성

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은 개인역

량 차원에서 개방적 사고, 만족감과 자율성으로 

조직역량 차원에서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책임감

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포괄적인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은 개인

역량 차원과 조직역량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속성은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성,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책임감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활동은 

리더십 역량과 연결되어 간호학사 과정의 학습성

과의 영역이다. 장래 병원조직에서 필요로 한 간

호사의 자질로 함양되어야 하며, 리더십 활동으

로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Grobbel et 
al., 2016). 

본 연구결과의 사회적 관계 지표인 책임감 속

성의 조직역량 차원에서의 리더십은 건강전문직 

분야의 상호교류적인 교육에서의 리더십(Reitsma 
et al., 2019)이 있었다.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전문직 자아개념, 대인관계와 리더십에 

영향을 받았다(Dong and Choi, 2016). 즉, 임상수

행능력은 대인관계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속

성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관계 지표를 뒷받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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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교과내 

의 학업 및 과제 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주도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비교과 활동 등을 포함하여 

리더십 활동을 하고 있었다. 리더십 활동의 일반

적 정의는 성과를 얻기 위해 공동체를 이끌어가

는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항

상 변동될 수 있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리더십 활동은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표현되기

도 한다. 리더십 활동의 학업성취는 간호대학생

의 자기주도성을 경험하는 단계에 따라 인식과 

학습전략에서 학습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Lee and Kim, 2018). 
또한 본 연구결과의 조직역량의‘도전의식’와 

개인역량의‘학업성과’와 연결된 개념으로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선행연구에서‘새로운 활동

에 도전하기’와‘성취감’(Kim, 2017)이 있었다. 이

는 본 연구의 개념분석이 선행연구의 개념을 포

괄하는 통합적인 분석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

밖에 국외문헌의 간호실무프로그램의 활동에서의 

자기주장훈련과 리더십 기술은(Green, 2018), 리더

십 활동이 간호실무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

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역량의 개방적 사고와 자율성

의 속성은 내적영역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지과정, 감정의 조절력

과 타인의 이해가 리더십의 영향요인이었다(Kim, 
2017). 또한 외향성과 친화성의 성격이 감성지능

과 관련되어 리더십을 높이며, 개방성과 성실성

은 부분적으로 감성지능을 높였다(Ha, 2017). 
본 연구에서는 조직역량의 협동력의 속성과 관

련하여 참여자들이 팀워크로 학습하는 과정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의 리더십 사례연구에

서 교육연극에서 나타나는 협동력 활동(Kim, 
2018)이 팀워크의 다양한 형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성, 문제해결력, 도전의식, 책

임감을 리더십 활동의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이

와 달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간호리더십의 

개념의 속성은 개인의 성장, 협력, 간호탁월성, 
창의적 문제해결, 영향력이었다(Kim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문헌고찰의 범위, 연구방법 및 대

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간호대학생의 리더

십 활동이 간호리더십으로 연속될 수 있는 속성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이상의 문헌과 비교하며 통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은 개인이 영향

력을 갖고 조직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

며, 개방적 사고, 만족감, 자율성, 문제해결력, 도

전의식, 책임감의 속성이 내포된 포괄적인 간호

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으로 리더십 역량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동에 대해 

문헌고찰과 자기주도적 교과내·외 활동에서의 리

더십 활동의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이론과 실제

가 조합된 포괄적 속성, 지표, 정의를 밝혀 그 의

미를 형성한 것이 의의를 둘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로 후속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 활

동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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