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290 -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는 중국 우환에서 시작한 전염병으로 세계적

으로 확산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전역에 감

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

다[1]. 이에 교육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

면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2], 이론교과목의 경우 대부분 전통적

인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실습교과목들도 제한적인 임상실습이나 교내실습 또는 온

라인실습 등의 수업으로 대체되었다[3].

간호교육은 간호학과 학생이 임상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

술, 태도 등의 핵심간호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향후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한다[4]. 간호교육 중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연계하여 임상수행능력을 지닌 간호사

로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5].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으로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여 질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며 핵심기본간호술기와 의사소

통능력을 적용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힘

으로 임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6].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에서 능숙하게 지식, 기술을 적절

하게판단하여수행하는것을보여줄수있는능력이다[7]. 임

상수행능력은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해주는 것에

목표를두고있으며임상간호수행능력에는돌봄, 의사소통, 협

동및전문적인자아성장이포함된다[8]. 간호대학생의임상수

행능력은전문직간호사가되기위해필수적인조건임에도불

구하고선행연구들에서는 [9.10] 중간보다조금높은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임상수행능력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의

규명이 필요하다[11].

임상실습 만족도란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타내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임상실습 교과목, 내용, 지도, 환경, 실습시간, 평가

등의영역에서나타나는긍정적인반응이다[12].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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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Covid-19 상황에서 3, 4학년에 재학 중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Duncan test, 관계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3.21±.53

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26±.51점, 간호전문직관은 3.28±.43점이었으며,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에 따라 21~25세가 30세 이상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전문직관의 설명력으로 21.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고려하여 임상수행능력과과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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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은 높아지는 것

으로나타났으며[13], 현재임상실무만족도와대상자만족도를

평가하는것이중요한만큼간호대학생들의임상실습만족도를

평가도 중요하다[14]. 이러한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는 다

른목적으로는현재질높은간호를제공하는개념으로떠오르

고 있기 때문이다[15].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담당 간호사의 간호과정이나 직업적인 견해를 말한다

[16]. 간호전문직관은스스로의직업관점, 타인관점, 의사결정

능력과관련있으며질높은간호를제공할수있는것에영향

을줄수있다. 또한임상실습을통하여병원사회에대해접근

성이 높아지게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되므로 현재 간

호교육에서는 임상실습의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임

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이

들간의관계를확인하여간호전문직관에영향을미치는파악

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대학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함이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COVID-19 상황에서간호대학생의우울, 스트레스의정도

를 파악한다.

2) COVID-19 상황에서간호대학생의대학생활적응을파악

한다.

3) COVID-19 상황에서간호대학생의대학생활적응에영향

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4) COVID-19 상황에서간호대학생의우울, 스트레스의정도

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4년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여, 의

사소통능력이 임상수행능력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 2개의 4년제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COVID-19 상황에서 3, 4학년에 재학하

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본 연구에 목

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

들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측정을 위해서 이원희

등[18]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척도를 최미숙[19]이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

상수행능력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

으며,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미숙[19]의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2.3.2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의 측정을 위해서 조결

자 등[20]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척도를 이순희 등

[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임상실습 만족도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순희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9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측정을 위해서 윤은자

등 [22]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척도(Korea Nurses

Professional Values, K-NPV)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간호전문직관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되어 있으며,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윤은

자[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G도 대학교 대상으로 각 학과의 대표를 통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동의를 얻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연

구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0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배부된 134부

의 설문지 중 12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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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을산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

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에따른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

능력, 임상실습만족도의차이는 t-test 및 ANOVA로분석

하였고 사후 검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의관계는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실시하

였다.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

점에 평균 2.34±.31점이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6±.50점 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

균 3.28±.4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Mean±SD Range

clinical performance 3.21±.53 1~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26±.51 1~5

Nursing Professional 3.28±.43 1~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

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전문직관은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사후 검정결과 21~25세가 30세 이상보다 간호전문직

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1, p=.002)(Table 2).

3.3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

수행능력(r=.27, p<.001)과 임상실습만족도(r=-.26, p<.001)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

도는 임상수행능력(r=.32,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clinical performance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2
(<.001) 1

Nursing Professional .27
(<.001)

.26
(<.001) 1

3.3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2.312로 2와 가깝

고 0이나 4와 멀어져 있으므로 잔차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변인 간의 공선성 검정 결과 공차한계는 0.846으로 1.0 이

하였고, 분산팽창요인은 4.083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임상수행능력(β=.204,

p=.001), 임상실습만족도(β=.194, p=.001)로 나타났으며,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21.4%였다

(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Spec. B SE β t p    

Constant 2.648 .308 7.46

Year .483 .067 .412 4.53 .266

clinical performance .218 .061 .204 3.29 <.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09 .058 .194 4.71 <.001

Adusted R²=.21.4  F=12.094( p<.001)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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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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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
cs Categories n(%)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4(19.3) 3.26±.51 -1.70

(.086)
3.21±.40 .26

(.386)
3.23±.34 1.60

(.119)Female 148(80.7) 3.28±.53 3.23±.42 3.26±.25

Year
21~25 76(61.2) 3.25±.56

1.08
(.621)

3.18±.48
5.24

(.119)

3.48±.51 5.31
(0.002)

a>c
26~30 28(22.5) 3.24±.60 3.21±.42 3.21±.43
30 이상 20(16.3) 3.21±.43 3.26±.64 3.08±.65

Degree
3-yearc 68(54.8) 3.18±.58 5.13

(.568)
3.24±.53 0.53

(.476)
3.34±.43 1.49

(.164)4-yeard 56(45.2) 3.19±.51 3.19±.57 3.40±.5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ery good 18(14.5) 3.22±.63

-0.27
(.701)

3.21±.52

-0.71
(.900)

3.39±.49

5.74
(.608)

good 41(33.0) 3.01±.48 3.26±.56 3.24±.53
moderate 51(41.1) 3.23±.49 3.10±.36 3.23±.45
poor  9(7.25) 3.18±.39 3.16±.42 3.12±.44
very poor  5(4.03) 3.13±.43 3.42±.47 3.16±.39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46(37.0) 3.24±.38
1.57

(.240)

3.34±.49
-1.29

(0.139)

3.24±.43
2.34

(.352)moderate 70(56.4) 3.16±.62 3.39±.51 3.32±.47
Bad  8(6.45) 3.53±.68 3.32±.53 3.19±.48

Admission 
motivation

High school rate 16(12.9) 3.24±.46
0.23

(.712)

3.21±.46
1.50

(0.781)

3.24±.61
2.28

(.214)
Appropriate aptitude 42(33.8) 3.46±.53 3.19±.53 3.23±.59
Employment rate 57(45.9) 3.24±.35 3.23±.52 3.25±.33
Etc.  9(7.25) 3.19±.49 3.28±.43 3.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