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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clinical competence and factors related to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210 students in three different schools 
located in D, B and P metropolitan cities, Korea. Data were using PASW (SPSS) 18.0 program, and included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s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ego-resilience (r=.40.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r=.58, p<.001), and self-leadership (r=.14, p=.043). Variables such a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ego-resil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health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explained 48% of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a 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clinical 
competence of student nurses is needed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ego-resil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health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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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발달, 소비자 권리의식 

변화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역량강

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Ko et al., 2013). 특히 간호

학은 인간중심의 실용학문으로, 임상실무에 필요한 간호기술

과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의 간호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성과 지표이다(Ko et al., 2013; Park et al., 2012).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인증평가의 틀로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전문직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우선, 역량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지식과 기술, 인성이나 태도, 자질 등의 총체적인 특성이

다(Ha & Choi, 2010; Ko et al., 2013). 또한 임상수행 능력은 

특정간호 실무에서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자신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 태도, 판단 등의 역량을 조합하여 바람직한 간

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ampbell & 

Mackay, 2001; Ko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임상수행 

능력은 임상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간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게 되므로(Campbell & Mackay, 2001), 숙련된 임상수행 

능력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Shin, 

Lee, & Lim, 2010). 이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 개

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Hur & Roh, 2013). 

특히,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은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체를 다양한 임상사례를 통해 재구성되므로, 임상실습이 

임상수행 능력의 향상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Lee & Park, 2013). 그러나 임상현장에서의 간호학 임상실습

은 실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르

며(Shin, Shim, & Lee, 2013), 이로 인해 직접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관찰위주의 교육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수행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haung, 

2011; Shin & Cho, 2012; Shin et al., 2013; Park et al., 2012). 

이에 간호교육계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전략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교

과목이나 암환자 임상수행 능력, 리더십 등에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Ko et al., 2013)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

은 간호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적용하고 분석, 종

합 및 추론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는 자신의 의견을 논

리적으로 제시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에(Kwon et al., 2006; 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임

상수행 능력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내적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

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으로(Manz & Sims, 

2001),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임상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를 인식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DiLiello & Houghton, 2006). 또한 셀프리더십은 내적특

질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Yang & Moon, 2011). 한편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

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ang & 

Kwag, 2013), 이에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내적문제와 외적문제를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간호학 교

육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전공교육과 실습교육의 학습적응에 

영향을 미친다(Park, 2009).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

적응과 임상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Lee & Park, 

2013)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정서적, 인지

적, 성격적 및 행동적 요소 등 다차원적 개념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Block & 

Kremen, 1996; Park et al., 2012)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 능력의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Blackman, 

Hall, & Darmawan, 2007; Jang & Kwag, 2013; Shin & Cho, 

2012), 전문직자아개념(Memarian, Salsali, Vanaki, Ahmadi, & 

Hajizadeh, 2007; Shin & Cho, 2012) 등의 전공학 관련요인, 

비판적 사고성향(Facione et al., 1994; Jang & Kwag, 2013; 

Kwon et al., 2006; 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 셀프리더십(Park et al., 2012), 자아탄력성

(Lee & Park, 2013), 자아효능감(Park et al., 2012) 등의 정서

적 요인을 보고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실습교육 만족도, 비

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 

이들 대부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

련 특성, 정서적 요인을 단면적으로 다룬 연구들이며, 임상수

행 능력에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전공관련 특성, 정

서적 변인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

이 임상수행 능력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설명하

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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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자아탄력성, 비판

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

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

수행 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시, B시와 P시에 소재하는 3개교의 간호대학에

서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effect size=.15), 요인 통계

적 검정력 .95로 예측변인 10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

는 172명 이상이 요구되었으며, 불충분한 응답수와 회수율을 

고려하여 24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0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연구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설문지

는 총 21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8

부를 제외한 총 21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임상수행 능력 

임상수행 능력은 특정 간호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Barret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9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

육/협력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과 전문직 발전 9문항

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자신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46점에서 최고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

도 계수 Cronbach's ⍺=.95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
=.98이었다.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하

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하며(Manz, 1983), 본 연구

에서는 Manz (1983)가 개발한 도구를 Kim (2002)이 번안하고 

우리나라 에 적합하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

항, 자기비판 3문항과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

을 의미한다. Kim (2002)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7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89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주어진 문제해결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

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히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

적 성향을 의미하며(Facione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Yoon (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

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과 객관성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

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적문제와 외적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과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Block & Kremen, 1996),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 (1996)이 개발한 한 도구를 Yoo

와 Shim (2002)이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도 은 수  외

286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83 기본간호학회지 21(3), 2014년 8월

이 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 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4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

고 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Jang & Kwag, 2013; Kim, 2012; 

Lee & Park, 2013;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과 관

련된 것으로 나타난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를 포함하여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하였다. 전공 관련 특성은 

선행연구(Blackman et al., 2007; Jang & Kwag, 2013; Shin & 

Cho, 2012)에서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

취도,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졸업 후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학

업성취도는 4.0이상은 ‘상’, 3.0∼3.9는 ‘중’과 2.0∼2.9는 ‘하’

로 측정하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 졸업 후 취업, 고

교성적,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와 기타로 측정하였다. 졸업 후 

계획은 병원간호사와 학교간호사, 지역사회간호사, 산업간호

사, 해외취업, 기타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

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수행 능력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과 임상수행 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세이었고, 여학생이 85.2%이었으며, 3학년이 78.6%, 종교

는 없는 대상자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는 ‘보통이다’가 68.1%, 교과 외 활동은 ‘소극적이다’가 38.5%,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2%, 실습교육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4.8%, 학업성취도는 ‘중’이 63.3%, 간호학과 지

원동기는 ‘고등학교 성적’ 33.8%, 졸업 후 진로는 ‘병원 취업’

이 67.1% 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성별(t=5.30, p=.022)

과 학년(t=5.38, p=0.21), 주관적 건강상태(F=11.08, p=.001), 교

과 외 활동(F=6.58,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에 따른 각 변인의 결과는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

은 4학년이 3학년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가 ‘나

쁘다’보다, 교과 외 활동은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이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상수행 능력이 높았다. 전공 관련 특

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이론교육 만족도(F=7.31, p<.001)

와 실습교육 만족도(F=1.65, p=.027), 학업성취도(F=3.93, p=.02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른 각 변인의 사후검

정 결과는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는 ‘만족한다’

가 ‘불만이다’ 보다, 학업성취도는 ‘상’이 ‘하’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임상수행 능력이 높았다(Table 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6점 중 39.68점, 비판적 사고성향

은 90점 중 65.37점, 셀프리더십은 90점 중 62.22점 이었으며, 

임상수행 능력은 225점 중 149.8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은 자아탄력성(r=.40, p<.001), 비판

적 사고성향(r=.58, p<.001) 및 셀프리더십(r=.14, p=.043)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비

판적 사고성향(r=.21, p=.002), 셀프리더십(r=.14, p=.037)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

향은 셀프리더십(r=.15, p=.03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

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

의 상관관계 계수는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변수들 간의 독립

성이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0.89이상이고,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는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교과 외 활동과 전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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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Clinical Competenc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Variables Categories N (%)
Clinical competencies

Mean±SD F/t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2.94±2.74
0.19

(.664)
>25 180 (85.7) 149.62±18.74
25  30 (14.3) 151.23±18.95

Gender Male  31 (14.8) 142.77±17.34 5.30
(.022)Female 179 (85.2) 151.08±18.74

Year 3rd 165 (78.6) 148.30±18.62 5.38
(.021)4th 45 (21.4) 155.53±18.24

Religion Yes  92 (43.8) 150.73±19.01 0.59
(.444)No 118 (56.2) 148.73±18.42

Perceived health status Gooda)   14 (6.7) 146.93±13.00 11.08
(.001)
b>c

Moderatob) 143 (68.1) 153.71±19.22
Poorc)  53 (25.2) 140.23±14.92

Extracurricular activity Gooda)  63 (30.5) 155.80±17.40 6.58
(.002)

a>c
Moderatob)  65 (31.5) 150.29±19.75
Poorc)  81 (38.5) 144.78±17.61

Nursing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with
theoretical education

Satisfieda)  88 (42.0) 154.32±17.15 7.31
(.001)

a>c
Moderateb)  82 (39.0) 149.33±22.18
Dissatisfiedc)  40 (19.0) 141.10±8.9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Satisfieda)  87 (41.4) 153.72±16.65 1.65
(.027)

a>c
Moderateb)  94 (44.8) 147.98±17.45
Dissatisfiedc)  29 (13.8) 144.38±25.84

Academic performance Higha)  34 (16.2) 156.74±18.26 3.93
(.021)

a>c
Middleb) 133 (63.3) 149.71±17.26
Lowc)  43 (20.5) 144.86±22.14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12 (5.7) 158.08±13.45

0.85
(.517)

Recommendation of others  60 (28.6) 151.48±18.384
Employment guarantee  58 (27.6) 149.78±21.91
High school record  71 (33.8) 147.68±17.66
Nurse's good image   2 (1.0) 149.00±0.00
Others   7 (3.3) 144.71±11.16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141 (67.1) 149.16±18.60

1.80
(.115)

School   10 (4.8) 165.50±21.20
Community   20 (9.5) 152.30±17.10
Occupational   19 (9.0) 147.89±17.31
Abroad   13 (6.2) 144.38±23.57
Others    7 (3.3) 149.86±5.27

†Tukey-test

Table 2. Levels of Clinical Competencies,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Self-leadership      (N=210)

Variables Mean±SD Observed range Potential range

Clinical competencies 149.85±18.74 94-206 46-225
Ego-resilience 39.68±6.76 21-53 14-5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65.37±6.05 46-88 18-90
Self-leadership 62.22±7.28 48-78 18-90

특성 중에서는 이론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

도로 유의한 상관변인을 선택하였으며, 각 명목변수는 0과 1

의 값만을 갖는 이항변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와 교과 외 활동은 ‘적극적이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는 ‘만족한다’, 학업성취도는 ‘상’을 

기준으로 각각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

성, 셀프리더십 변인을 투입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β=.44, 

p<.001)과 자아탄력성(β=.24, p<.001), 실습교육 만족도(β=.20,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13, p=.022)와 학업성취도(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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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udy Variables                                                                  (N=210)

Variables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Self-leadership

r (p) r (p) r (p)

Clinical competencies .40 (.001) .58 (.001) .14 (.043)
Ego-resilience .21 (.002) .14 (.03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15 (.033)

Table 4.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ies    (N=210)

Variables
Model

β t (p)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44 8.03 <.001

Ego-resilience .24 4.55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ducation

.20 3.75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3 2.31  .022

Academic performance* .12 2.64  .009

 R2 .48

 Adj. R2 .48

 F (p) 14.60 (<.001)

*Dummy Coded: Perceived health status (Moderato=d0, Low=d1); 
Academic performance (High=d0, Middle=d1).

=.12, p=.009)이었으며,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이들 변인의 설

명력은 48%였다(F=14.60, p<.001). 

논    의

간호교육의 패러다임은 보건의료계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임

상실무를 비롯한 수요자로부터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

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요청받아

왔다(Ko et al., 2013). 특히 임상수행 능력은 간호교육의 중요

지표로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간호사의 능력수준을 평

가하는 주요요인이므로(Park et al., 2012),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관련변인을 알아

보고 확인된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은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는 보통이다가 나쁘다 보다 높았고, 교과 외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수록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

상수행 능력이 높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 

능력이 높게 보고된 Kim (2012)의 결과와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임상수행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Jang & Kwag, 2013) 결

과와는 상이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년에 따

른 차이는 선행연구(Lee & Park, 2013; Park et al., 2012)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별 교육과정의 단계적인 

진행의 결과로 보여진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

은 학생이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Yang & Moon, 2011)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결과(Jang 

& Kwag, 2013)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이는 양호한 건강상

태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임상수행 능

력을 높게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과 외 활동에 따른 차이는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보고된 결과(Yang 

& Moon, 2011)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과 외 활동은 정규교과 

과정에서 부족한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대인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모임은 협동심과 배려

심, 책임감, 자신감 등을 함양할 수 있다. 한편 간호는 간호사

와 대상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하

는 과정으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길러진 사회성과 리더십 

등은 임상수행 능력에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교과 외 활동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추후연구

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따른 임

상수행 능력의 차이는 선행연구( Blackman et al., 2007; Jang 

& Kwag, 2013; Lee & Park, 2013; Shin & Cho, 2012; Yang 

& Moon, 2011)의 결과와 일관된다.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

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는 전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임상수행 능력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은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자아탄

력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에서 임상수

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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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행 능력을 48% 설명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여러 선행연구(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Shin & Cho, 2012)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

행 능력과 높은 순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많은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고하였

다(Park et al., 2012).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비

판적 사고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Memarian 

et al., 2007; Park et al., 2012), 이는 간호학 교육목표 중에 

하나인 비판적 사고능력(Ko et al., 2013)을 육성하는 간호교

육과정의 성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상황을 분

석하고 추론하여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향(Kwon et 

al., 2006)이 함양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비판

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주

요변인은 자아탄력성이었으며, 이는 Lee와 Park (2013)의 결

과와 일치한다. 높은 자아탄력성은 간호상황의 내외적문제에 

노출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Tugade & 

Fredricson, 2004). 이는 임상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행위의 동

기를 결정하고 행동방향을 결정짓는데, 궁극적인 능력을 향상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Park, 2009). 이에 간호학문은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

서 학습적응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학습적응의 어려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유연

하게 대처하게 되므로(Lee & Park, 2013), 이는 임상수행 능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내외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 능력에 약한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요인으로는 나타나

지 않았다.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

(2012)의 결과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DiLiello & 

Houghton, 2006; Javadi, Rezaee, & Salehzadeh, 2013)의 결과

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활의 학년과 임상간호사의 임

상경험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며, 본 연구는 3학년이 78.6%인 

반면 Park 등(2012)은 3학년이 29.4%로 학년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에서는 두 연구의 결과가 상이

하므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호사

는 임상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때 직무몰입과 

직무수행능력의 주요요인(DiLiello & Houghton, 2006)으로 보

고된 결과와 간호조직의 팀 구축의 요인(Javadi et al., 2013)으

로 강조됨을 고려해 볼 때 간호교육에서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선천적인 자질

보다는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으로 셀프리더십이 개발되므로

(Manz & Sims, 200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위한 다양

한 지원과 반복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

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 등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

향,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은 실

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에 따라 임상수

행 능력이 달라지므로 일반적 요인과 전공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

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전공관련 특성, 정서적 요인의 

변인만 설명하였으나 교수학습법과 교과과정 등의 기타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일부 도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

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제

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 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

상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자아탄력성, 실습교육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학업성취도 

등으로 임상수행 능력을 48%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실습교

육을 만족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본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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