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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 인력의 질 향상을 한 국가  차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에 있어서도 임상실습교육에 한 평가 가 치가 증

가하면서 그 요성이  더 강조되어가고 있다. 간호학생

들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 을 충족시키기 해 병원기 에서

부터 지역사회 보건의료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에서 

1,000 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Yang & Hwang, 

2014).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로 하여  간호 장에서 직

 환자와 하면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교육과 간호술

기를 용하게 하고, 비  사고, 분석  기술, 의사소통능력

과 시간 리 기술을 익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Lofmark & Wikbald, 2001). 그러나 간

호학생들에게 임상실습교육은 학교가 아닌 외부 실무 장이

라는 낯선 환경에 응해 나가야하는 도  과제이다. 간호

학생들은 처음 하게 되는 실습환경의 낯설음뿐만 아니라, 

아침 일  는 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실습시간, 그리고 

학교 밖 원거리 실습 등 여러 가지 스트 스 상황에 놓여지

게 된다. 이 외에도 차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의료소비

자의 증가와 그 어느 때 보다 고객만족을 요하게 생각하는 

의료․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간호학생들은 높은 스트 스

에 노출되고, 학생신분에서 오는 역할한계 등으로 축되는 

경우가 많다(Kim, Sun, & Kim, 2009; Park & Ha, 2003). 

이에 간호 교육자들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과 련된 어

려움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한 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 일환으로 간호학생들을 상으로 

임상실습과 련된 스트 스원(Lee & Jun, 2013), 스트 스 

처방법에 한 인식유형(Oh, 2000), 비 , 성찰  임상실

습경험(Jo, 2003)에 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한

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 스 처에 한 국내외 선행

연구로는,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주  스트 스와 이에 따

른 신체-정신-사회  반응  처행 에 한 조사연구(Chan, 

So, & Fong, 2009)와, 내러티  심의 내용분석을 통해 임상

실습 응과정을 기술한 연구(Son, 2014) 등이 있었다. Chan 

등(2009)의 연구는 처행 를 4가지 유형으로 나 어 구성한 

처행  질문지(coping behavior inventory, CBI)를 이용하여 

조사한 양 연구로 처행 유형을 연구자가 미리 제시함으로

써 힉생들의 주  경험을 알아내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

다. Son (2014)의 연구는 내러티 형식으로 작성된 임상실습 

보고서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어떤 

입장으로 자리매김(positioning)하는지에 촛 을 맞춘 연구로 

학생들의 처에 한 반 인 경험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특히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원 에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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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통해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겠으나

(Kwon & Seo, 2012), 스트 스를 지각하는 간호학생 스스로 

임상실습 스트 스에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를 악하는 것

은 임상실습 처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단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임상간호 장에서 간호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상실

습과정 반에 걸친 처경험에 한 탐색  연구가 요구되

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간호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총체

으로 보여  수 있는 질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인간행 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가장 한 연구방법으로는 질  연구  근거이론방

법이 주로 용되어 오고 있다(Corbin & Strauss, 2008). 처

는 스트 스가 개되기  측단계부터 결과단계에 이르기

까지 특정 시 에서의 상황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므로 다양한 임상실습환

경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을 상으로 고유한 문화  특성과 

상황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처과정을 이해하고 처요인

과 그 결과를 이해하기 해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간호학과 3, 4

학년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간호학

생들에 한 이해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에서 요

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실습 역량을 증 시키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임상실습과정에서 간호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며, 실습, 환경, 인간 계 등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처경험을 학생의 

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

이다.

본 연구결과는 궁극 으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역량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지식체를 제공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질문은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어

떻게 처하고 있는가?’ 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험을 탐색하기 

하여 근거이론방법을 용한 질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방법

근거이론에서의 표본추출은 사람들 그 자체가 아니라, 작

용․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는 행동하

지 않는 것에 해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Corbin & Strauss, 

2008). 본 연구의 표본추출을 한 참여자는 임상실습을 경험

하고 있는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들  3~4학년 32명이었다. 

참여자 선정은 연구 타당도를 확립하기 해서 학교, 학년, 

성, 임상실습경험을 고려한 목  표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연구

자들이 임상실습 처경험에 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상자에게 질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개별면담 는 

포커스 면담 형태로 실시하 고, 1회 면담소요 시간은 40~80

분(평균 59.25분)으로, 상자에게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나

타나지 않는 이론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되었다. 답

변내용의 진실성이 연구의 질에 향을  수 있음을 강조하

여 면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어떻게 처하고 있

는가?’ 다. 이를 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면담

과 자료 분석 진행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되었다. 

∙ ‘임상실습을 나가기 , 나갔을 때, 마친 후의 느낌은 어떠

하 습니까?’

∙ ‘임상실습에서의 스트 스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임상실습에 의한 스트 스에 어떻게 처했습니까?’

∙ ‘임상실습에서의 스트 스에 처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

니까?’

연구의 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들의 학생이라는 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한 윤리  고려로 

먼  S 학의 기 생명윤리 원회(IRB)의 승인(SMU-C-13-11-03)

을 받은 후 실시하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 과 

진행과정, 자료수집방법과 녹취, 면담내용의 비 유지와 불이

익 사항이  없음과 연구 참여에 한 보상  도철회

가능 등을 설명하 고, 자발 으로 연구에 서면 동의한 상

자들에게 면담을 시작하 다. 한 연구자들은 참여 학생들에

게 학생으로서 면담내용으로 인해 개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면담내용은 연구를 한 목 으로만 쓰여질 것

임을 강조하 다. 면담내용에 한 비 유지를 해 필사본 

작성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구분표시로만 기록하

여 분석하 다. 면담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보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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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paradigm model of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녹음 된 면담내용에 해 필사본을 작성한 후 

실시하 다. 면담자료의 정확성을 해 연구자는 필사내용과 

녹음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오기  락내용을 확인하 다. 

자료 분석은 Corbin과 Strauss (2008)의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계

속 인 비교분석을 하며 자료들을 분석하 다. 첫 번째 분석

단계인 개방코딩을 해 필사된 면담자료내용을 한 씩 분

석해 나가는 행간분석방법을 통해 상에 이름을 붙여 개념

화한 후 유사개념끼리 통합하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다음 

단계인 축코딩에서는 범주와 하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 는데, 이는 매우 미묘하고 내재 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들 자료들이 연결되도록 조직하고 분류할 수 있는 틀이 도움

이 되는데 이를 해서 Corbin과 Strauss (2008)이 제시한 분

석틀인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이용하 다. 이 모형

의 구성요소는 심 상, 인과  조건, 맥락  조건, 작용  

상호작용 략, 재  조건, 결과이다. 마지막 분석단계인 선

택코딩에서는 범주들을 정련하고 통합하면서 연구의 주요 주

제를 나타내는 핵심범주를 도출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75세 으며 여학생 26명, 

남학생 6명, 학년은 3학년 11명, 4학년 21명이었다. 실습 경험

학기는 1~4학기로 평균 2.2학기 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처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임상실습 처경험 자료 분석 결과, 7개의 

범주, 15개의 하 범주, 46개 련 개념들이 도출되었다(Table 

1). 패러다임 모형을 용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험의 심 상  핵심범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해 노력하기’(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로 나타나 그

림으로 제시하 다(Figure 1). 각 패러다임 모형의 범주별로 포

함된 하 범주와 개념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심 상(Central phenomenon)

심 상은 상황을 유발하거나 조 하는 사건들에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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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pts, Subcategories, and Composition of Paradigm Related to Coping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Concepts     Subcategories   Categories
Composition of 

paradigm

Having vague feeling, or uncertainty
Being placed in a 
unfamiliar environment

Being placed in a 
unfamiliar 
environment

Causal conditionBeing anxious
Being excited
Not established instructive housing during clinical practice period 

Not a stable clinical 
practice conditions

Stressful clinical 
practice

Contextual 
condition

Feeling a threat to security
Burden of cost 
Incoherent attitude of clinical instructors

Various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s

Big deviation in educational circumstance
A sense of distance between nursing reality and the ideal
Burden of task

A heavy burdenPhysical burden
Psychological burden
Inexperience

A limited role as a student
Repetition of a assistant work
Lachrymosity 

Insecure right of a student
Insufficient student’s right in clinical practice 
Learning actively

 
Overcoming inexperience

Diverse coping 
strategie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Practicing basic nursing skills
Making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Behaving sensibly 

Receiving the recognition 
from the clinical instructors

Doing an nasty job
Taking the lead
Having positive mindset

Governing mind and body 

Talking empathetically 
Refreshing mood
Managing fitness
Clearing the mind
Avoiding
Assistance of clinical instructor

Support from people

Helpful coping 
resources

Intervention 
condition

Support and guide of professor
A preceding practice Personal experience before 

clinical practiceVarious experience of social activities 
Member composition for a practice 

Dynamics with partners
partnership among members
Increasing ability for relationship formation

Having adaptable capacity 
on the spot 

Becoming nursing 
personnel

Consequence

Growing familiar with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Improvement of susceptibility to recognize surroundings
Improvement of nursing skills
Open-minded and flexible attitude

Becoming mature
Becoming tenacious
An opportunity for self questioning
Realizing the importance of life
Being motivated to study

Confirming identity as a 
student nurse

Increasing self-esteem as a student nurs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clinical practice

Being found their aptitude and way for nursing 

있으며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 되거나 

계되는 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해 노력하기’ 다. 간호학생들은 

낯선 임상실습 장에서 정식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환 받지 못하고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의 치를 보며 응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한 간호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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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익 서 낯선 임상실습환경에서 간호사나 환자, 보호자

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해 노력하 다.

●인과  조건(Causal condition)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  조건은 상을 일으키거나 발

시키는 사건들로 구성된 원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인

과  조건은 ‘낯선 환경에 놓여짐(being placed in a unfamiliar 

environment)’이었으며 하 범주로 ‘막막함, 불안함, 설 임’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처음으로 임상실습 장(병

원, 지역보건소, 등)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여 짐으로써 측되

지 않는 상황에 해 막연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것을 비해야할지,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

야할지를 몰라 힘들어 하 다. 막막함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

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는 환자, 

보호자, 간호사 등 실습 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간호술기에 해 미숙한 자신을 인지하고 실수할까 , 그로 

인해 꾸 을 듣고 학교를 망신시키는 학생이 될까  불안감

을 가지고 있었다. 한 실습 시 육체 으로도 힘들다는 사

정보로 인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한편 막막하고 두려운 가운

데 실제 간호 장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면에서 실습에 

한 설 임도 있었다. 

정말 실습 기에는 교수님들이 희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하지 말고 치껏 해라 라고 하 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치껏 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이 백짓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

이랄까...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질문

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내일 가서 사고 치면 어떡하

지, 혼나며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어요. 학생이라고도 압이

나 이런 걸 못 믿으시면 어떡하나, 거부하시면 어떡하나가 제

일 컸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몰랐고 이런 두려움

이 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정신과를 처음 같을 때 거의 패닉상태 어요. 일반 병

동을 가도 처음엔 응하기 힘들었을텐데 질병에 해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혹여 내가 어떤 말을 해서 

환자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

서웠어요.

●맥락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  조건이란 어떤 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으로 

상에 속하는 사건들의 치를 말한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험의 경우 ‘안정 이지 않은 실습여건, 다양한 실습교

육환경, 과 한 부담감, 학생신분으로서의 역할한계, 보장되지 

않는 실습학생의 권리’의 다섯 가지 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안정 이지 않은 실습여건’으로는 교육 인 실습 숙

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안 에 을 느낌, 경제  부담

감의 세 개념이 포함되었다. 구체 으로 실습지가 학교에서 

거리가 떨어진 원거리 실습의 경우 따로 학생들을 해 기숙

사나 숙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시원, 모텔 등 교육

인 환경이 아닌 장소에서 실습을 다녀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오 실습의 경우 아침 6시~7시에 나가고 녁실습의 경

우 밤 9시~10시에 끝나 안 에 을 느끼는 문제도 있었다.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경우 추가 인 교통비가 들거나 실습

기간동안 기숙사 등의 기존에 확보된 숙소에 지불하는 비용 

외에 원거리 실습숙소에 숙소비를 추가 으로 지불해야하는 

경제  부담을 안고 있었다. 

두 번째 ‘다양한 실습교육환경‘에는 표 화되지 않은 장

지도자, 편차가 큰 교육환경, 간호 실과 이상과의 괴리감 등

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장지도자인 간호사들이 학생들에게 

차갑게 하거나 잘하지 못할 때 혼내는 경우에 학생들은 힘

들어 했다. 한 학교실습에서는 무균술 등을 교과서 으로 

배우는데 실제 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했다. 

세 번째, ‘과 한 부담감’의 범주에는 ‘과제부담감, 신체  

부담감, 심리  부담감’이 포함되었다. 신체   심리  부담

감은 실습 첫날인 경우 가장 심했다. 실습 에도 긴장하고 

오래 서 있는 경우가 많아 실습지에 따라 하루 종일 서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경우에도 힘들어했다. 한 실습뿐 만 아니라 장지도자 

는 실습강사로부터 부여되는 조사과제, 이스 발표 과제나 

퀴즈 등을 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실습이외의 시간

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신체  부담감이 가 되

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센스 있다고 칭찬하시고 어떤 

분은 잘못했다고 꾸 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 혼란스러웠어

요.  같은 병동이어도 별로 약물 믹스 같은 걸 해볼 기회

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못하고 바이탈만 재고 찰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희한테 

어려운 질문 안하시고 선생님들 성격도 무난하시고 할 일도 

당히 있으나 요령껏 쉴 때는 쉴 수 있고 보통 그런 데를 

꿀실습지라고 해요. 

첫 날은 되게 긴장하는 편이 요. 첫 실습이 하필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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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죠. 제가 아

침을 거의 안 먹어요. 실습하는데 정말 못 서있겠는 거 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앉았는데 다시 못 일어나겠더라

구요.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그냥 이 게 쓰러졌어요. 당

이 와 가지고 손이 막 이 고 떨리더라구요. 막 식은땀이 나

고....일  일어나야 하고 어디서 부를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

춰서는 안 되고 앉지도 못하고 치만 보니까...

1학기 때는 밤새고 거의 과제를 하고 한 시간 자고 바로 9

시에  근무 하러 가서 약간 좀비처럼 내가 환자같이 이러

고 다니는데 조  힘들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막막했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조사해야할지... 

환자들을 만나고 하는 것 시키고 그 게 힘든 것 같지 않은

데 과제하고 그거 때문에 늦게 자고 악순환이 되고 더 피곤

해지고..과제도 하고 퀴즈도 보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네 번째 ‘학생신분으로서의 역할한계’에는 ‘미숙함, 단순보

조업무의 반복’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학교에서 이론공부를 

하고 실습을 가도 모든 교과목의 체 내용을 다 배우고 가

는 것이 아니고 한 이론과 실제상황은 달라서 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아동간호나 정신간호 상황에서 당황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의학용어에 해 낯설고 빠른 인계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했다. 기본간호술기에 있어서

도 환자에게 직 하다보니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스트

스를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력징후 측정이나 환자이동 

등 기본 인간호술기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 이어서 단순반복 업무, 직원이 하기 싫은 귀

찮은 일 등을 하게 되어 역할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다섯 번째, ‘보장되지 않는 실습학생의 권리’에는 ‘서러움, 

학생 권리옹호를 한 제도 미흡’의 두 가지 개념이 도출되었

다. 간호사는 아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지만 정작 학생들은 

실습도 에 몸이 아 도 나머지 실습시간을 채우도록 요구받

는 경우가 있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을 한다

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한 실습학생으로서의 집안 경조사

가 있어도 실습은 참석해야한다는 등 비인간 으로 느낄 정

도로 의무만이 강조되고 권리를 옹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부

족하다고 느 다.   

어떤 분은 바이탈도 맡겨주지 않으셔서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서 따라만 다닌 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베드 옮겨달라

는 걸 엄청 자주 시키세요. 물론 모니터링 같은 것을 배우기

도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다고 해도 학생 이리

와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하는 상황인데 걸 이동 시키라

고 하니까 제가 여길 온 건 배우러 온 건데 환자를 이송하러 

온 게 아닌데 그 역할이 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응 실 실습을 할 때 심 때 칼국수를 먹고 체해서 수간

호사님께 아 다고 하니까 실습시간을 다 채우고 가라고 하

셔서 시간을 채우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입원해서 수액을 맞

고 나온 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다 채우라고 하시는 

건지 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했습니다.

●작용  상호작용 략(Action / Interaction strategies)

작용  상호작용은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조 해나가는 

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습학생들은 임상실습 장에

서 ‘미숙함 극복하기, 장지도자에게 인정받기, 심신 다스리

기’ 등 세 범주의 처 략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첫 번

째 ‘미숙함 극복하기’에는 ‘ 극 으로 학습하기. 기본 간호술 

연습하기, 치료  계형성하기’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었

다. 미숙함을 극복하기 해 극 으로 학습하기에서는 실습

을 가기 에 미리 실습병동에 입원한 상자들의 주요 질환

에 해 공부하는 사 학습을 하거나 실습경험이 있는 동료

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실습 인계책을 만들어서 병동분 기, 

복사시설 등 병원주변 편의시설 등을 인계하는 방법을 통해 

체계 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다. 실습 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질문이 상되는 부분에 해 메모를 하여 임상실습지도자에

게 물어보거나 집에 와서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는 방

법을 통해 극 으로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 다. 지식 

인 것 외에 기본간호술기의 경우 미숙함을 극복하기 해 

활력징후 측정의 경우 실습동료 간에 서로 해본다든지 여러 

번 반복하여 익숙해지도록 애썼고 간호사를 극 으로 따라

다니면서 찰을 하여 익히기도 하 다. ‘치료  계형성하

기’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환자들이 무표정하거나 호의 이

지 않아서 다가가기 힘들어했으나 지속 으로 친근하게 심

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계가 호 되는 경험을 하 다. 구체

인 방법으로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인사 잘하기, 먼  다가

가고 거부하더라도 계속 다가가기, 화 많이 하기 등을 통해 

치료  계형성을 해 노력하 다. 

두 번째로 ‘ 장지도자에게 인정받기’는 ‘센스 있게 행동하

기, 궂은 일하기, 스스로 할 일 찾아하기’ 등의 세 가지 개념

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실습병동의 수간호사나 담당간호사

에게 인정받기 해 필요한 물품 치를 미리 악하여 필요

할 때 재빨리 가져오거나 일상 업무를 악하여 필요한 일을 

치 빠르게 도와주고 소변을 비우는 일과 같은 궂은일도 마

다하지 않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환자에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칭찬을 

받기도 했다. 한 따라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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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 인지 아닌지 등 담당간호사의 특성이나 상황을 

악하여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 외에도 인사

를 잘하고 밝은 표정으로 극 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호출에 빠르게 응답하는 등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장에 

처하려고 노력하 다.    

처음에는 도 다가가기가 무서웠어요. 무표정이라서... 그

지만 질병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병실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분 식사 때 행동이나 당 잴때도 트 한테 말해서 그 

분 당은 제가 재겠다고 하고 당재면서 화도 하고 간 

간 찾아가서 뭐 도와드릴 것 없냐고 하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심신 다스리기’에는 ‘ 정  마인드 갖기, 공감

 화하기, 기분 환하기, 체력 리하기, 마음비우기, 회피

하기’의 여섯 가지 개념이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좋아

하는 실습지만 갈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담당간호

사가 호의 이지 않아도 이를 수용하려고 노력하 다. 오히려 

본인이 간호사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정마인드로 

처하기도 하 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데도 

학교이미지에 손상을 까  내색하지 않고 억지로 참고 마

음으로 속 끓이는 경우도 있었고 몸이 아 도 참고 실습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실습을 하는 간호학과 친구들과 심

시간이나 실습 후에 화를 통해 경험을 나 고 로를 받는 

등 정서  공감을 통해 스트 스를 풀었다. 그 외에도 맛있는 

것을 먹거나 텔 비 을 보거나 야외로 놀러가면서 기분 환

을 하 다. 실습을 하면서 체력  소모를 보완하기 해 낮 

근무의 경우 날 잠을 일  자거나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먹으려고 노력하 다. 한 오래서있는 실습의 특성상 하

지부종과 통증 방을 해 탄력스타킹을 신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때로는 담당간호사가 따라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환자에게 더 많이 가 있거나 집담회 시간에 질문을 많

이 해서 가능한 병동에 가 있는 시간을 이는 등 상황을 회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트를 가는 와 에 손이 빨랐어야 했는데 제가 무 느리

게 해서 선생님이 도움이 안 될 거면 뭐 하러 와 있냐고 하

시는 거 요. 그 순간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억울하기도 한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했어요. 어 든 억울한 거는 억울

한 거고 그 순간에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직장인 

곳에 실습하러 간 거잖아요.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마지막에 

나올 때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 선생님도 좋게 말 해

주셔서 잘 끝났거든요.

● 재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재  조건은 보다 범 한 구조  후 계로 작용·상호

작용 략을 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하 범주로 ‘주변인의 지지, 실습  개인의 경험, 실

습조의 역동’의 세 가지 재  조건이 도출되었다. 첫째 간

호학생들이 인식하는 ‘주변인의지지’는 ‘ 장지도자의 도움, 

교수의 지지와 안내’ 등이 있었다. 실습병동의 수간호사나 담

당간호사가 친 하고 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주거나 실습을 

직  해보게 해주는 경우 더 극 으로 실습할 수 있었다. 

한 컨퍼런스 때 지도교수가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정서  

공감을 해주었을 때 실습에 잘 응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지정장소로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으로 직  찾아와주는 경우 

엄마같이 보호자를 만난 느낌과 같은 정서  지지를 느 다. 

한 컨퍼런스를 통해 체계 인 임상간호지식을 쌓아 환자를 

간호하는데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실습  개인의 경험’은 ‘사 학습과 다양한 사

회활동경험’의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 실습 에 의학용어 

는 기본 간호술 로토콜 숙지, 임상경험자들의 조언 등을 

통해 사 학습을 하는 경우와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노인시

설 사활동 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경험 등 련 사회활

동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에 더 잘 응하 다. 

세 번째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동안 실습조원간의 역동이 

매우 요했는데 특히 실습조원의 구성과 실습조원 간 트

십이 주요개념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조원이 있거나 실습

기간동안 따로 행동하는 경우는 실습 내내 서로 힘들어했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치 있게 행동해서 도움이 되

어 원만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뒤

처지는 친구가 있어도 끝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낯선 환경에서 교수님을 뵌 순간, 엄마 같은 느낌? 교수님

이 오늘 어땠냐고 힘든 은 없었냐고 물어 주시고 힘든  

얘기하면 교수님께서 토닥토닥해주셨어요.  감정 인 부분 

뿐만 아니라 기술 인 부분에서도 친 하게 설명해주셔서 좋

았어요.

같이 힘든 것을 나  수 있는 것이 응하는데 가장 큰 도

움이 되었어요. 진짜 같이 실습나간 친구들 없이 혼자 병동 

나갔으면 실습 못했을 것 같아요

●결과(Consequence)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험의 작용·상호

작용의 결과는 ‘ 장 응력이 생김, 성숙해짐, 간호학생으로

서의 정체성이 생김’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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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패턴 등과 같은 임상실무에 한 단력 뿐 만 

아니라 장지도자의 상황에 해 치가 빨라져 자신만의 

실습노하우가 생겨 장 응력이 증가하 다. 한 학생들이 

주로 반복해서 하는 기본간호술기에 해 익숙해지고 환자, 

가족, 의료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인간 계

의 요성을 인지하고 의사소통에 한 자신감이 증가하 다.

평소에 먼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니었고 정신질환자들은 

더더욱 다가가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해야 하

는 일이고 내 직업이 이런 것들도 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라

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과 화를 나 고 있더

라구요.  다른 병동에선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원

래 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한 정이 없어서 다가가기 힘들

었는데 그 분들의 표정이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있

고 먼  가서 말도 하고 하면서 응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결과로 ‘성숙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하고 실

수를 통해 담 함과 연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태도에 연

연하여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사고가 유연해졌다. 환자나 보

호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간 으로 경험하며 자기성찰을 통

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죽음을 간 으

로 경험하면서 생명의 소 함에 해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

로 간호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론과 실제

의 연결고리로서 실습의 요성을 깨닫고 이론 강의를 열심

히 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롤 모델이 되는 간호사들

을 보면서 간호사로서의 자 심도 커졌다. 한 이론 강의 때

는 몰랐던 간호직에 한 자신의 성과 흥미를 알게 되어 

진로를 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아, 정말 내가 휴학을 해야 되나.. 막 이 게 했

었는데 그 후에 실습을 나가 봤는데 되게 그냥 좋은 직업이

구나, 되게 재미있다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처음 실습지에

서 검사 이런 거 보는 거 책에서만 봤는데 이 게 실제로도 

보는구나. 아님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억에 더 잘 

남고 무 좋았었어요.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 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실습환경에서 간호학생들의 처경험의 

심 상  핵심범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해 노력하

기’로 나타났다.  

Benner (1982)의 임상능력(clinical competence)단계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은 보자(novice)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임상에서의 간호학생의 행동은 지극히 제한 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한 특정 환자의 상황에 어

떤 일이 일어날지 측할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제한 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의식변화와 같은 실제 증상과 징후가 나타

난 후에야 이에 해 인식할 수가 있다(Benner, 1982). 본 연

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측이 어려운 낯선 임상실습 장의 

제한된 역할 속에서도 존재감 없는 무력한 자신을 깨닫고 의

미있는 존재가 되기 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낯선 환경에서 무능함을 실감하고 살아남기 

해 안간힘을 쓰는 신규간호사의 첫 실무 경험에 한 선행연

구(Park & Kim, 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신규간호사의 경우 

이러한 지식의 부족함이나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상에 해 ‘궤도진입하기’로 설명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신규간호사는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라는 역할로의 

이를 성공 으로 이루어낸다고 하 다(Son, Koh, Kim, & 

Moon, 2001).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안정 이지 않은 

실습여건, 다양한 실습교육환경, 과 한 부담감, 학생신분으로

서의 역할한계, 보장되지 않는 실습학생의 권리’이라는 스트

스가 많은 임상 상황이라는 맥락  조건에 놓여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양  연구들이나 실제 간호학생들의 스트 스와 우울 

수 의 감소를 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응능력 향상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선행연구(Choi, 2009; 

Jeong & Park, 2013)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별 은 임상실습과 련된 

스트 스에 처하기 한 략을 간호학생의 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도출하 다는 이다. 

그러나 한편 낯선 환경에 놓여진 인과  조건의 하 범

로 ‘설 임’과 같은 정 이고 낙 인 감정경험도 도출이 

되었는데 이는 간호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높아진다는 연구(Kim, 2012)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아탄

력성은 내외  스트 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응하는 

일반  능력으로 인 계, 호기심, 감정통제, 활력, 낙 성 

항목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한 낙  인식은 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라는 부정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정  기회로 인식하게 하는 략이 필요하다(Park, Kim, & 

Lim, 2012). 이에 실습지도교수들은 처음으로 임상실습을 나

가는 학생들을 한 오리엔테이션 시에, 실습 과제나 목표뿐

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얻을 수 있는 정  경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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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함으로써, 정 인 처 자세를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맥락  조건과 재  조건들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를 도울 수 있는 재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을 안정

이지 않은 실습여건을 포함해 과 한 부담감, 학생신분으로

서 역할 한계 등을 맥락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최근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실시로 원거리실습규정이 의무화됨에 따

라 교통비지 , 실습지숙소제공 등 실습여건이 이 에 비해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지원의 규모가 일부분이어서 학생들

은 여 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나 상황

을 조 해나가기 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처방

법으로는 미숙함 극복하기, 장지도자의 마음 얻기, 심신 다

스리기 등의 작용  상호작용 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 

이러한 작용  상호작용을 진하거나 억제하는 재  조

건으로 주변인의 지지, 실습 의 경험, 같이 실습하는 조원

들과의 역동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실습동료들과 실습에 

한 고충을 얘기하면서 스트 스를 해소하기도 하 는데 이

러한 결과는 실습 기에는 새로운 실습지에 한 불안과 부

담, 스트 스가 있었으나 일기쓰기와 같은 성찰과정을 통해 

개인  느낌과 경험을 서술하면서 스트 스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Jo (200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를 해소하고 이를 

정 으로 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교육자는 실습지도시 

학생들의 말을 경청하고,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높이를 맞춰 

함께 처 략을 모색하는 등의 개별  근이 필요하다. 

한 신규 간호사들의 실무 응경험 연구(Son et al., 2001)

에서 간호사들이 궤도에 진입하기 한 극복과정에 인간 계

가 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학생과 간호사라는 

상은 다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처과정에 있어 주변인

과의 계가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Park과 Ha 

(2003)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일상생활이

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자존감을 하시키거나, 부담감

을 다고 하 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의 재  조건이나 

상호작용 등과 일치되는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이  연구와 구분되는 것으로는 이 과는 

달리 간호학생들도 학생신분으로의 존 뿐 아니라 질  교육

에 한 권리 주장이 표면화되었고, 이를 임상실습 처경험

에 요한 정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최근 환자를 비롯한 각 역할에서의 권리 보장에 한 욕구들

이 강해지는 사회 상과 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

므로 학생들의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가기 한 노력’을 진

하기 해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역할에 따른 명

확한 책임과 의무에 한 규정들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자신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장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기 한 노력과 심신을 다스리는 

노력과 같은 작용  상호 작용을 통해 성숙해지고, 간호학생

으로서 정체성의 생기면서 장 응력을 획득한다고 하 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Park과 Ha (2003)이 설명한 임상실습경험

의 하나로,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인정받고 

자신에 해 많이 생각하는 내  성숙의 경험과도 일치되는 

부분이었다.

이상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

험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되어가기 한 노력’을 지지해주기 

해서는 임상실습경험에 한 정  인식으로의 환이나, 

학생들의 권리보장을 규명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 이에 더하

여 학생, 실습기 , 간호교육자의 각각의 에서 수행할 수 

있는 략들을 구상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 상자 일부 지역 간호 학생의 경험이라는 

한계로, 국 간호학생들의 지역  실습환경 특성을 모두 반

되지 못하 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제한

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원 규모 등 실습기 의 

다양성에 따른 임상실습 처 경험의 차이나, 여자 간호학생

들과는 달리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남자 간호학생들에 

을 맞춘 임상실습 처 경험에 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

으로 본다. 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후속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에서의 기본  사회심리과정인 처과정을 

심층 으로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처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후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

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

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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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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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In-depth interview was done with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on 32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practice.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Results: Core category of cop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was ‘trying to be a meaningful presence’ while clinical practice. Students’ coping strategies were 
‘overcoming inexperience’, ‘receiving the recognition from the clinical instructors’, and ‘governing mind and body’. 
Helping components for their coping behaviors were ‘support from people’, ‘personal experience before clinical 
practice’, ‘dynamics with partners’. Through the coping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became 
mature and confirmed their identities as student nurses. Conclusio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practice tried 
to be a meaningfu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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