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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

인하는 연구이다. 자료는 2017년 6월에 55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실습만족도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균 점수는 3.70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3.57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93점 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의 하부요인의 평균은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간호능력, 환자교육능력, 간호과정능력,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간호중재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요인 중 지적 열정/호기심과 객관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의 시도가 필요함을 시

사했다.

주요어 : 간호학생, 비판적 사고, 수행능력, 만족도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a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about clinical performa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iven to 55 nursing students 
at June, 2017. Results: The mean score of total clinical performance was 3.70 (± .54). Tota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57 (± .44) and clinical satisfaction was 3.93 (± .72). Regarding clinical performance, 
psycho-social competence was highest followed by basic care competence, educational care competence, nursing 
process competence, observing and monitoring competence, and nursing intervention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competenc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ing various clinical education and teaching learning methods for clinical competence is 
necessary to promot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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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은 내, 외과 병동 및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실무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간호학

생에게 임상실습은 간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우면

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며 간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2].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낯선 병원 환경에서 이뤄

지는 임상실습 중에 만나게 되는 환자나 보호자 및 의

료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임상실습 중에 하나라도 더 경험해 보

고자 노력하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

정을 느끼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고하였다[3]. 또한 간

호학생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종합병원

의 실습 중에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 및 실무 적응능

력의 부족 등을 나타내고 있고, 해당 실습기간 동안 비

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계획하고 직접술기가

제한된 환경에서 간호중재를 관찰하고 보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4] 실습 전에 이론지도, 핵심기본

간호술기 및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등으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낮추고 임

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다[5][6][7][8].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 간

통합으로 성인간호학실습 웹 콘텐츠를 개발하였는데,

실습 콘텐츠나 모듈개발에 앞서 학습자 동기나 주도적

학습 성향 등 주관적인 요인이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9].

최근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실습현장

사례에 관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탐구와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10][11]. 또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은 교육과정에서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임상상황에서

적절하게 보여주고 유능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

로[12], 주어진 업무에 대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

해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필요

하다고 제시하였다[13][14][15][16].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을수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적 의사결

정을 할 수 있으므로[17],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18]. 또

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체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하는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의 관

계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여 임상실습 교수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비판적사고 성

향을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의 수는 G power analysis 3.1 을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α = .05, 효과크기

p= .15, 검정력= .80을 구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

소 55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3학년 간호학과 학생 중 한 학기 동안 내, 외과 병동 실

습을 마친 5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목적을 이해

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으며, 미 응답

이나 부적절하게 설문지에 응답한 3명을 제외한 총 55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대상자 탈락률은 5.1% 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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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이란 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간호수행능

력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간호 능력, 관찰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필요한 환자교육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등 임상상황

에서 적절하고 유능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0].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과

정능력 4문항, 간호중재능력 4문항, 사회심리적 간호능

력 3문항, 환자교육능력 3문항,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2문항, 기본간호능력 3문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 이였고, 본 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96 이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체계성 3문항, 지적 공

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등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되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21].

체계성은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탐구하고, 문제의 핵

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으로 결론에 이르

는 것이고, 지적 공정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

의 가정과 신념 에 반대되는 결과일지라도 진실을 인정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회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

며 자신과 타인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함을 의미한

다. 지적 열정 및 호기심은 배움을 열망하고 문제의 해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열정적으로 지식

을 추구함을 의미한고,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

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정확한 결과를 추구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감은 자신의 사고 과정과 추

론 능력에 자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4였고, 본 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3) 임상실습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자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불만족한다’ 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의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

당하는 곳에 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

가 직접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6월에 이루어

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

고성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

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

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심리적 간호능

력이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간호수행능력

3.78점, 환자교육능력 3.75점, 간호과정능력 3.68점, 관

찰 및 모니터링 능력 3.63점, 간호중재능력 3.61점 순으

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7

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은 지적공정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객관성 3.75점, 건전한 회의성 3.61

점, 자신감 3.54점, 지적열정/호기심 3.51점, 체계성 3.36

점, 신중성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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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범주 (항목 수)

M ± SD

(per item) or

N(%)

성별
남 10(18.2)

여 45(81.8)

임상수행능력

간호과정능력 (4) 3.68 ± .57

간호중재능력 (4) 3.61 ± .65

사회심리적 간호능력 (3) 3.79 ± .67

환자교육능력 (3) 3.75 ± .60

관찰 및 모니터링 능력 (2) 3.63 ± .65

기본간호능력(3) 3.78 ± .58

합계 (19) 3.70 ± .54

비판적 사고성향

체계성 (5) 3.36 ± .66

지적공정성 (3) 3.94 ± .56

건전한 회의성 (5) 3.61 ± .60

객관성 (7) 3.75 ± .59

지적 열정/호기심 (5) 3.51 ± .63

신중성 3.12 ± .38

자신감 3.54 ± .59

합계 (27) 3.57 ± .44

임상실습만족도 3.93 ± .72

만족도는 3.93점이었다<표 1>.

표1.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n=55>

Tabl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n=55>

2.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

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하

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r= .618, p= <.001),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r= .013, p= <.924)<표 2>.

표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실습만

족도의 관계 <n=55>

Table 2. The relationship of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clin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n=55>

변수
임상수행능력

r(p)

비판적 사고성향
.618

( <.001)

임상실습만족도
.013

(.924)

표 3.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5>

Table 3.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n=55>

변수 B SE β t p

상수 1.267 .401 3.162 .003

지적열정/호

기심

.405
.098 .478 4.148 <.001

객관성 .272 .106 .296 2.568 .013

R .662

R2

(Adj. R2)

.438

(.416)

F(p)
20.249

(<.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연구

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7도 3학년 1학기 말에 55명

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70점이고, 하부 요

인 중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

본간호수행, 환자교육, 간호과정, 관찰 및 모니터링 , 간

호중재능력 순으로 나타났는데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22]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대인관계 및

전문직 발전 능력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일 년간의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을 대

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 간호기술, 교육, 간

호과정의 점수 낮게 나타난 결과[23] 와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임상수행능력

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

회심리적 간호능력이 가장 높고, 간호중재능력은 가장

낮은 능력을 나타낸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실습

중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어

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기술이 두 번째 순위의 임상수행능력을 나타낸 것

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기본간호수행능력이 두 번

째 순위의 임상수행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뮬레이

션 기반 교육을 통해 직접술기의 제한적인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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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극복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

호중재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

반의 통합실습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

한다고 본다[25].

한편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를 근거로 복합적인

대상자 상황에서 간호중재를 계획 하는 능력 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관찰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판독

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

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나타

났고, 하부요인 중 지적 공정성의 평균이 3.94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객관성, 건전한 회의성, 자신감 , 지

적열정/호기심, 체계성, 신중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적 공

정성이 가장 높았으나 객관성이 가장 낮은 결과[22]와

차이가 있었다. 아마도 본 연구 대상자가 3학년 간호학

생이므로 비판적 사고 성향 중 감정적,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성

에 관한 점수가 높고 체계성이나 신중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 성향

과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만

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은 학생은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보

인 연구[22][23] 와는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장소나 실습환경, 실습지도 방법, 실습내용 등 다양

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26]

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요인 중 지적 열정/호기심

과 객관성으로 선행연구[22]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신중성으로 나타

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은 열정적인 학습형인 경우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맥상통하였고[19], 비판적 사고성향 중 지적

열정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비판

적 사고성향 중 지적열정과 호기심을 높일 수 있는 사

례기반학습, PBL 등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임상실습현장의 직접술기의 제한

성을 극복하고 반복적인 기본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

키며 안전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사정하

고, 간호중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 실습이나 시뮬레이터 활용 실습이 임

상실습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

력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시의 일개 간호과의 3학년 1학기에 실

습을 마친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자가보고식 질문지

를 사용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해 SPSS 19.0 win

programs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심리적 간호능력이 3.79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중재능력이 3.61점으로 가

장 낮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

고, 하부요인은 지적공정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신중성이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9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대상자

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높아

졌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대상자

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하부요인 중 첫 번째로 지적 열정/ 호기심(β=.478)이었

고 두 번째로 객관성(β=.296)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다양

한 교수학습법이 필요하고 특히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

치관 전문직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인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에게는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에 근

거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 열정과 호

기심을 키워주고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배양시키기 위

한 반복적인 시뮬레이터 활용 실습과 표준화 환자를 이

용한 교내 실습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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