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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

제 임상에서 적용 및 관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제 간호 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

이다[1]. 학생들은 이시기를 통해 본격적인 임상현장을

이해하며,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임상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학사과정 중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임상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만

큼 중요한 교육과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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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

호대학생 4학년 243명의 자료를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며, 과잉동일시 하지 않고, 갈등해결전략

으로 타협을 사용하고 회피와 지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sufficien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for 4th graders in nursing college and provide basic data when preparing education 
and training measures for positive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he data of 243 4th graders in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2.0 program. As a result of exploring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the high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more self-isolated, the less over-identical, and the use of 
compromise as a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the use of avoidance and domination. These variables were 
43.3% influential in explaining the adapt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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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임상현장에 원활하게 적응

하도록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간호

대학생들은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통해 내면 갈등과 혼

란스러움을 경험하며 임상현장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

소한다[2].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은 실제 근무하는 간

호사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실습시 경험하는 간호대학

생들의 주관적인 감정은 이론수업에만 노출되었다가

혼란, 혼동, 상실감, 좌절감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최근

환자 안전과 인권이 강조되는 임상현장의 추세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간접 실습을 하며 임상현장에서 눈치

를 보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습에 임하고 있다. 변

화된 임상현장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재평가

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지만, 일부

에서는 왜곡된 가치관형성으로 현실에 부적응하게 되

고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을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기

대 및 가치관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잠재성 또한 지니고 있다

[3]. 예측할 수 없는 임상실습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을

간호대학생들이 잘 해결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

켜 자아성장을 일으키고, 임상실습의 적응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는, 무엇으로 갈등이 발생했는지 원

인을 찾기 보다는,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매

우 중요한 문제로 되었고,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떠오르며, 어떠한 해결전략을 취하느

냐에 따라 그 관계의 갈등정도나 지속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취하지 못할 경우, 불쾌한

정서, 단절, 고립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론과 임상에서의 괴리로부터 느

끼는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다루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인 갈등해결전략(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이 주목받게 되었다. 갈등해결전략

은 개인의 반응을 긍정, 부정적 방법으로 분류하며, 협

력(Integrationg), 타협(Compromising), 양보(Obliging),

회피(Avoiding), 지배(Dominating)의 다섯가지 유형으

로 구분된다[4]. 국내외 선행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합과 타협의 협력적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때 대인

관계 만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5] 한편 부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은 회피, 위협, 강합과 같은 갈등의 과장된

표현, 우월과 종속의 결쟁 패턴을 포함한다[6]. 상대방

으로 하여금 분개, 무력감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갈등

이 증가하여 관계만족을 감소시킨다[6].

자비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오히려 직면하여

그 순간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알아차리면서 감정상태

에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정

과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비판단적인 관찰을 하는 마

음챙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7]. 자기자비는 자아존중

감이 자기에 대한 다방면의 통합적 이해와 수용을 바탕

으로 타인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내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 사건의 충격을 완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8], 의미있는 관계형

성의 경험은 자기자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9]. 임상실습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부

정적인 경험은 자기자비를 통해 완화할 수 있고, 자기

자비는 외적,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바람직

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잘적응하기 위해 자기자비를

하고 갈등해결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상실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때에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충분히 느끼

고 자기에게 필요한 위로와 애정을 통해 마음의 침착과

평안함을 이룰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자비

가 높을수록 현실적 스트레스 및 고통을 완화시키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다[10-11]. 임상실습적응은 학생

들이 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가며, 일부는

내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첫 임상실

습이 향후 간호에 대한 내적인 목표 및 근무지를 결정

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에 신규간

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적응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

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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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

응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습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effect size .25, 유의수준 .50, 검정력 .80

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의 최소인원은 216명

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 표집하여

최종 243명이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1) 자기자비

자기자비는 Self-Compassion Scale(SCS)[12]를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이용하

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내용

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하

위변수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전체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시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 .92[12], 한국판 선행연구

에서[13] Cronbach’s a 는 .78-.81, 전체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자기친절 .786, 보편적 인간

성 .753, 마음챙김 .683, 자기비난 .818, 고립 .840, 과잉

동일시 .728로 전체는 .88이었다.

2)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척도(ROCI-Ⅱ)를[14]이 번안한 것으로

[15] 사용하였다. 협력, 타협, 양보, 회피, 지배의 5가지

하위변수로 구성되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5점척

도로 평정한다. 선행연구의[14]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Cronbach’s a는 .72-.87,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협력 .844, 타협

.907, 양보 .827, 회피 .668, 지배 .823, 전체는 .912였다.

3) 임상실습적응

임상실습적응은 간호대학생들이 병동의 환경에 적응

하여 임상실습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이 도구는[16] 임상실습

적응에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이 가질수 있는 태도, 자

세, 인간관계 활동에 중점을두고 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1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여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

포하였고, 자료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에는 총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총 250부를 배부

하였으나, 최종 적합한 243부만 분석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자비정도, 갈등해결전

략, 임상실습적응정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시행하

였고, 자기자비유형과 갈등해결전략에 따른 임상실습적

응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81±1.54세였고, 남학생이 55

명(22.6%), 여학생이 188명(77.4%) 였다. 학업성적은 평

점3.0이상-3.5미만 84명(34.6%), 평점3.5이상-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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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6%), 평점 4.0이상 23명(9.5%) 로 B 이상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179명(73.7%)였다. 모두 4학년으로 실습

경험은 5회가 239명(98.4%)였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

족 97명(37.4%), 보통이 121명(49.8%), 불만족하는 학생

이 이었고31명(12.8%), 전공만족도는 만족 101명

(41.6%), 보통이 135명(55.6%), 불만족하는 학생이 7명

(2.9%)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Variables Category N(%) M±SD
age 23.81±1.54

Gender
male 55(22.6)
formal 188(77.4)

Average score

2.00∼ 2.49 2(0.8)
2.50∼ 2.99 62(25.5)
3.00∼ 3.49 84(34.6)
3.50∼ 3.99 72(29.6)
4.00∼ 4.49 23(9.5)

practical

exercise

4 times 4(1.6)

5 times 239(98.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action 97(37.4)
ordinary 121(49.8)

dissatisfaction 31(12.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01(41.6)
ordinary 135(55.6)
dissatisfaction 7(2.9)

2. 대상자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

응 정도

대상자의 자기자비정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

적응정도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정도는 85.80±12.04점,

갈등해결전략은 75.24±12.86점, 임상실습적응 정도는

48.94±6.65점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변수의 문항평균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자기자비 정도의 문항평균은

3.30±0.46점, 갈등해결전략의 문항평균은 3.01±0.51점,

임상실습적응의 문항평균은 3.50±0.47으로 나타나 모

든 연구변수가 중간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표 2. 대상자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정도
Table 2.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subjects (N=243)

3.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 간

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변수별로 살펴볼

때, 임상실습적응과 자기자비 중 자기친절하며(r=.186,

p<.01), 마음챙김하고(r=.192, p<.01), 자기비난하지 않

고(r=.394, p<.01), 고립되지 않으며(r=.377, p<.01), 과

잉동일시 않을 경우(r=.412, p<.01)이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해결전략 중 협력

(r=,181,p<.01), 타협(r=,348,p<.01), 양보(r=,397 p<.01)

하며, 회피하지 않을 때 (r=-.169, p<.01)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

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자기상관에 대한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을 보였다.

Dubin-Watson 값은 2.081로 2에 근접하여 독립 VIF

값은 10미만으로 공선성 통계량에 문제가 없었다. 일

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β=-..276,

p<.001), 자기자비의 고립되지 않으며(β=-.271, p<.01)

과, 과잉동일시하지 않고(β=.238, p<.05) 갈등해결전락

의 타협(β=.434, p<.01)하며, 회피(β=-.162, p<.05 ) 및

지배하지 않을 때 (β=-.137, p<.05) 임상실습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

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표 4>.
Variables Category item M±SD item

M±SD

Self-Compa
ssion

26 85.80±12.04 3.30±0.46
Self-kindness 5 15.03±3.64 3.01±0.73
Common-hum
anity 4 12.63±2.96 3.16±0.74

Mindfulness 4 12.86±2.83 3.22±0.71

self-judge 5 17.81±4.10 3.56±0.82
isolation 4 14.58±3.55 3.65±0.89
over-ident
ification 4 13.77±3.38 3.44±0.85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25 75.24±12.86 3.01±0.51
integrating 6 16.84±3.52 3.37±0.70
compromising 5 17.87±3.94 3.57±0.79
obliging 5 16.94±3.63 3.39±0.73
avoiding 5 15.09±3.28 3.02±0.66
dominating 5 12.03±3.89 2.41±0.78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14 48.94±6.65 3.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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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Adaptation(N=243)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정

도와 갈등해결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

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자비정도는

85.80±12.04점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7] 87.54±12.48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

며, 일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자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임상환경과 유사한 교내실습에서의 많은 연습과정을

통하여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19], 자기자비가 간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

상실습 중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경험을 자기자비 통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4학년들은 이론수

업을 마치고 실무에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임상실습을 시작하지만, 현실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 더 많으며, 그럴때

마다 실패와 부적절감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자기자

비는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

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애정을 통해 학생간호사에서 간

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

에게 자기자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갈등해결전략 정도는 75.24±12.86점으로 갈등해결전

략을 타협(3.57±0.79), 양보(3.39±0.73), 협력(3.37±0.70),

회비(3.02±0.66), 지배(2.41±0.78)순으로 사용하였다. 간

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과 임상실습적

응간의 연구가 없어 유사한 집단간 차이와 정도를 비

교분석하기 어려워,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타협, 협력, 양보

전략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며[20],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타협과 협력전략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3.347 3.570 9.340***

general

characterist

ics

Major

Satisfaction
1.371 .722 .112 1.898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761 .572 .276 4.826***

Self-Compa
ssion

Self-kindness .254 .166 .139 1.529
Common-humani
ty -.315 .164 -.140 -1.918

Mindfulness -.049 .233 -.021 -.209
self-judge .081 .147 .050 .553
isolation -.509 .194 -.271 -2.618**
over-ident
ification .469 .187 .238 2.509*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tegrating .276 .233 .146 1.235
compromising .733 .231 .434 3.167**
obliging -.210 .184 -.114 -1.140
avoiding -.328 .151 -.162 -2.174*
dominating -.235 .106 -.137 -2.221*

F 13.469** R².433
*p<.05 **p<.01 ***p<.001

표 3. 대상자의 자기자비, 갈등해결전략, 임상실습적응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djustment of his mer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linical practice (N=243)

a b c d e f g h i j k l

a=Self-kindness 1

b=Common-humanity .613** 1

c=Mindfulness .781** .653** 1

d=self-judge .086 -.113 -.015 1

e=isolation .140* -.113 .114 .709** 1

f=over-ident

ification
.233** -.042 .141* .763** .755** 1

g=integrating .224** .218** .406** .201** .376** .205** 1

h=compromising .287** .284**. .474** .321** .437** .365** .876** 1

i=obliging .272** 296** .367** .133* .072 .019 .704** .765** 1

j=avoiding .073 .235** .142* -.284** -.337** -.382** .348** .332** .578** 1

k=dominating .006 -.053 -.014 -.242** -.263** -.176** .243** .075 .145* .350** 1

l=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186** .009 .192** .394** .377** .412** .181** .348** .397** -.169** -.113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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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대처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양보전략은 긍

정적 갈등해결전략이나 자기정서에 대한 인식 실패나

타인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일 때 높게 나오며[20] ,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의 욕구에 맞추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이 무시되는 상

황이 빈번해질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양보가 미덕인 사회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낮추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적합한

전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직안에서 개인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해서는 나의 욕구에 상대방의 욕구를 낮

춰 맞춰가는 타협이나 협력 전략이 긍정적인 적응과정

에 더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며, 학생들 지도시에도 협

력과 타협을 갈등해결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되어야 할 부분이다.

임상실습적응정도는 3.50±0.47점으로 중간정도의 적

응도를 보이며, 선행연구의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간

호대학생 임상실습적응정도와[21]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대

상자들보다 임상실습 횟수가 많아 비례적으로 임상실

습적응정도도 조금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

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는 실습 경험을 고

려하고, 기본적으로 실습 적응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관리나 대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기자비를 키우고,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중 타협과 협력을 대처방안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임상실습 적응은 자기자비와 갈

등해결전략의 하위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기자비의 과잉동일시 적을 때가 가장 큰 상

관을 나타냈고 갈등해결전략의 회피만 부적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자기자비의 보편적 인간성, 갈등해결

전략의 지배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의 자기

자비와 임상실습적응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가 없어

서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자기자비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비판이 적어지고, 안녕감과 사회적 친밀감이 높아진

다고 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며[22] 이로써, 낯설고 어색

한 상황에서 고통스런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과잉

해석하지 않고, 그 순간의 있는 그대로 경험을 알아차

림으로써 균형 있게 관찰하고 자각하며, 피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용서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긍정

적인 임상실습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스스로 고립되지 않으

며, 과잉동일시 하지 않고, 갈등해결전략으로 타협을 사

용하고 회피와 지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 간호대학생 스스

로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

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임상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실습가이드 제공, 시뮬레이션

활용, 교수자의 역할 등 학생들이 낯선환경에서 실질적

인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사전 교내실습 및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의 자기자비와 갈등해결

전략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β

=-..276, p<.001), 자기자비의 고립되지 않으며(β

=-.271, p<.01) 과, 과잉동일시하지 않고(β=.238,

p<.05) 갈등해결전락의 타협(β=.434, p<.01)하며, 회피

(β=-.162, p<.05 ) 및 지배하지 않을 때 (β=-.137,

p<.05)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적응

도를 설명하는데 43.3%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을 위해서 간호대학생 스스로에게 자신

에 대한 이해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임상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체

계적인 절차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임상실습적응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임상실습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

대하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자비와 갈등해결

전략에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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