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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Factors of Influencing Empathic ability,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강승주*, 심정신**

Seung-Ju Kang*, Chung-sin Sh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K광역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79명을 대상으

로 연구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21

을 이용하여 빈도, pair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눈치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48, p=.048), 임상수행능력은 학습몰입과 유의한 순 상
관관계(r=.60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도(β=.129,

p=.049), 연령(β=-.116, p=.014), 실습만족도(β=-.242, p<.00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

(R2)은 39.4%이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온라인 실습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pathic ability, Nunchi, learning flow and clinical 
competency,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ethod: There 
were 179 nursing students as participa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May 10 and May 14, 2021,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1.0. Resul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Nunchi(r=.148, p=.048) and between learning flow and clinical competency(r=.605, p<.0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Academic achievement(β=.129, p=.049), Age(β =-.116, p=.014)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β =-.242, 
p<.001) were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y.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8.4% of the total variance in 
clinical competency. Therefore,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y of online nursing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to develop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to immerse students in satisfaction of onlin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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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수업을 기반으로

실습교육을 통하여 익히게 되며, 간호교육의 목적인 대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간호사

로 배출하가 위한 간호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따라

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대학에서 익힌

이론적 지식과 교내 실습을 통한 핵심기본간호술과 의

사소통능력을 기본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여 임상

실무와 연계하여 전문직업인으로 기본적인 임상수행능

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1].

임상에서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매

우 중요하며, 다양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중

재를 하는 과정으로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2].

그러나 Corona virus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인

COVID-19는 교육방법에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

호탄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으로 선포했다[3].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

천하고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비대면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언택트 시대’가 도

래하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주를 이루던 대면 수업 대

신 온라인 수업의 확대 운영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교수 학습활동과 학사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하여 교육 현장에서 전면적인 변화에 적응을 해야

했다[4].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간

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

고 대다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실시할 수 없어 비

대면 온라인 대체 실습으로 운영되었다. 온라인 실습을

운영하기 위해 V-SIM, Nursing Skill, 시뮬레이션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실습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사로

서의 전문직관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임을 고려할 때 병원이 아닌 온라인 실습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한 효과적인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

임상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공감능력이다. 간호대

학생은 간호중재를 위한 전문적지식과 핵심간호술을

기반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를 접하게 되고, 의사

소통을 통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해결을 위한 내적 경험

인 주관적 감정과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느끼면서 문제

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공감능력이 요구된다[5].

공감능력이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분하

여 타인의 관점에서 감정, 생각, 지식 등을 이해하는 능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적 표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천하

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6]. Mun[7]의 연

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환자중심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잘 극복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Kim과 Lee[8]의 연구에

서도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실습기간 동한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경

험을 하고, 이론과 간호실무 현장의 차이, 간호대학생

역할의 모호성, 비교육적 실습환경,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인들과의 대인관계 등에서 눈치를 살피게 된다[9].

눈치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서 상황 파악

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행

동과 상대 기분에 맞추거나 원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한국인의 눈치심리는 한국적 의사소통 이론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0].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눈치는 긍정

적인 면으로는 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

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과도한 눈치

는 간호수행능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부정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대체 실습을 통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몰입은 학습자 스

스로 다양한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껴 학습과정에 완전히 흡

수되어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하며[11], 학습자 자신

의 능동적 참여로 인해 학습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엄격한교육과정과임상실습그리

고간호사국가고시준비와함께취업을위한성과중심의

학업수행과성적향상을위한학습몰입의강화를위해학습

자스스로통제할수있는자기관리능력이필요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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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자대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 간호대학교에서

는 임상실습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없어 비대면 온라인

대체 실습으로 운영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임상수행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시행한 다수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13],[14],[15],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온라인 실

습과 일부 대면실습을 시행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확

인한 연구[4]는 한편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일부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시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

력, 눈치, 학습몰입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확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실습의 효과성 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수행

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K광역

시 일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비대면

온라인 실습과 시뮬레이션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 편

의 표출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

다. 연구의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α=.05, 중간효과크기 .20, 검정력(1-β) 0.80

을 설정, 최소 150명으로 산출되어 연구 대상자수는 최

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에 동

의한 188부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79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6]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Index

: IRI)를 Kang 등[1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

다. 도구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영역으로 분

류되며 인지적 공감은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문항으로 각 7문항으로 총 28문

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

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17]의연구에서신뢰

도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 눈치

눈치는 Heo와 Park[18]가 개발한 눈치척도로 상대방

의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파악 요인과 상황에 맞는 눈치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총 12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

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Heo와 Park[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다.

3) 학습몰입도

학습몰입도는 Martin과 Jackson[19]의 학습몰입 척

도를 Jeong과 Jeong[20]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학숩몰입도 도구는 총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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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Lee[21] 등이 개발하

고 Choi[22]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for Windows를 이용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으며,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감능

력, 눈치, 학습몰입도,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정도 차이

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이용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이용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윤리를 위하여 연

구자가 연구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자발적 참여의사와

함께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율성이 있다

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자가기입식 설문을 작성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참여의 보답으로 소정의 선

물을 전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 179명 중 여자는 162

명(90.5%)이었고, 연령은 22세 이하가 108명(60.3%)이

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5명(69.8%), 잠자는 시간은

평균4시간에서 8시간 이하가 가장 많은 151명(84.4%)이

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다’가 74명(41.3%), ‘불만족’

이 15명(8.4%)이었다. 실습만족도는 ‘만족하다’가 81명

(45.3%), ‘불만족’이 6명(3.4%)이었다. 학업성취도는 ‘보

통이다’가 126명(70.4%)이었으며,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64명(35.8%)으로 가장 높았다.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강의식’이 137명(74.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실습교육’이 28명(15.6%)이었다[Table 1].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Female 162(90.5)

Male 17(9.5)

Age

≤22 108(60.3)

23~25 41(22.9)

≥26 30(16.8)

Religion
Yes 54(30.2)

No 125(69.8)

Sleep
time(day)

≤4 8(4.5)

4~8 151(84.4)

≥9 20(11.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4(41.3)

Average 90(50.3)

Unsatisfied 15(8.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81(45.3)

Average 92(51.4)

Unsatisfied 6(3.4)

Academic
achievement

Low 24(12.4)

Average 126(70.4)

Satisfied 29(16.2)

Advance
motivation

Job possibility 64(35.8)

Teacher
Recommendation 60(33.5)

Aptitude 52(29.1)

Grade 3(1.7)

Preferred
teaching
method

lecture 137(74.9)

discussion 5(2.8)

Web Base 12(6.7)

practice 28(15.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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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

연구 대상자의 공감능력 점수는 평균 점수는 5점 만

점에 3.32±0.39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의 공감적 관심은

3.71±0.53점, 관점취하기 3.64±0.62점, 상상하기3.43±0.62

점, 개인적 고통 3.06±0.38점이었다. 눈치 평균 점수는

3.96±0.48점, 학습몰입도 평균 점수는 3.67±0.59점, 임상

수행능력 평균 점수는 3.82±0.48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다른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일반적특성에따른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도과임상

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성별(t=2.839,

p=.005), 종교(t=4.276, p<.001)), 수면시간(F=4.400, p=.014),

임상만족도(F=3.529, p=.031), 학업성취도(F=3.495, p=.032),

선호하는 교육방법(F=3.039, p=.0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Characteristi

c
Categories N

Empathic ability Nun-chi learning Flow Clinical Competency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Gender
Female 162 3.34±0.30 2.839

(.005)

3.94±0.48 .1.250

(.226)

3.69±0.48 1.454

(.163)

3.85±0.49 2.472

(.014)Male 17 3.06±0.84 4.10±0.50 4.10±0.50 3.55±0.24

Age

≤22 108 3.34±0.24
.724

(.486)

3.99±0.49
2.127

(.122)

3.79±0.57 6.860

(.001)

a>c

3.92±0.51 7.060

(.001)

a>b,c

23~25 41 3.30±0.63 4.00±0.45 3.41±0.57 3.66±0.39

≥26 30 3.25±0.41 3.79±0.46 3.59±0.57 3.65±0.33

Religion
Yes 54 3.50±0.27 4.276

(.001)

4.02±0.43 1.114

(.266)

3.62±0.48 .892

(.374)

3.80±0.33 .293

(.770)No 125 3.24±0.41 3.93±0.51 3.69±0.63 3.82±0.53

Sleep
time(day)

≤4 8 3.22±0.26 4.400

(.014)

c>a.b

3.88±0.47
.191

(.826)

3.65±0.41
.434

(.649)

3.68±0.11
.981

(.377)
4~8 151 3.29±0.39 3.97±0.50 3.69±0.59 3.81±0.47
≥9 20 3.55±0.35 3.92±0.33 3.56±0.68 3.94±0.6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4 3.39±0.33
2.422

(.092)

3.93±0.46
1.729

(.180)

3.81±0.55 10.323

(.001)

c>a,b

3.87±0.35 3.244

(.041)

c>a,b

Average 90 3.27±0.45 4.01±0.50 3.49±0.54 3.74±0.48

Unsatisfied 15 3.25±0.15 3.78±0.50 4.06±0.71 4.03±0.8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81 3.36±0.32 3.529

(.031)

3.90±0.46
1.968

(.143)

3.87±0.52 9.599

(.000)

a>c

3.94±0.40
4.861

(.009)
Average 92 3.26±0.44 3.99±0.51 3.51±0.61 3.72±0.53

Unsatisfied 6 3.64±0.27 4.27±0.31 3.33±0.45 3.64±0.33

Academic
achievement

Low 24 3.50±0.25
3.495

(.032)

3.95±0.63
.215

(.807)

3.60±067
1.332

(.267)

3.58±0.64 3.697

(.027)

c>a

Average 126 3.28±0.43 3.97±0.47 3.72±0.61 3.85±0.46

Satisfied 29 3.34±0.23 3.91±0.40 3.53±0.40 3.89±0.34

Advance
motivation

Job 64 3.29±0.30

1.863

(.138)

3.90±0.47

.564

(.187)

3.55±0.60

1.619

(.187)

3.74±0.46

1.102

(.350)

Teacher
Recommen
dation

60 3.39±0.23 4.11±0.53 3.79±0.55 3.87±0.54

Aptitude 52 3.29±0.58 3.97±0.45 3.68±0.59 3.86±0.40

Grade 3 2.91±0.82 4.08±0.12 3.66±1.15 3.85±0.83

Preferred
teaching
method

lecture 134 3.27±0.40
3.039

(.030)

3.92±0.50
1.249

(.294)

3.59±0.60
4.106

(.008)

3.80±0.46
.173

(.915)
discussion 5 3.65±0.50 4.25±0.32 3.70±0.83 3.91±0.87
Web-based 12 3.34±0.24 4.08±0.48 3.86±0.70 3.82±0.59
practice 28 3.46±0.31 4.03±0.43 3.98±0.24 3.86±0.47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눈치, 학습몰입도 및 임상수행능력
Table 3. Empathic ability, Nun-chi, learning Flow and Communicative Skil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SD Range

Empathic ability 3.32±0.39 1.68~4.11

Empathic concern 3.71±0.53 1.71~4.86

Perspective-taking 3.64±0.62 1.00~4.86

Fantasy scale 3.43±0.62 1.57~4.86

Personal distress 3.06±0.38 2.14~4.00

Nunchi 3.96±0.48 2.67~5.00

learning Flow 3.67±0.59 2.40~5.00

Clinical Competency 3.82±0.48 2.98~4.96

표 2. 대상자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Table 2. The degree of Nursing students on Empathic ability,
Nunchi, learning Flow, and Clinic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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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수면시간이 길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치는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는 나이(F=6.860, p<.001), 학업성취도(F=

10.323, p<.001), 실습만족도(F=9.599, p<.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 사후검증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학업성취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몰

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서는 성별(t=2.472, p=.014), 나이(F=

7.06, p<.001), 전공만족도(F=3.244, p=.041), 실습만족도

(F=4.861, p=.009), 학업성취도(F=3.697, p=.027)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 사후

검증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가

높은수록임상수행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Table 3].

4. 공감능력눈치, 학습몰입, 임상수행능력간의상관관계

공감능력, 눈치, 학습몰입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

관계는 공감능력과 눈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48, p=.048), 임상수행능

력은학습몰입도와유의한순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

타났다(r=.605, p<.001)[Table 4].

Variable
Empathi
ability

Nunchi
Learning
flow

Clinical
competency

Empathy

ability
1

Nunchi
.148

(.048*)
1

Learning
flow

-.124

(.099)

-.072

(.338)
1

Clinical
competency

.047

(.535)

-.083

(.271)

.605

(.<001**)
1

* P<0.05,** P<0.01

표 4. 주요변수와 임상수행능력과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5.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낸 공감능력, 학습몰입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성별, 나이, 전공만족도, 실습만

족도,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다중공정

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P)는 1.089~1.584

로 기준인 10 이상을 모두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bin-Watson 값

을 구한 결과 2.086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의 Adjusted R2는 .394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성취도(β =.129, p=.049), 연령(β =-.116

p=.014), 실습만족도(β =-.242, p<.001)순이었다[Table 5].

Variable B S.E. ᵝ t p

Constant 3.729 .250 6.969 .001

Academic
achievemen .129 .065 .146 1.986 .049

Age -.116 .047 -.184 -2.491 .01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242 .074 -.281 -3.275 .001

Adj R2= .394, F= 6.343, p< .001)

표 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 of Clinical Competency

Ⅳ. 논의

본 연구는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고,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현장실

습과 함께 실습대처 방안인 V-SIM, Nursing Skill, 시

뮬레이션수업 등의 실습대처 온라인 실습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실습대처 온라인 실습교육 후 임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

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

몰입도,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공감

능력은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8]의 연구

에서는 3.58점, Seo[23]의 3.60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주는 것은 비대면 실습 교육보다는 현장실습 교육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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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성별과 종교는 차이가 없다

는 Lee 등[14]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여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 공감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Jeong 등[6]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e 등[14]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이

는 연구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반복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감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공감능력은 토론식 수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

를 찾지 못해 비교할 수 없었으나 토론식 수업의 특성

에 따라 공감능력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연구

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눈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6점이

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24]의 연구의

3.8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취업을 앞둔

4학년으로 이론과 다양한 실습교육을 통해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 갖추어야 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

한 지속적인 교육이 눈치수준을 높게 하였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눈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 눈치는 전공만족도가 높

은 경우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Kim 등[26]

연구에서는 실습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업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온라인

실습 상황에서 반복연구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67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6]

연구의 3.62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Lee 등[27]의

연구의 3.1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학습몰입은 4학년

이 되는 시점에 향후 진로와 함께 국가고시, 취업, 면접

등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학습몰입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전문

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학습몰입이 향

상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82점이었으며, 같은 도

구를 이용한 Yoon 등[4]의 연구에서는 3.66점, Lee 등

[14]의 연구결과의 3.72점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

다. 이는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현실에서도 현장실습의 특성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

록 대면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실습을 위한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의 활용의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Jang 등[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

며, Yoon 등[4]의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Shin 등[1]의 연구에서는

실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임상수행능력의 영향

요인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관한 반

복연구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을 비롯하여 교수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실습 후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과 눈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몰입과 임상

수행능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Hong[29]의 연구에서도시뮬레이션수업중의결과에서

학습몰입과임상수행능력에서는양의상관관계가있어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비대면 실습 후의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확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영향요인으로는 학업성취도

가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령, 실습만

족도 순이었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38.4%로 확인되었

다.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 분석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COVID-19라는 시대적 상황에

서 비대면 온라인 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들의

대상으로 간호교육기관에서 학업성취도와 실습만족도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반복연구로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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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

여 간호대학생들은 일반적인 현장경험을 위한 임상실

습이 어려운 여건에서 비대면 온라인 임상실습을 시행

하였으며, 미래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실

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눈치, 학습

몰입도와 임상수행능력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비대면

온라인 실습에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중재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K광역시 일 대학의 재학 중인 간호대

학생 179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10일부터 5

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감능력과 눈치

(r=.148, p=.048), 학습몰입도와 임상수행능력(r=.605, p

<.001)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학습몰입도, 연령, 실습만족도로 설명력(R²)은 39.4%

이었다.

결과적으로 COVID-19라는 세계적 대유행은 간호대

학생의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전 임상현장에서 경험해

야 할 다양한 사례 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임상간호사로

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

는 매우 중요한 간호전문직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구체적인 전략과 온라인 실습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Kyung-Ah Shin, Bok-Hee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1, pp. 46-56. Feb 2012. https:
//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2114362
42010.pdf

[2] Seung-hee Han. “Effecting factors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8, pp. 531
-540, Aug 2019. DOI : 10.35873/ajmahs.2019.9.8.047

[3] Jeong-Re,Yoo, Sang-Taek Heo,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Vol. 17, No. 2, pp. 33-40, Aug 2020.
DOI:http://dx.doi.org/10.22730/jmls.2020.17.2.33.

[4] Young-Sook Yoon, Bok-Soon Park, Sun-Jung
Park, and Ha-Na Cho,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pp.
1-10, June 2021.

[5]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1, No. 1, pp. 131-126, 1983.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6] Hye-Sun Jeong. and Kee-Lyong Lee,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44-6052, 2015.

[7] Kyoung-Hee Mun,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burnout in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6.

[8] Hae-jin Kim, Myung-sun Lee,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1 No.2, pp.
237-245, May, 2015. https://doi.org/10.5977/jkasne
.2015.21.2.237

[9] Nam-Young. Yang, Sun Young.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June 2011. DOI :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2.216

[10]Hyun-Ju Park, Hyo-Ja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1, pp. 48-57, 2019.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48

[11]Jung-hye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
-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8,
No. 2, pp. 67-92, 2010.

[12]Jae-shi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
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6, No. 2, pp. 277-295, 2010.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211436242010.pdf
http://dx.doi.org/10.22730/jmls.2020.17.2.33
https://doi.org/10.5977/jkas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405-413, August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13 -

[13]Min-Kyung Jeon, Mi-Young Han, Ick-Jee Kim,
and Young-suk Kim, “The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y, Nunchi,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5, pp.
85-94,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8

[14]Kyoung-Eun Lee, Jin-Young Hong, “Effects of
Empathy, Car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1251-1270, 2020.

[15]Jong-on Hwang, Hyun-Joo Park,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23, pp. 601-615, 2019.

[16]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 85-103. 1980.

[17]Il Kang, Seon-Wan Ki, Sung-Eun Kim, Bum-Seok
Jeong, Ji-Hee Hwang, Ji-Eun Song, and
Ji-Woong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8, No. 5, pp. 352-358, 2013.

[18]Jae-Hong Heo, Won-Ju Park,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nchi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537-3555,
2013. DOI : 10.15703/kjc.14.6.201312.3537

[19]A. J. Martin and S. A. Jackson, “Brief Approaches
to Assessing Task Absorption and Enhanced
Subjective Experience: Examining “Short” and
“Core” Flow in Diverse Performance Domains“,
Motivation and Emotion, Vol. 32, pp. 141-157,
2008. http://dx.doi.org/10.1007/s11031-008-9094-0

[20]Sun-jeong Jeong, Jin-chul Jeong, “The Effects
of Unemployed Vocational Trainee'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Training Program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nd Career Planning on
Employabilit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6, No. 4,
pp. 61-89, 2014.

[21]Woo-hyung. Lee, Chang-Jin Kim, Jun-Sang
Yoo.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for Yonsei
University, Vol. 13, pp. 17-27, 1991.

[22]Mi-sook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2005.

[23]Ji-Young, Seo,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3,
No. 4, pp. 61-71, December 2019.

[24]Yoon-Suh Yang, So-Hyoung Hong,Jeong-Lim
Ryu,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7, pp. 75-83, 2020,

[25]Jae-Kyun Lee, “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5.

[26]Young-Me Kim, Chung-sin Shim, Seung-Ju
Kang, Hae-Jin Shin, “Influence of Nunchi and
Learning Flow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pp.445-452,
2020.

[27]Hyea-Kyung Lee, Li-A Kim, Jae-Eun Kim,
Yu-Ra Lee, Ji-Min Lee, Hee-Sun Han,
Hyeon-Kyeong Hwang,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5, pp.15-23, 2017.

[28]So-eun Jang, So-young Kim, Nam-hee Park,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5 No. 4, pp. 448-458, November,
2019.

[29]Se-hoon Hong,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and Clinical competency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during
Simulation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 pp.
741-755,,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