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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전문 간호사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 
간호제공을 위하여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실습교육과정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
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임상실습은 현장에서 간호
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간호사에 대한 가치관, 태도, 전문 간호
사로서의 역할 및 임상수행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필수
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1]. 또한 성격이나 행동유형에 
따라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와 평가 등을 결정하므로[2], 
임상실습의 낯선 환경에 노출된 간호대학생이 환경을 어
떻게 인식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동이란 개인의 외적 특성으로 모든 인간은 개인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독특한 행동패턴을 나타낸다. 
Marston[3]은 이러한 개별적 독특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
하여 자기주장과 추진력이 뛰어난 주도형 (Dominance, 
D style), 낙간적이고 친근감 있는 사교형 (Influence, I 
style),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안정형 (Steadiness, S 
style),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 정연한 신중형
(Conscientiousness, C style)으로 DISC라는 4가지 유형
을 설명하였다[4,5].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은 임상
실습에서 개인의 행동유형과 강점을 발견하여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연구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6,7]. 
DISC 행동 유형과 간호학생의 성격, 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및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8-11]는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을 알아
보고 행동유형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행동 
패턴을 가진 구성원과의 긴한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과 임
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과 임상수행능
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도 J시 소재 J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총 203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1 DISC 행동유형  

  DISC 행동유형은 Marston[3]이 개발한 도구를 Kim[12]
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Lim[1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73,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1.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Schwirian[14]이 개발한 도구 Six-Di- 
mension Scale을 Choi[15]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
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7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간호대학생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차이
The difference of DISC Behavioral Style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박 인 숙

진주보건대학교 

In-Sook Park 

Nurse department,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성공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DISC 행

동유형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도 J시 소재 J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항 결과 대상

자의 DISC 행동유형별 임상수행능력 하위 영역별 살펴보면 간호과정은 D형(주도형) 3.67±0.43, C형(신중형) 3.66±0.40, I형(사

교형) 3.61±0.47, S형(안정형) 3.55±0.4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4.03, p=.005), 간호기술은 D형(주도형) 4.03±0.45, 

C형(신중형) 4.02±0.41, I형(사교형) 4.01±0.47, S형(안정형) 3.91±0.37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07, p=.001), 전

문직 발전영역은 D형(주도형) 3.77±0.47, I형(사교형) 3.61±0.53, C형(신중형) 3.60±0.37, S형(안정형) 3.56±0.49의 순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F=5.07, p=.001).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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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ronbach’s α= .81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 5일에서 11월 9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
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평균 연령은 23.59(±0.85)세 이었고, 
성별은 여학생 174명(85.7%), 남학생 29명 (14.3%)이었
다. 전공 만족도는 ‘높음’가 151명(74.4%), ‘보통’가 45명
(22.2%), ‘낮음’이 7명(3.4%)이었고, 평균 성적은 
‘4.00-4.50’가 45명(22.2%), ‘3.50-3.99’가 85명(41.9%), 
‘3.00-3.49’가 65명(32.0%), ‘2.50- 2.99’가 8명(3.9%)이었다.

2. DISC 행동유형, 임상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는[표 1]
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은 사교형 95명
(46.8%),  안정형 71명(35.0%), 주도형 26명(12.8%), 신 
중형 11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
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65±0.35이었다. 

표 1. Participant’s DISC behavioral styl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3. DISC 행동유형별 임상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DISC 행동유형별 임상수행 능력은 [표 2]과 
같다.  임상수행능력 하위 영역별 살펴보면 간호과정
(F=4.03, p=.005), 간호기술(F=5.07, p=.001), 전문직 발
전영역(F=5.0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Difference of  DISC behavioral styl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 D: Dominance, I: Influence, S: Steadiness, 
  C: Conscientiousness, 
※ a, b, c, d, e : Groups of variables subarea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교형 95명(46.8%)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16, 17]의 결과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교형이 조직 구성원과 원만하게 지내는 행동유
형 일수록 다양한 전문역량의 통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18]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
력 점수는 5점 만점에 3.65±0.35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19, 20]의 결과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임상수행능력 
하위 영역별 살펴보면 간호과정(F=4.03, p=.005), 간호기
술(F=5.07, p=.001), 전문직 발전영역(F=5.07, p=.001)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두  D형(주도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D형(주도형)이 결단력이 있으며 다
른 행동 유형에 비해 업무수행과 의사결정 시 빠른 결과
물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21]가 본 연구
를 뒷받침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J시 소재 J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DISC 행동유형을 분석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행동유형 
분포는 사교형이 높게 나타났고,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
역에서는 간호과정, 간호기술, 전문직 발전에서 D형(주
도형)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로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
르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동유형별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후
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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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ean±SD & n (%)
DISC behavior

Dominance 26(12.8)
 Influenc 95(46.8)

 Steadines 71(35.0)
 Conscientiousnes 11(5.4)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3.65±0.35 
Nursing courses 3.53±0.43

Nursing skil 3.95±0.41
Education / Partnership 3.57±0.47

Interpersonal / Communicatio 3.52±0.55
Professional developmen 3.56±0.42

DISC behavior Da Ib Sc Cd F(p) 
scheff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3 . 6 3
±0 . 3
9

3 . 7 7
±0 .4
0 

3.55
±0.3

7 

3.65
±0.3

1

3.89(.007) 
a>c

Nursing      
courses 

3.67
±0.4

3 

3.61
±0.4

7 

3.55
±0.4

3 

3.66
±0.4

0

4.03(.005) 
a>c

Nursing skil 
4.03
±0.4

5 

4.01
±0.4

7 

3.91
±0.3

7 

4.02
±0.4

1

5.07(.001) 
a>c 

Education 
/Partnership

3.71
±0.5

3 

3.63
±0.4

7 

3.51
±0.4

3 

3.56
±0.4

2 
2.39(.06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64
±0.6

8 

3.49
±0.6

5 

3.66
±0.5

6 

3.69
±0.4

4 
1.52(.189)

Professional     
developmen

3.77
±0.4

7 

3.61
±0.5

3 

3.56
±0.4

9

3.60
±0.3

7 
2.8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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