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정부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복지 정책과 보건의료시장 개방, 보호자 없는 병

동정책등각종의료관련사업이확충되고있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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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그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주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
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4학년 126명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의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Pe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은 자아존중감(r=.160, 
p=.037)과 자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그릿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232, p=.009). 이 연구를 통해 그릿과 관련된 변인들
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그릿(Grit),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무례함,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Abstract  This study was tried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focusing on recent interest in grit. The study subjects were 126 juniors and 
seniors in a nursing colleg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2017 to June 8, 2017. Th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Person‘s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 The analyzed data showed that grit of the subjec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r=.160, p=.037) and self-efficacy (r=.232, p=.004) And self-efficacy (r=.541,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ly the self-efficacy significantly predicted grit 
(β=.232, p=.009).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variables 
related to Grit, and it can be especially valuable for the direction of what education should be helpful to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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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양성 및 활용의 중

요도가 올라가고 있다[1]. 일반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 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12,000여명,

2015년에는 14,000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을 알 수가 있다[2]. 간호사의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각

대학에간호학과정원수도증가하게되었는데,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 통계에 따르면 간호학과 국가고시

응시생이 2015년을 제외한 2013년도 이후 2017년도까지

매년 2,000명씩증가했음을알수가있다. 이에따라간호

대학생의 필수 교육인 임상실습과 임상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이간호사가되기위해서는임상실습이그

필수적 과정이며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보건의

료 현장에 진출하여 이론 때 학습했던 핵심기본간호술,

치료적인 의사소통술, 의료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보고

실천하게된다. 또한다른직종과함께일하는모습을보

면서조정자의역할도체험할수있다[3]. 이들이실습하

게될최적화된임상실습현장은간호대학생들의실습관

련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론 때 배운 술기를 이행하는

임상수행능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4,5]. 결국간

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른 의료종사

자들과협력하는것을배우고간호전문직의술기를배우

는 등의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와같은 장기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끈기가 요구된다.

최근 학업적 끈기, 내재된 동기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성을 동반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Grit)[6]이라는개념이학습과관련하여국내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학습과 관련되어 초등학교 영재에서 성

인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그릿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릿이높을수록학업성취도에유의한관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7-9]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황광원

[11]은 인지적 능력에 못지않게 비인지적 능력이 중요하

며 그릿은 비인지적 요소이면서 성취에 대한 높은 예측

을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의 청년실업률이

높으면서도 간호계의 높은 이직률은 간호교육의 도전과

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인성교육의 한 방안으로써 그릿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임상현장에

서 실습을 직접 지도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

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도 간호대학생들의 그릿을

길러주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사에 필요한 업무역

량을학습하는긍정적요소이외에도대상자나보호자혹

은 같은 의료팀 내에서 무례함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실습 도중 많은

수의간호대학생이언어폭력을경험하는데그에다른대

처방식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무례함은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이는 피해

자에게 위축과 과민반응을 보이게 할 수 있다[12]. 무례

함은 임상실습의 주된 스트레스 중 하나이나 자신의 학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반복적인 무례함에 노출되면 이들의 진

로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결코간과해서는안될것으

로 생각된다[13].

이러한임상실습에서겪는무례함은간호대학생이자

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자기효

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14] 이런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공 학과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예측 가능한 지

표로쓰이기도하고[15], 전문적인지식뿐만아니라정확

한전문술기가요구되는간호사에게도중요하게요구가

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전문술기의

수행부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되므로임상실습에

나가간호술기를직접행하여보는간호대학생에게자기

효능감은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임상실습에서무례함

을경험할수록임상실습관련자기효능감은저하된다[13]

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란 자아에 대한 주

관적가치판단으로스스로가얼마나중요하며유능한지

스스로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16]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임상에서경험하는무례함과같은임상실습스

트레스를잘견디는데[17], 여러가지임상실습의스트레

스에 놓여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 함양은 중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들을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에

있어 많은 학업과 임상실습을 지속시킬 끈기와 열정을

평가함에 있어 그릿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또한이들이학업중경험하게될수있는무례함이나자

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선행연구

들은 이들변인간의관계나영향을미치는요인을종합

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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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대상으로하는그릿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지

않고있기에본연구는이부분에주목하여연구를진행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학년을대상으로그릿과임상실습에서겪

는무례함과자기효능감및자아존중감의상관관계를분

석하고 그릿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릿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융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고 특히,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그릿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

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분석한다.

3) 연구대상자의 그릿과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연구대상자의그릿에미치는영향요인을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일대학의간호학과 3,4학년을대상으로하

며임상실습에서경험하는무례함이그릿에미치는영향

과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조절효과를분석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3,4

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

로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휴학자는 제

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인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과 관련된 선행연구

[13]를 참고하고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수준의효과크기 0.15, 양측검정유의수준 .05, 검정

력 .95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수를 계산하였을

때 166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

180명을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그릿의측정도구는 Duckworth[6]가 개발한그릿측정

도구를이정림[8]이번안한그릿척도를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노력지속성 8문항, 흥미일관성 4문항으로이루어

져있으며총문항은 12문항이다. 각척도의문항형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

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높을수록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림[8]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노력지속형 .86이며, 흥미일관성 .65이며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7이었다.

2.3.2 무례함
무례함의 측정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수옥

[18]이 개발한것으로하위영역은배타적행동 5문항, 멸

시 5문항, 거부 3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 전체 13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의 문항 형식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

로측정하며점수가높을수록무례함을많이경험했다는

것을의미한다. 조수옥[18]의 연구에서각영역의신뢰도

Cronbach’ α는 배타적 행동(Exclusion) .77, 멸시

(Contempt) .79이며 거부(Refusal) .84이며 전체 신뢰도

는 .84이었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 Cronbach’ α는 .91이

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측정도구는 Sherer와Maddux[19]이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20]이

번안한것을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일반적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 5점리커트척도로부정적인진술문인문항 2, 5

,6 ,7 ,10 ,11 ,12 ,14 ,16 ,17 ,18 ,20 ,22 ,23은 역환산하여

계산을 한다. 김덕진[15]의 연구에서 각 영역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일반적 효능감은 .86, 사회적 자기효능감

은 .70, 전체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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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1]가 개발하고 전병재[22]

가번안한자아존중감 척도를사용하였다. 5개의 긍정문

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

다. ‘매우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4점까지리

커트척도이며문항 3,5,8,9,10은 역환산하여계산한다.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전병재[22]의 연구

에서신뢰도 Cronbach’ α는 .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신

뢰도 Cronbach’ α는 .77이었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년,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실

습동료와의관계, 간호사와의관계의 6개항목으로구

성되었다.

2.4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후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시행하였

다(IRB No. 2017-019). 모집방법에서는연구참여를알리

는첫공지를교수자가하게될경우취약한대상자인학

생은동의하기의자유로움을상실할수도있으므로연구

대상자가연구자를알수없게진행을도와줄연구보조

자 석사생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시작일에 사전검사

를진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연구대상자에게먼저연구

에대해직접설명한후연구참여에동의한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조

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참여는 성적과 전혀 무

관하며, 스스로자율적인동의하에진행됨을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있으며, 이로인한어떠한불이익도받지않음을설명

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1) 연구대상자들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로분

석하였으며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은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그릿, 무례함, 자

기효능감,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을이용하

였다.

3)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기존중

감간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을이용하였다.

4) 그릿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단계적

회귀분석방법(Stepwise regression, hierarchical)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자가 88.1%(111명)

으로 남자 11.9%(15명)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최대 28세,

최소 20세로 평균 21.43±1.417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73.8%(93명) 4학년이 27.2%(33명)이었으며, 학교생활 만

족도는 보통인 경우 57.9%(73명), 불만족인 경우

22.2%(28명), 만족인경우 19.8%(25명) 순으로나타났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경우 45.2%(57명), 매우 좋은

경우 28.6%(36명), 보통인경우 26.2%(33명) 순으로나타

났고 간호사와의 관계에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50.0%(63명), 좋다고생각하는경우 38.1%(48명), 좋지않

다고 생각하는 경우 11.9%(15명)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or Range

n(%)
or M±SD

Age 20-28 21.43±1.417

Grade
Junior 93(73.8)
Senior 33(27.2)

Gender
Male 15(11.9)
Female 111(88.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25(19.8)
Fair 73(57.9)
Poor 28(22.2)

Relationships
with peer

Very Good 36(28.6)
Good 57(45.2)
Fair 33(26.2)

Relationships
with clinical
nurses

Good 48(38.1)
Fair 63(50.0)
Poor 15(11.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6

3.2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
존중감
연구대상자의 그릿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1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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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었고 하위영역 흥미일관성, 노력지속성의 평균은

2.756(±.631)점, 3.276(±.428)점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의

평균은 5점만점에평균 2.973(±.797)점이었으며하위영

역 배타적행동, 멸시, 거부의 평균은 3.247(±.912)점,

3.048(±.870)점, 2.394(±.912)점으로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의평균은 5점만점에 3.298(±.329)점으로하위영역일반

적자기효능감, 사회적자기효능감의평균은 3.296(±.435)

점, 3.285(±.632)점으로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평균은 4

점 만점에 2.811(±.314)점 이었고 하위영역 긍정 존중감,

부정 존중감의 평균은 각각 3.150(±.479)점, 2.471(±.313)

점 이었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Grit

3.016±.4991

1-5
Consistency of
interests

2.756±.631

Persistence of
effort

3.276±.428

Incivility

2.973±.797

1-5
Exclusion 3.247±.912
Contempt 3.048±.870
Refusal 2.394±.912

Self-efficacy

3.298±.329

1-5
General
self-efficacy

3.296±.435

Social
self-efficacy

3.285±.632

Self-esteem
2.811±.314

1-4Positive esteem 3.150±.479
Negative esteem 2.417±.313

<Table 2> Degree of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126)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무례
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

사와관계(F=20.269, p<.001)에 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

으며 사후분석 결과 좋지 않은 경우(3.830±.532)가 보통

(3.080±.679)인 경우보다, 보통(3.080±.679)인 경우가 좋

은 경우(2.565±.761)보다 무례함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

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

도(F=3.552, p=.032), 실습동료와의 관계(F=7.906, p=.001),

간호사와의관계(F=3.151, p=.046)에 따라유의한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3.429±.418)가 불만족 하는 경우(3.128±.416) 보다,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3.522±.504)가 좋은 경

우(3.224±.405)나 보통인경우(3.175±.265) 보다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존중감은

성별(t=2.442, p=.016), 학교생활만족도(F=5.565, p=.005),

실습동료관계(F=13.2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2.944±.266)가 불만족 하는 경우(2.667±.332) 보다,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경우(2.977±.278)가 좋은 경

우(2.815±.322) 보다, 좋은 경우(2.815±.322)가 보통인 경

우(2.621±.223)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Variabl
es

Catego
ries

n(%)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Self-esteem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M±SD
t or F(p)
sheffe
test

Gender
Male 15(11.9) 2.904±.402 .861

(.304)
2.964±.954 .188

(.960)
3.449±.429 .952

(.142)
2.993±.221 2.442

(.016)Female 111(88.1) 3.031±.454 2.975±.779 3.275±.426 2.786±.317
Satisfac
tion of
college
life

Good 25(19.8) 3.090±.466
.651
(.523)

2.910±.741
1.065
(.348)

3.429±.418
3.552
(.032)
a>c

2.944±.266
5.565
(.005)
a>c

Fair 73(57.9) 3.017±.481 2.921±.818 3.315±.422 2.820±.303

Poor 28(22.2) 2.948±.335 3.167±.789 3.128±.416 2.667±.332

Relatio
nships
with
peer

Very
Good

36(28.6) 3.137±.511
1.849
(.162)

2.993±.901
.701
(.498)

3.522±.504 7.906
(.001)
a>b,c

2.977±.278 13.299
(<.001)
a>b>c

Good 57(45.2) 2.966±.371 2.890±.704 3.224±.405 2.815±.322
Fair 33(26.2) 2.971±.487 3.095±.838 3.175±.265 2.621±.223

Relatio
nships
with
clinical
nurses

Good 48(38.1) 3.089±.444

1.305
(.275)

2.565±.761
20.269
(.000)
c>b>a

3.411±.486

3.151
(.046)

2.870±.318

1.486
(.230)

Fair 63(50.0) 2.989±.486 3.080±.679 3.243±.383 2.781±295

Poor 15(11.9) 2.895±.229 3.830±.532 3.152±.342 2.746±.362

<Table 3> Differences of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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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대상자의 그릿, 무례함, 자기효능감, 자아
존중감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그릿은자기존중감(r=.160, p=.037)과 자

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이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자기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Self-efficacy Incivility Self-esteem
r(p)

Grit
.232
(.004)

-.057
(.529)

.160
(.037)

Self-efficacy 1
-.072
(.420)

.541
(<.001)

Incivility 1
-.090
(.317)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it, Incivilit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126)

3.5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그릿에미치는관련요인을규명하기위

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을 독

립변수로투입하여 단계적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위한분산팽창지수(VIF)는 1.000으로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고 Durbin-Watson 결과 1.914로 독립

성을 만족하여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045, p=.009), 모형의 설

명력을나타내는수정된결정계수 Adjust R2은 .046으로

4.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투입된 변인들 가운

데자기효능감만이그릿을유의하게예측하였다(β=.232,

p=.009)<Table 5>.

Variables B SD β t p VIF

(constant) 2.216 .304 7.288 .000

Self-efficacy .243 .091 .232 2.654 .009 1.000

R2=.054, Adjust R2=.046, F=7.045, p=.009

<Table 5> Factors related to Grit
(N=126)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

학년을대상으로하여그릿과임상실습에서겪는무례함,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연구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연구대상자의그릿은 3.016점으로하위영역흥미일

관성, 노력지속성의 평균은 2.756점, 3.276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대학생을대상으로한한상춘[9]의 연구에서흥

미일관성 3.24점, 노력지속성 3.37점으로 나타났던 결과

와 비교했을 때 노력지속성 부분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

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은 여러 시험, 과제 등에 직면했을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이

는 스스로 간호학 이라는 학문에 일관된 흥미를 느껴서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끈기와 노력으로

버티고 이를 잘해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대학에서는형식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학생 스스로 일관된 흥미를 찾기 위한

교육환경의개선이필요하다. 무엇보다간호학에흥미를

유지하기위해저학년부터세부진로를탐색하는활동을

고학년까지지속적으로연결시키고특히, 학교교육과임

상실습에서 오는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는

간호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임상실습에서는 학교교육

과 소통하는 교육적 환경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의무례함은 5점만점에 2.973점으로무

례함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며 3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종료한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수옥[18]의 연구결과 3.03점과 유사하다. 이는 간호

학생들이임상실습에서무례한대우를중간이상정도로

느끼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속하는학생에게임상실습교육에있어설명

없이일방적으로지시하거나다른학생이나대상자앞에

서 무안을 준다던지, 부적절한 어투를 사용하고 언성을

높이거나학생의질문에귀찮아하는등의행동이무례한

행동이라는것을교수자및임상실습지도자는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습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언

급하여 무례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

겠다.

본연구대상자의자기효능감은 3.298점으로이는같은

도구를이용하며 3년제와 4년제각 1개간호학과에재학

중인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김덕진[15]의 연구결

과 3.33점으로유사한결과이며또한, 간호사를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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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경아[23]의 연구결과 3.3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

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과

실제임상에서일하는간호사들이타학문영역과비교했

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알수있다. 한편무용학과여대생을대상으로하고

문항수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경민[24]

의 연구에서는 2.8점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타학과에 비해서 많은 실

습평가와 과제로 인해 이를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기

회가 많고 이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둠으로

써성취감을느끼고자신감을얻게됨으로써자기효능감

이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본연구대상자의자기존중감은 2.811점으로같은도구

를 이용하며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문희

[25]의 연구결과 3.07점, 황성자[26]의 연구결과 3.10점,

간호대학생 2,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7]의 연구

결과 3.03점보다다소낮았다. 이와 같은연구에서는자

료수집시점이학기중이였으나본연구에서는기말고사

직전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많고

유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자기존중

감이낮게측정된것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

다.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그릿, 무례함, 자

기효능감,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그릿은

일반적특성과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다. 이는성별,

나이, 학교생활만족도, 간호사 및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그릿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임상실습을경험한간호대학생대상의일반적특성과그

릿을 관련지어 진행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본연구에서의차이가없다는결과를단정하기는

어렵고간호대학생의그릿과관련된추가적인연구가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추후 그릿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대상자를 확장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사와 관계에 따라

유의한차이가있었는데간호사와의관계가좋지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보다, 보통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보다 무

례함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생에 대

한부적절한태도와간호사와의관계에서임상실습을하

는 학생들이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다고 언급한 이현정[2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에있어간호사와의관계는매우중요하게인

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임상실습을주도하

고 있는 병원의 간호교육 담당자는 의도되지 않은 행동

이라도학생을적대시하고배제하며무시하는행동과같

은 무례한 상황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29]을 임상실습교육에 앞서 의식적인 사전 인식교육

이 임상실습 현장 간호사에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학

생은실습현장에서무례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교과목

담당교수, 병원 간호교육 담당자,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등에게보고를통하여유기적인해결을할수있는제도

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

험하는무례함을간과하지않고공식적이고구체적인보

고 체계가 마련된다면 투명한 제도 속에서 실습현장의

간호사와학생간무례함을줄이려는노력이수행될것

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사와의 관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동료, 그리고

간호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덕진[15]

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성취 경험 및 학교생

활 만족도 또한 증진되며 원만한 관계 경험이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매학기임상실습전오리엔테이션에서학교생활

에 만족하고 자신의 실습동료, 실습기간 동안 만나게 되

는간호사와의관계가원만할수록고된실습과정을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성공적으

로해낼수있다는판단과기대를하게해주고이는임상

실습 수행 능력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특성에따른자아존중감은여자보다남자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영숙[30], 김은주[31]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며 이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간호학과특성상많은동성친구들과자신을비교하게되

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자신

과타인을수용하고자신의능력을믿음으로써긍정적인

인식을할수있도록 또한본연구에서는학교생활만족

도가높을수록, 실습동료관계가좋을수록자아존중감이

높게나타났는데, 이는간호대학생전체를 3년동안종단

연구를 통하여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 및 임

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하

나선[32]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며 2,3,4학년 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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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7]의 연구결과와맥락을 같

이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가치를느끼고보람있다고생각하며자신있게행동함으

로써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21] 따라서

원만한 대학생활을 누리고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임상실습생활을 진취적으

로 수행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33], 자존감증진 인지행동프로그램[34]과 같이

간호대학생의자아존중감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인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대상의 박소연[35]의 연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 결과 자존감이 향상되

었는데이와같이대학생의자발적인참여로이루어지는

간호와관련있는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는전

략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사회적 현상

인경쟁구도를고려할때, 학점을얻기위한경쟁에서벗

어나실습동료들과서로임상사례에관한정보를공유하

고자유롭게이야기를나눌수있는비교과시간이마련

된다면정서적유대감을쌓아원만한관계유지에도움이

되고이는자아존중감을유지하는데긍정적인효과를주

리라 사료된다.

본연구대상자의그릿은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과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고 동일한 그릿 도구로 측정한 한상춘[9]의 연구에

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상자는 어려운 일이 닥

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

하는데 망설임 없고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성공적으

로수행하려는노력을많이기울인다는결과와유사하다.

따라서 학업적 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

또한 성취를 높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을 보일수록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같은도구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그릿을활용한연기교

육프로그램을통해학습자들의자아존중감을높이는데

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던이윤정[36]의 연구도이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그릿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었으며 학습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힘을 키워주는 등의

효과를 주었다고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습과정

속에서자신의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신념

과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스스로 믿는 정도가 커질수

록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 받게 되며,

이를통해임상실습에서의수행또한더욱더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대상

으로자신의공부전략, 진로 계획, 실습에서의조언등에

대하여 교수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습상담 프로

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목표를

향한방향을정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으며앞으로의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동기와 믿음을

부여받을것이라기대할수있다. 또한자기존중감은자

기효능감과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나타났는데이는박

현숙[27], 오혜경[37], 김명숙[38]의 연구결과와일치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

는사람은어려운과제에부딪혔을때회피하지않고도

전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기대, 믿음을 높여

준다고생각된다. 따라서간호대학생의임상실습에대한

불안을감소시켜주고임상실습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

하기위하여매학기임상실습전오리엔테이션에서자기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39]줄 수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개발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그릿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자기효능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노

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과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40]

임상실습 기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한상춘[9]의 연구결과 그릿이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β

=.411, ρ<0.01) 예측한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간

호학생들의 그릿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효과를검증할필요성이있겠다.

구체적으로자기효능감은성취완성, 대리경험, 언어적설

득과정서적각성의이완등을통해이루어질수있으므

로[41] 임상실습 교수자와 현장 지도자들의 긍정적인 피

드백을 통해 성취경험을 쌓아주고 간호 관련 경험을 제

공해주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설득을

하는 등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될것이라고사료된다. 또한지금까지는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가 부

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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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본연구는간호학생들의임상실습에서겪

는 무례한 상황들을 줄이고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그리고 그릿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임상실습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의목적은간호대학생의그릿과임상실습에서

겪는 무례함,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

하고이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며연구대상자의그릿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학년 126명이

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분석하였으며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례함은

간호사와 관계(F=20.26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자기효능감은학교생활만족도(F=.3.552, p=.032),

실습동료와의 관계(F=7.906, p=.001), 간호사와의 관계

(F=3.151, p=.04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존

중감은 성별(t=2.442, p=.016), 학교생활 만족도(F=5.565,

p=.005), 실습동료관계(F=13.29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있었으며그릿은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의 그릿은 자아존중감(r=.160,

p=.037)과 자기효능감(r=.232, p=.004)과 유의한 양이 상

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41,

p<.001)과 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나타났다. 셋째, 간호

대학생의그릿에미치는관련요인을규명하기위하여상

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

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그릿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β=.232, p=.009).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시소재대학의간호대학생을대

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어 표집대

상을확대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 둘째, 그릿은최근에

정립된 개념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변

인간의상관관계에대해다루고있는연구는현재상당

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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