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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학업참여와 임상실습교육환경, 그리고 교수에 한 신뢰간의 상 성을 연구하여,

향후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 향상을 한 방안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D시와 J도의 2개 

학교 간호 학생 120명을 상으로 시행되었고, 연구도구는 임상실습교육환경(CL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문

항, 교수신뢰(PTS, Professor Trust Scale) 27문항, 학업참여(UWES-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s) 13문항으로 

구성된 3가지 도구를 사용하 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1세 으며 87.4%가 여학생이었다. 3학년이 50.5%, 4학년이 

49.5% 으며 직 학기 성 은 하 36.9%, 상 35.1%, 상 16.2%, 하 11.5%로 나타났다. 상자의 학업참여는 임상실습교육

환경  교수신뢰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

과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는 학업참여 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직  학기 성 도 학업참여에 향으로 

주어 이러한 변수들은 학업참여를 36.1%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에 향을 미치는 교수신뢰변수의 

하부요인을 심으로 교수역량강화 방안, 교수-학생 간 신뢰증진 로그램, 더불어 임상실습교육 지도를 한 다양한 로그

램의 개발  효과 연구 등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professor trust, and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the basis for nursing

education improvement related to academic engagement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Measurement parameters consisted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 items, professor trust (PTS, Professor Trust Scale) 27 items, and academic engagement (UWES-S,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s) 13 item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as follows: 

average age 21.91 years, females 87.4%, third grade 50.5%, fourth grade 49.5%, and an academic score just before

the semester of high 16.2%, middle high 35.1%, middle low 36.9%, or low 11.5%.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professor trus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professor trust (PTS), and academic score just before the semester 

affected academic engagemen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professor's efforts to give students credibility should be followed for academic engagement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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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명시 를 앞두고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할 

역량으로 복잡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  기술이 요하

게 두되고 있다[1]. 역동 인 임상간호 장에서도 환

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한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과 환자와 교감하기 한 사회  기술은 간호 문성

의 근간이 되는 간호실무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를 심으로 추진하는 ATC (Assessment & 

Teaching Competency) 21st project[2]의 이론  개념틀

에 의하면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은 비  사고력, 의사

결정력, 문제해결력이 통합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정의되

고 있으며, 사회  기술은 의사소통능력을 기반으로 구

성원들과 력하는 능력(Collaboration & Teamwork), 

정보활용능력(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건강보험정책의 변화, 인공지능 

암치료 로그램 왓슨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의료기술의 도입, 가정방문간호와 같이 보건의료서비

스 공간의 다양화 등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간호

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 이다. 더불어, 

ICN[3]과 WHO[4]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간호사의 핵심

역량 역시 문가  실무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 의 

임상 장에서 상자의 복잡한 건강문제를 보건의료

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국가  문제의 발생으로 환자안

법(2016)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의료기 은 환자안

법 제9조 환자안 기 에 근거하여 환자 안 을 해 

실습학생들이 환자를 상으로 실습내용을 직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교육

의 교육수 을 개선하기 한 고등교육법(2015), 의료법

(2012)의 개정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제가 실시되면서, 

간호교육평가인증기 [5]에서 제시하는 간호임상실습기

으로서 자격여건을 갖춘 보건의료기 은 한정 인데 

반해 간호 학의 입학 정원은 해마다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6]. 이에 따라 간호교육의 주요한 역인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사회 으로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이

는 간호교육기 은 물론 간호학생들에게 큰 부담감이 되

고 있다.  

학입학을 목표로 긴장된 고등학교 교육환경에서 갑

작스럽게 자유스러운 학생활을 맞은 간호학생들에게 

학은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

하고 결과에 한 책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혼란을 경

험하기도 한다. 간호학생들의 학생활 응에 교수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교수신뢰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업만족도 향상을 해 필요하며[7], 공만족

과 학업지속의도에도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8].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한 스트 스와 

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과 간호 문직  형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9-10]이며, 임상실습과 련하여 간호학생

들이 담당교수에게 바라는 내용은 임상실습에 한 충분

한 오리엔테이션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임상

장지도자에게 바라는 내용은 존 과 지지가 높게 나타

났다[11]. 간호학은 이론교육 뿐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이 

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이론  지식이 실무에 용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임

상실습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12] 간호학생의 역

할 수행에서의 자신감 향상에 요 역할을 하고 있다[13]. 

간호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돕기 한  다른 요

소로 학생들의 학업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학업참여란 

성취하고자하는 학습결과를 해 학습자가 얼마나 극

으로 학습활동과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학습에 한 정 인 태도이자 동기 인 상태를 말

한다[14-15]. 높은 학업참여는 성공 인 학업성취와 높

은 만족감을 성취하는데 큰 향을 주고 있다[14-15]. 최

근 졸업 후 취업을 해 간호학을 선택했다는 간호학생

들의 비 이 양 으로 증하는 경향이 있어[16] 학과 

응력 향상과 유익한 학생활을 돕기 해 학업참여는 

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에 임상실습

환경과 교수신뢰가 미치는 향을 악함으로써 학업참

여 향상을 한 방안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

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교육과정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

신뢰가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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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간호교육과정 개선과 나아가 간호교육정책 수립

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

도를 악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의 차이를 

악한다.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간의 상

계를 악한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2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의 실태를 악하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

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7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D

시와 J도 소재 2개 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들이다. 상자는 연구 목

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로 제한하 다. 상자의 수는 G*power 3.1.9.2 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정수의 표본크

기를 효과크기 f2 =.15,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0, 측변수 8개로 산출한 결과 109명이 산출되었다. 

도 탈락을 고려하여 10% 수 을 추가하여 120명에게 

자료를 배부하 고, 116부의 응답지가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을 해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편 된 자료는 제외하

고 111부를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임상실습교육환경은 Dunn과 Burnett[17]이 개발한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CLE)를 Han[18]이 번역

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한 19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직원과 

학생과의 계 3문항, 병동 분 기 3문항, 간호 리자의 

책임 5문항, 환자와의 계 4문항, 학생 만족 4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측정값은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수량화된  5  Likert 척도로 구성

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63-.85 고 Han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56-.83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요인별 .61-.89

고 체 신뢰도는 .90이었다. 

교수신뢰는 Jeong과 Park[19]이 개발한 교수신뢰 측

정 도구(PTS; Professor Trus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친 감 8문항, 문성 8문항, 강의능력 

5문항, 지도력 6문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이다. 측정값

은  아니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수량화된 

5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수가 높을수록 교수신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로 .80-.85 으며 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하부 요인별로 .81-.89 고 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4 다.  

학업참여는 Schaufeli 등[20]이 개발한 17문항의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UWES-S)를 

Choo와 Son[21]이 한국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한 13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열정 6문항, 헌신 

3문항, 몰두 4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지 않다 1

부터 항상 그 다 5 까지 수량화된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업참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부 요인별

로 .63-.81이었으며 Choo와 Son[21]의 연구에서는 

.77-.82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하

부요인별로 .82-.87이었고 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 다.  

2.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수행 시 윤리  고려를 해 자료수집  연구

자가 2인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해 

설명한 후 연구보조원이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보조원

은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자발  참여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짐과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

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연

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만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서명

하도록 안내하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이 아닌 다

른 목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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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r 

M±SD

UWES-S

M± SD t/F(p) Scheffe

Age (yrs) Average  21.91±1.90

≤21 59(53.2) 3.15 ± 0.66 1.45(.154)

≥22 52(46.8) 2.98 ± 0.56

Sex Female 97(87.4) 3.10 ± 0.62 1.27(.206)

Male 14(12.6) 2.87 ± 0.60

Academic year Third 56(50.5) 3.16 ± 0.59 1.56(.121)

Fourth 55(49.5) 2.98 ± 0.63

Academic score
*

High 
a

18(16.2) 3.42 ± 0.63 8.71(<.001) a>c,d

Middle high 
b

39(35.1) 3.26 ± 0.46 b>d

Middle low 
c

41(36.9) 2.89 ± 0.54

Low 
d

13(11.7) 2.57 ± 0.76

Reasons for selecting nursing Getting a job easily 40(36.0) 2.94 ± 0.68 1.29(.277)

 Aptitude 33(29.7) 3.22 ± 0.60

Academic score 5(4.5) 3.08 ± 0.40

Professionals 17(15.3) 2.95 ± 0.57

Other's recommendation 16(14.4) 3.21 ± 0.55

UWES-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 

Scheffe test

Table 1. Differences in UW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어 비 이 보장되며, 연구결과가 출 된 후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설문지와 응답에 한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 다. 한, 연구 참여 도  연구 참여를 취소하여

도 선물은 회수되지 않음을 설명하 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

차의 서술  통계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에 따른 학업참여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집단 간 차이는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제반 변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고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3단계 계  다 회귀분석으로 분

석하 다. 먼  모형 1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학업참여

와 련이 있는 변수를 투입하 고, 모형 2에서는 임상

실습교육환경을 추가 투입하 으며, 마지막 모형 3에서

는 교수신뢰를 추가 투입하여 독립변수들이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3. 결론

3.1 연구결과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상자의 평균 연령은 21.91세 으며, 87.4%가 여학

생이었다. 3학년이 50.5%, 4학년이 49.5% 으며 직  

학기 성 은 하 36.9%, 상 35.1%, 상 16.2%, 하 

11.5%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용이

해서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성 때문이라

는 응답이 29.7%, 문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3%,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14.4% 다. 성  때문이라는 응답은 4.5%로 가장 었

다(Table 1).

3.1.2 대상자의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

상자가 인식한 임상실습교육환경 정도는 3.28 이

었으며, 5개 하부 요인  학생 만족이 3.55 , 환자와의 

계가 3.49 으로 체 평균평 보다 높았다. 반면, 직

원과 학생과의 계가 3.19 , 간호 리자의 책임이 

3.18 , 병동분 기가 2.90 으로 평균평 보다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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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ange Min Max M±SD Item M±S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9-90 27 85 62.35 ± 10.14 3.28 ± 0.53

staff-student relationships 3-15 4 15 9.59 ± 2.07 3.19 ± 0.69

Hierarchy and ritual 3-15 4 15 8.70 ± 2.20 2.90 ± 0.73

Nurse manager commitment 5-25 7 25 15.88 ± 3.54 3.18 ± 0.71

Patient relationships 4-20 8 20 13.97 ± 2.33 3.49 ± 0.58

Student satisfaction 4-20 4 20 14.21 ± 3.20 3.55 ± 0.80

Professor trust 27-135 79 133 105.29 ± 12.35 3.90 ± 0.46

Intimacy 8-40 18 40 27.70 ± 4.65 3.46 ± 0.58

Expertise 8-40 25 40 34.76 ± 3.72 4.34 ± 0.47

Teaching 5-25 13 25 21.12 ± 2.80 4.22 ± 0.56

Leadership 6-30 12 30 21.72 ± 3.94 3.62 ± 0.66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13-65 13 60 39.90 ± 8.02 3.07 ± 0.62

Vigor 6-30 6 28 17.06 ± 4.05 2.84 ± 0.67

Dedication 3-15 3 15 10.74 ± 2.36 3.58 ± 0.79

Absorption 4-20 4 19 12.10 ± 2.76 3.02 ± 0.69

Table 2. Degree of Variables                                                                      (N=111)

타났다.

교수신뢰 정도는 3.90 이었으며, 4개 하부 요인  

문성이 4.34 , 강의능력이 4.22 으로 체 평균평

보다 높았고 지도력과 친 감이 각각 3.62 , 3.46 으

로 체 평균평 보다 낮았다. 학업참여 정도는 3.07

이었으며, 3개의 하부 요인  헌신이 3.58 으로 가장 

높았고 몰두 3.02 , 열정 2.8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참여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른 

학업참여는 차이가 없었고, 직 학기 성 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직  학기 성  상 그

룹이 하 그룹, 하 그룹, 그리고 상이하 그룹보다 학

업참여 정도가 높았다.

3.1.4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의 관계

상자의 학업참여는 임상실습교육환경(r=.38, p<.001), 

교수신뢰(r=.40, p<.001)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

었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 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11)

Variables 
CLE Professor trust 

r(p)

CLE 1

Professor trust .46(<.001) 1

UWES-S .38(<.001) .40(<.001)

CLE=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UWES-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

3.1.5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학업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직  학기 성 을 더미변수 처리하고 임상실습교육환경

과 교수신뢰를 투입변수로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Table 4). 임상실습교육환경, 교수신뢰, 학업참여

의 정규성은 Shapiro-Wilk test로 확인하 다.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 다. 다 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는 

.50-.76으로 .10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31-1.99

로 10을 과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

차의 정규성은 p-p plot으로 확인하 고 등분산성은 산

도로 확인하 다. 표 화된 잔차의 범 가 –2.80～

1.96 으며 Cook's distance 값은 모두 0.15이하로 나타

나 기  1.0 미만이므로 특이값의 문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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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UWES-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Academic score 1
*

11.06 4.17 <.001 10.13 4.11 <.001 9.48 4.03 <.001

Academic score 2
*

9.03 3.86 <.001 8.21 3.79 <.001 8.42 4.08 <.001

Academic score 3
*

4.20 1.81 .073 3.31 1.54 .148 2.86 1.39 .166

CLE 0.28 4.40 <.001 0.17 2.52 .013

Professor trust 0.20 3.46 .001

R
2
=.196, Adj. R

2
=.174 R

2
=.321, Adj. R

2
=.295 R

2
=.390, Adj. R

2
=.361

F=8.71, p<.001 F=12.50, p<.001 F=13.42, p<.001

CLE=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
Dummy variables; Academic score (Low=0, High=Academic score 1, Middle high=Academic score 2, 

Middle low=Academic score 3)

Table 4. The factors related to UWES-S                                                         (N=111)

분석결과 직  학기 성  상 이상, 임상실습교육환

경,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변수들은 학업참여를 36.1% 설명하고 있었다

(F=13.42, p<.001). 학업참여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

력한 변수는 직  학기 성 으로 상(β=9.48, t=4.03, 

p<.001)과 상(β=8.42, t=4.08, p<.001)이 하보다 학업

참여가 더 높았다. 교수신뢰 정도가 클수록(β=0.20, 

t=3.46, p=.001), 임상실습교육환경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β=0.17, t=2.52, p=.013) 학업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교육환경

과 교수신뢰, 학업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각 변수 간의 

계와 학업참여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악하여 임상간

호교육환경을 포함한 간호교육 개선을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은 3.28 으로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22]의 3.15 과 유

사하 으며, Han[18]의 2.75  보다 높았다. 5개 하부 

요인  학생 만족이 가장 높았고 병동분 기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2-23]에서도 학생만족은 가장 

높은 수를 보 는데,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직업에 

한 동기부여에 정 인 요소라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병동분 기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여 히 임상

장에서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한 사회  

책무감이 다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단된다. 실습교

육을 담당하는 기 을 포함해서 간호 리자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간호학생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실습 련 업무

수행을 지시함에 있어서 간호학  의미를 설명할 수 있

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 한다. 간

호 리자의 책임도 낮은 수를 보 는데 이는 선행연구

[22]와 유사한 결과로 임상실습 장에서 수간호사의 교

육  역할이 간호학생들에게 효과 으로 달되지 않고 

있다고 단된다. 실 으로 수간호사는 업무와 실습지

도를 병행하는 실정이므로 임상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시

행할 수 있는 실습기  내 환경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임상실습교육환경에 한 간호 학생의 만

족도가 멘토와의 계, 간호사 교육자의 역할과 한 

련이 있으므로[24], 실습기 에서는 수간호사와 더불

어 멘토로서의 역량을 갖춘 간호사도 실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간호 학과 더불어 임상실습

교육에 한 사회  책임을  나 어야 할 것이다. 

교수신뢰는 3.90 으로 보건계열학생을 상으로 동

일한 도구를 용한 연구결과[25] 3.72 과 유사하고, 

치 생학과 학생 상의 연구결과[26] 4.37  보다 낮다. 

하부 요인  문성과 강의능력은 체 평균보다 높은

데 Lee와 Kim(2016), Lee와 Kang(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교수자는 교수-학생 간 신뢰감 형성

을 해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에 이바지하고 강의의 

충실도를 기함과 동시에 학습결과에 한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학업참여는 3.07 으로 3개의 하부 요인  헌신이 

가장 높고, 열정이 가장 낮은 수 이었다. 이 결과에 의

하면 간호 학생은 공에 한 자부심과 간호사가 되기 

한 소명의식의 근간을 헌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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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며, 실 으로 학업에 있어서는 학습에 몰두하거나 

지속하는 능력은 다소 낮은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자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기신뢰는 학습

에 한 지속  심과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27]. 유사

한 맥락의 연구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의 정도는 학습

몰입 수 이 높아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8]. 따라서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를 높이기 해 간

호학에 한 자 심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

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

화시키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참여는 직 학기 성  상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

해 높았으며, 학 이 높을수록 학업참여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29]와 유사하다. 학업참여가 학습동기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수행이나 학업만족을 높이는 주요 요인

[21]이자 학 취득에 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30], 

간호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에 몰두하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효과

인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를 들면, 학업 참여가 조한 학생은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해 내·외  향 요인을 진단하여 개별 으로 

학생 심 학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

으로 리하는 것이다. 

학업참여에 한 향요인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직  학기 성  상 이상, 임상실습교

육환경과 교수신뢰가 학업참여에 유의한 수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들의 학업참여에 한 

설명력은 36.1% 수 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2-26]에서도 교수에 한 학생들의 신뢰가 높을수

록 학습몰입은 높았고, 상자와 연구도구는 다르지만 

비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31]에서도 교수신뢰

는 학습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여 학업에 만족하고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교수에 한 신뢰가 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간호  신입생의 학생활 응에 교수와

의  빈도가 요하다는 연구결과[32]를 고려할 때, 

교수자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에 

한 학문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정서 으로 공감

하고 졸업 후 진로에 해 비 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지도하는 교수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해 지속 인 노

력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교육환경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에 한 정  

인식 정도, 학생참여와 실습만족도 간 양의 상  계를 

나타낸다는Choi(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33]. 

한 임상실습교육에 한 만족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간

호업무 측면과 개인  측면에 한 근이 요하다

[34]. 간호 학생이 간호업무를 체계 으로 다양하게 경

험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조직화하고 개별 학생의 능

력 수 에 합한 지도가 필요하다. Jayalakshmi 등의 

연구[35]에서 실습을 지도하는 멘토의 역할이 실습만족

도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 는데 구체 으로 멘토가 학

생 개개인에 한 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며, 학생의 의

문사항에 해 명확하게 교육하고 임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으로써 간호 학생의 임상

실습만족도가 증가함을 보고하 다 

따라서 장기 인 략으로써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도 임상실습 지도 시 수간호사 등 간호 리자에만 의존

하기보다 실습기  차원에서 임상실습교육에 한 사회

 책임을 인식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력간호사는 실

습학생의 멘토로 서 상시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여 실습지도의 효율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환경과 교수신

뢰가 학업참여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실시된 조사

연구이다. 회귀분석 결과 직 학기 성 과 임상실습교육

환경, 교수신뢰는 모두 학업참여에 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구체 으로 직 학기 성 에 따라 

학업참여는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정

으로 인식하고 교수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참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학업참여에 향을 주는 주요 변

수인 교수신뢰에 해 하부요인을 심으로 교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워크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의 실 인 상황에 근거하여 실제

이며, 실 가능한 교수-학생 간 신뢰증진 로그램을 마

련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임상실습교육 장의 실습생 

지도를 한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용하여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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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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