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139-143,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39 -

*준회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연구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연구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2월 08일, 수정완료일: 2020년 0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03월 05일

ceived: February 08, 2020 / Revised: February 24, 2020

Accepted: March 05, 2020

*Corresponding Author: 108959@naver.com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 Kore

강점코칭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Strength Coaching Program for First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홍주영*, 이소영**

Ju-Young Hong*, So-Young Lee**

요 약 본 연구는 강점코칭이 첫 임상 실습에 임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임상 실습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 실험연구이다. 실험군(n=22)과 대조군 각각 2주간의 첫 임

상실습을 시행하였고, 기간 중 실험군에는 감정코칭을 시행하고, 대조군(n=21)은 2주간 임상실습 기간 종료 후 코칭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4주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²-test로, 가설검증은

Independent t-test, 사후검정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감정코칭은 자아존중감과 임상 실습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임상 수행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감정코칭은 첫 임상 실습에

임하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임상 실습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요어 : 강정코칭, SNS, 간호대학생, 첫 임상실습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 strength coach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self esteem, and practice satisfaction.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 test design,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7 and February 1, 
2019.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41, 3-year nursing students in G City who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n=21) or a control group (n=20).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a t-test, χ2 test, and 
paired t-test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After receiving the strength coaching program,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self esteem(t=5.53, p<0.038), and practice satisfaction (t=7.66, p<0.019)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trength coaching program was effective at increasing self esteem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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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코칭은 코치가 변화 의지를 지닌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현재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며 코치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협력적인 과정이다[1]. 여기에 강점코칭

은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덕목과 미덕을 행동

가치로 분류하여 개인의 강점을 구축하여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감정 향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

[2][3]. 강점은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을 반영하는 긍

정적 특질로 여기에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지하는 시스

템을 더한 것을 강점코칭 이라고 한다[4][5]. 직장인들

에게 강점코칭을 적용한 결과 직장인들은 자기 효능감,

긍정정서, 직무몰입과 열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

결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6][7].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 중

하나인 첫 임상실습은 실제 간호상황에서 이론을 관찰·

적용하며 스스로 탐구하는 경험으로 간호대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8][9].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간호

대학생에게 임상에 대한 막연함과 낯선 환경,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과의 관계, 전공과 관련된 지식 및 기

술 부족 등으로 많은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10][11]. 이러한 스트레스는 긴장, 불안 등의 부

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성취도 달성에도 방해요인으로 작용된

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은 추후 간호사로서의

가져야 하는 의료인 가치관 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

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성과 달성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13]. 과거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 실습에 아로마

요법을 활용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긴장과 스트레스 완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적용방법이 불편하고,

번거러운 절차로 많은 인원에게 적용이 어려웠었다[14].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인들이 접근성이 높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강점코칭을 진행하려고 한

다. SNS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실시간 소통과 관계 형성 욕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

며,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기반성·평가가 가능하다

고 하였다[15]. 이러한 SNS를 활용한 강점코칭 적용은

절차의 번거러움에서 벗어난 강점코칭으로 간호대학생

에게 필요시 적용이 가능하여 임상수행능력, 자아존중

감, 임상 실습만족도에 따른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가설

· 가설 1 : 강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에 비해 임상 수행능력이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 : 강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3 : 강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임상 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SNS을 활용한 강점코칭이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 실습에 임상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

군 사전후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첫 임상

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

정은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연구 목적을 이해

한 자로 사전에 병원 근무 및 실습 등으로 인한 병원

관련하여 사전 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제외 기

준은 사전에 병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타 전공으로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1

월 7일부터 4주간을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80으로 필요한 대상자 수는 각 20명

으로 산출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 군당 23명씩

참여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탈락이 있어 실험

군 21명, 대조군 20명에 대한 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수행능력

Lee 등[16]이 개발한 도구와 문헌고찰을 근거로

Yang와 Park[17]가 개발 후 타당도를 분석한 총 19문

항으로 간호과정 능력 4문항, 직접간호중재 수행능력 4

문항, 사회·심리적 간호능력 3문항, 환자 교육 능력 3문

항, 기본 간호수행 능력 3문항, 신체사정 및 환자 모니

터링 능력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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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

eristics
Categories

Exp.(n=21) Cont.(n=20)
x2

(p)
n(%) or

M±SD

n(%)or

M±SD

Gender
Female 19(90.5) 17(85.0) .524

(.603)Male 2(9.5) 3(15.0)

Age 21.85±0.81 21.9±0.68

Religion
Yes 5(23.8) 2(10.0) .420

(.677)No 16(76.2) 18(90.0)

Self

-health

Bad 2(9.5) 3(15.0)

.515

(.460)

Moderate 10(47.6) 9(45.0)

Good 7(33.3) 8(40.0)

very good 2(9.5) -

Consulti

ng

Head nurse 3(14.3) 6(30.0)

-.323

(.126)

Professor 6(28.6) 4(20.0)

P r a c t i c e

Professor
3(14.3) 1(5.0)

Family 3(14.3) -

etc 6(28.6) 9(45.0)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와 Park[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8]의 긍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

문항의 도구를 Seo[19]가 간호대학생에 맞도록 수정·보

완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Seo[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다.

3) 임상 실습만족도

Lee 등[20]이 개발하고 Kim[21]이 간호대학생에 맞

도록 수정·보완한 총 2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실

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

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27-13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다.

4. 연구절차

1) 실험 처치

연구자 2인은 코칭전문자 과정을 이수한 후 진행하

였다. 강점코치 프로그램은 매일 30분씩 10회기 총 5시

간을 각 그룹으로 실습이 끝난 시간에 진행하였다.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 일정과 실습 일정을 고려하여

이후 코칭은 SNS(카카오톡)으로 시행하였고, 매회 프

로그램을 계획된 시간과 내용으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연구자 2인이 직접 진행하였다.

사전 공지 내용으로 첫째,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

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 그

룹의 대표를 정하고 단체 카톡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실

습 및 개인적인 긍정적 상황과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셋째, 매회 대상자가 각자의 목적을 정하여

실행 활동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도록 일지와 매일 실천

한 내용과 결과의 경험을 디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중재의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칭 진행 과정 중 연구자의 도움 혹은 지원이 필요할

때 개인적인 코칭이 가능함을 사전 공지하였다.

2)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임상 실습 마지막 날 실습기관 내 세미

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 때와 동

일하게 임상 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임상 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측정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각

2주씩 4주 동안 시행되었으며, SPSS 21.0 program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산출하여 진단 간

동질성 검증은 X
2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두 집단

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실험군은 여자 90.5%, 종교는 ‘없다’ 76.2%, 자가건강

상태‘보통’ 47.6%, 의논 대상은 담당교수 28.6%, 불안감

6.33± 1.93점, 자신감 4.52± 1.53점이었고, 대조군은 여

자 85.0%, 종교 ‘없다’ 90.0%, 자가건강상태 ‘보통’

45.0%, 의논 대상은 실습병원 (수)간호사 30.0%, 불안감

4.45± 2.16, 자신감 4.45± 1.842점이었다. 동질성 검정결

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보이지 않아 두 군 간

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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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10) 6.33± 1.93 6.60± 2.16

Confidence(10) 552± 1.53 5.45± 1.84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2. 가설검정

· 가설 1. ‘ SNS 감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SNS

감정코칭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상 수행능력

이 더 높아질 것이다.’는 사전단계에서는(t=3.98,

p<.347)이었고, 사후(t=6.95, p<.13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가설이 기각되었다(표2).

· 가설 2. ‘SNS 감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SNS

감정코칭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전단계는(t=5.34, p<.006), 사후단

계는(t=5.53, p<.0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2).

· 가설 3. ‘SNS 감정코칭에 참여한 실험군은 SNS

감정코칭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임상 실습만족

도가 높아 것이다.’ 사전단계(t=6.32, p<..029), 사후단계

(t=7.66, p<.0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

설 3는 지지되었다(표2).

표2. 두 변수 간 차이

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 after Treatment (N=41)

Variables
Exp.(n=21) Cont.(n=20 ) tb

(p)M±SD M±SD

Clinical

Compete

nce

pre-test 3.30± 0.68 3.27± 0.79
3.98

(.347)

post-test 3.15± 0.51 3.23± 0.76
6.95

(.131)

Self

-esteem

pre-test 3.25± 0.86 3.67± 0.59
5.34

(.006)

post-test 3.68± 0.44 3.70± 0.75
5.53

(.038)

Practice

Satisfact

ion

pre-test 3.34± 0.37 3.34± 0.39
6.32

(.028)

post-test 3.78± 0.27 3.48± 0.36
7.66

(.019)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 실습에서 SNS을

활용한 강점코칭이 임상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임상 실

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임상 실습 전 두 집단

간의 불안감과 긴장감 상태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첫 임상 실습이 간호대학생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

다[22]. 간호대학생이 막연한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감소로 자

신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23]. 첫 임상 실습에서 중요한 사항은 간호대학생이 불

안감과 긴장감을 감소시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SNS를 활용한 강점코칭

이 유용하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서는 두 군 모두 실습 이후 더 감소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

제 임상에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어떤 식

으로 적용·활용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임상

실습 전후로 피드백을 통한 자가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 실습

이후 감소하다가, 4학년 졸업 시기가 되면서 실제 간호

현장을 기준으로 한 핵심술기강화, 임상실습교과과정,

교내실습을 통한 토론과 디브리핑 시행으로 임상에 대

한 자신의 지식적용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기 때문이

다[22][24].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실험 전 실험군

(3.25±0.86, 3.34±0.37)이 대조군(3.67±0.59, 3.34±0.39)보

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t=16.32, p<.038). 실험 후에는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실험군(3.68±0.44, 3.78±0.27)이 대조군

(3.70±0.75, 3.48±0.36)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18.66, p<.019). 이는 간호대학

생이 접하기 쉬운 SNS를 활용한 강점코칭의 유용한 결

과 보인다. SNS는 실제 대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쉬우

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면대면이 아닌 방법으로 가능

하고, 글자 이외에도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며 표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과 비교적 짧은 코칭기간으로 해석과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대학에서 SNS를 기반으로 한 강점코칭과 임상 실습에

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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