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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육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간호대학 교육과정에는 학생들

의 임상실습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지역사

회 실습기관이 안전을 이유로 실습 현장을 제공할 수 없어 많은 

학교에서 임상실습이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

였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몰아친 긴급한 상황에서도 간호교육은 

지속되어야 했으며, 간호교육자들은 서로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

하며 돌파구를 찾아보려 노력하였다. 각 학교마다 임상실습 운영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임상실습을 대체할 콘텐츠가 충분히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실습이나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많은 

부분이 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

력은 얼마나 성취가 되었을지, 취업 후 임상 적응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호학 분야에서도 역량 중심과 

성과 기반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는데[1,2], 이러한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임상수행능력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 환경은 진로성숙도와[3]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특히 실제 간호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현

장에서의 임상실습이 제한을 받은 2020년의 상황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임상현장 적응에의 준비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세계의 간호지도자들은 위기에 

대비한 적응력과 융통성, 복합적인 의사소통, 학생들과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5]. 국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간호교육을 위

해서는 기성 교수자들의 인식개선과 디지털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6].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

는 간호사들의 활약은 많은 국민들에게 간호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7]. 그러나 이러한 재난 상황에

서 간호사, 그리고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취업률은 높지만 1년 이내의 이직률 또한 

높아서 국가적으로 간호사 부족 현상과 교육 투자 대비 손실이 

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

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이었으며, 2015년 33.9%, 2016년 35.3%, 

2017년 38.1%, 2018년 42.7%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심

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다[8]. 간호사 이직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겠으나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

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역량 강

화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선 

2020년의 제한된 상황에서 간호실습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준비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4개 국립대학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다.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간호실무 교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간호교육의 현

재와 미래를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대체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실습만족

도,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및 취업준비도를 확인하여 향후 학사운

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졸

업생의 임상적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대체운

영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실습만족도, 임상

수행능력 자신감 및 취업준비도를 파악하며, 취업준비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전국 4개 국립대학교 간호대학의 3, 4학년 학생 

334명이었다. G*power [9]를 이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계산한 결

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f=.25, 유의수준 p=.05, 검정력=.95, 

one-way ANOVA, 양측검정을 5개 그룹으로 할 경우 필요한 대

상자 수는 305명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 334명은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10].

연구 도구

대상자가 자가보고하는 문항에는 대상자 특성,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취업준비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소속 대학, 성별, 학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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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2020년에 수행한 임상실습 관련 특성은 실제 수강 신청

한 임상실습 학점 중에서 실제 임상현장이 아닌 온라인이나 교내

실습(시뮬레이션실습 포함)으로 대체해서 실습한 비율(rate of 

alternative practice)과 2020년 임상실습 교과목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도(achievement of educational outcomes)는 각각 0-20%, 

21-40%, 41-60%, 61-80%, 81-100% 중 하나에 응답하게 하였으

며, 실습만족도(satisfaction on nursing practicum)는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자신감(confidence on clinical competency)은 

Schwirian [11]의 도구, Six Dimension Scale을 바탕으로 Lee 등

[12]이 개발하고 Choi [13]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 11문항, 간호기술(nursing skills) 

11문항, 교육 및 협력(education and cooperation) 8문항, 대인관

계 및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6문항, 전문직 발전

(professionalism) 9문항 등 5개 하부영역, 총 45개 문항을 포함한

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부터 ‘매우 잘한다’ 5점의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Choi [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취업준비도 및 취업 후 임상적응을 위한 지원

취업준비도(job readiness)는 취업의사가 있다면 준비도는 어떠

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1점부터 ‘매우 잘 

준비되었다’의 5점까지로 응답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취업 

후의 임상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support for clinical adaptation)

에 대해 ‘시뮬레이션 실습’, ‘프리셉터 교육’, ‘신규간호사 교육기

간 연장’, ‘교내 핵심간호술기 연습기회 제공’, ‘기타’ 등의 5개 

답가지 중에서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답가지에는 

주관식으로 응답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참여기관인 4개 국립대학교 소속 본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으로 인한 임상실습의 대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로 합의

하였다. 자료수집 전 책임연구자 소속기관에서 IRB 승인(IRB 

No. 2102/002-008)을 받은 후, 각 기관장에게 해당 대학의 3, 4학

년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에 대한 공지를 요청하였다. 온라

인 설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하고, 

동의하는 경우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무기명으

로 진행하며, 설문에 대한 참여여부가 학생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

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334명이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s version 25.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

상실습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

수행능력 자신감, 취업준비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취업준비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관련 특성

총 33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대학 97명(29.0%), B대학 59

명(17.7%), C대학 117명(35.0%), D대학 61명(18.3%)이 참여하였

으며, 대상자 성별은 여학생 278명(83.2%), 남학생 56명(16.8%) 

이었고, 대상자 학년은 3학년 73명(21.9%), 4학년 261명(78.1%)

이었다. 

2020년 임상실습 교과목 학점 중에서 실제 임상현장이 아닌 온

라인이나 교내실습(시뮬레이션실습 포함)으로 진행된 비율이 

41%-60%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44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61%-80%로 응답한 대상자가 21명(6.3%)으로 가장 적었다. 임상

실습 대체 정도가 81%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4명(10.2%)

이었다. 교육목표 달성도가 61%-80%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43

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60% 달성이 99명

(29.6%)이었다. 2020학년도의 전반적인 실습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91명(57.2%)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라고 응답한 학생이 93명(27.8%)이었다(Table 1).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을 확인한 결과 5점 만점 척도에

서 전체 문항 평균은 3.70±0.49이었으며, 하부영역에서는 간호과

정 3.67±0.51, 간호기술 3.53±0.57, 교육 및 협력 3.86±0.60,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3.70±0.62, 전문직 발전 3.78±0.56으로 교육 및 

협력 영역의 자신감이 가장 높고 간호기술 영역의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영역별로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문항별로는 활력징후 측정(4.47±0.71),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

임감을 가짐(4.22±0.7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간호문제는 임상

지도 교수나 전문간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함(4.19±0.75)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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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자신감이 낮은 문항들은 간호 관련 전

문지를 정기적으로 읽음(2.35±1.15),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

계나 기구의 사용법과 원리를 알고 이를 사용함(2.79±1.05)으로, 

45개 문항 중 이들 2개 문항만이 3점 미만을 나타냈다(Table 2).

취업준비도와 취업 후 임상적응을 위한 지원

취업준비도를 묻는 질문에 준비된 편이라고 대답한 학생과 잘 

준비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각각 25.4%와 6.0%에 불과하여 전

반적으로 졸업과 취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의 임상적응을 위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복수응답 하도록 한 결과,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연

장에 대한 요구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프리셉터 교

육(67.1%), 교내 핵심간호술기 연습기회 제공(35.3%), 시뮬레이션 

실습(34.4%) 등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대상자 중 기타 항목에

는 5명만 응답하였고 응답내용이 다양하였다(Table 3).

대체실습 비율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자신감과 취업준비도 

일 년간 대체실습을 한 비율에 따라서 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대체실습 비율이 낮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3.69, p=.006). 대체실습 비율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 자신감은 총점과 하부영역 중 간호과정, 간호술기, 의사소

통, 전문직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과 협력

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5, p=.046). 취업준비

도는 대체실습 비율이 가장 낮은 군에서 점수가 가장 높기는 했

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자신감과 취업준비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대상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4학년

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2, 

p=.012). 교육목표 달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F=2.88, p=.023) 실습만족도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다’로 갈수록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이 유

의하게 높았다(F=6.38, p<.001).

대상자의 취업준비도는 대상자의 학교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4학년의 취업

준비도가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41, p<.001). 대체실습 

비율에 따른 취업준비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

육목표 달성도는 높을수록 취업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7.00, 

p<.001), 실습만족도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

다’로 갈수록 취업준비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5.69, p<.001) 

(Table 5).

논   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분야마다 

이를 극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히 일어나는 가운

데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2020년의 간호실습교육을 돌아보고, 향

후 교육의 변화와 적응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대

상자의 과반수인 약 60% 정도가 직접 현장에서 실습하지 못하고 

대체실습을 전체 실습 중 41-100%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이다. 또한 대체실습 비율이 높을수록 실습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아진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임상을 대체할 수 있는 준

비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체실습 비율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and Practicum-related 
Characteristics (N=334)

Variables Categories n (%)

University A  97 (29.0)

B  59 (17.7)

C 117 (35.0)

D  61 (18.3)

Sex Female 278 (83.2)

Male  56 (16.8)

Grade 3rd  73 (21.9)

4th 261 (78.1)

Rate of alternative 
practice (%)

0-20  62 (18.6)

21-40  73 (21.9)

41-60 144 (43.1)

61-80  21  (6.3)

81-100  34 (10.2)

Achievement of 
educational outcomes (%)

0-20   7  (2.1)

21-40  34 (10.2)

41-60  99 (29.6)

61-80 143 (42.8)

81-100  51 (15.3)

Satisfaction on nursing 
practicum

Very dissatisfied   6  (1.8)

Dissatisfied  23  (6.9)

Neutral  93 (27.8)

Satisfied 191 (57.2)

Very satisfied  2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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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과 협력 영역에서만큼은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를 만날 수 없었기에 온라인 실습만으로는 대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 결과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에서 

대체실습 비율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상수행능력 자심감 총점을 살펴볼 때, 교육목표 달성

도와 실습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체실습 비율 자체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가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에서도 온라인을 이

용한 교육경험이 매우 적어 교수자도 학습자도 이에 대해 매우 

낯설었으며, 간호학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콘텐츠의 개발

도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Journal of Clinical 

Nursing’의 편집장인 Morin [14] 교수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해 간호교육자들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

했지만, 이제 팬데믹 발생을 계기로 하여 온라인 교육 확대와 함

께 간호교육의 전달방식, 내용, 평가방식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변

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상황에 따른 효율적

Table 2. Participants’ Confidence on Clinical Competency   (N=334)

Domain No Item Mean±SD

Nursing process

1 Collect health history data (mental, sociocultural, developmental aspects). 3.64±0.77

2 Perform physical assessment (application of examination, palpation, percussion). 3.20±0.83

3 Analyze meaningful data. 3.74±0.72

4 Plan nursing care according to diagnosis. 3.78±0.78

5 Identify nursing problems and nursing diagnosis. 3.85±0.73

6 Plan nursing care according to changes in patient’s condition. 3.59±0.76

7 Plan nursing car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3.63±0.78

8 Make sure nursing plan is well aligned with doctor’s treatment plan. 3.53±0.76

9 Include the use of community resources in planning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3.30±0.89

10 Discuss with other health care workers when developing a nursing plan. 3.58±0.84

11 Measure vital signs and blood pressure. 4.47±0.71

Subtotal 3.67±0.51

Nursing skills

12 Accurately administer medication to patient. 3.77±0.90

13 Know the priorities of treatment and nursing and perform the task skillfully. 3.54±0.81

14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doctor’s prescription. 3.41±0.82

15 Prepare supplies for tests or treatments. 3.66±0.81

16 Perform patient preparation and nursing before and after tests or treatments. 3.72±0.74

17 Observe side effects after drug administration (injection or oral medication). 3.73±0.76

18 Accurately record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on patients using scientific terms. 3.47±0.88

19 Know the order priority of treatments and carry out accordingly in clinical emergencies. 3.32±0.89

20 Know and use the methods and principles of machines and devices used for critical care. 2.79±1.05

21 Identify patient’s self-care abilities and instruct him/her to use them in the treatment process. 3.64±0.75

22 Explain to family about patient’s treatment process and involve the family in the care involved. 3.78±0.78

Subtotal 3.53±0.57

Education and cooperation

23 Educate patient’s family on how to prevent disease. 3.84±0.77

24 Make patient aware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gular health checkups. 3.95±0.79

25 Help patient with identifying and improving poor health habits. 3.86±0.76

26 Provide patient with necessary information to enable self-care after discharge. 3.92±0.72

27 Develop and use methods and materials for patient education. 3.66±0.87

28 Consider a safe therapeutic environment. 3.99±0.74

29 Before implementing a test, treatment, and nursing treatment, explain fully its purpose, procedure and method. 3.93±0.76

30 With conversations with patient,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fear and anxiety can be expressed. 3.70±0.95

Subtotal 3.8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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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습교육 전달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간호대학생이 

기본적인 임상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졸업 후 신규간호

사로 임상현장에 투입되어 곧바로 대상자 건강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다. 졸업을 앞둔 간호대

학생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서도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은 중요하

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기계나 기구의 사용법과 원리를 알고 이

를 사용하는 것에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을 가장 낮게 보고하였다. 

간호학생들의 핵심역량 중요도 대비 수행도를 분석한 Seomun 등

[15]의 연구에서는 6개의 핵심역량과 18개의 하위역량 중에서 가

장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에 비해 잘 수행되고 있는 핵심역량은 교양과 전공지식 활

용능력, 간호술기 활용능력 등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에 정상적인 임상실습이 가능했던 시기에 간호대학생이 아닌 교

수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

가 어렵기는 하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의사소통보다는 실제 현장

에서의 간호술기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낮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핵심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감을 조사한 선행연구

[16]에서도 관찰학습이 아닌 반복적으로 수행학습을 하는 것이 

술기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Kim과 

Sohn [17]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요인은 자기효능

감과 문제해결능력이며, 정서지능은 이 두 가지 요인에 매개효과

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에서의 대면실습이 계속 제한되

더라도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할 교수학습방법에 대

한 논의와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실습교육에서 온라인 교육방법 활용에 대한 2010년 이후의 

국내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일개 회사의 웹 기반 간호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기관절개관 흡인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연

구[18]에서는 임상실습 중 웹 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지식과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웹 기반 간호교육 콘

텐츠 활용이 기존 임상실습 교육의 간호술기 교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일한 

웹 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른 연구[19]에서는 개별

학습과 협동학습으로 학습방법을 달리하여 그 효과를 보았는데, 

개별학습군은 비판적 사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협동학

습군은 실무수행능력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

서 실무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

하며, 실기연습과 리허설이 포함된 오프라인 학습과 자기주도적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실습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제언한 

바 있다. 

Table 2. Participants’ Confidence on Clinical Competency (Continued)   (N=334)

Domain No Item Mean±S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1 Pay attention to and understand patient’s personal aspects (religion, habits, preferences) and try to provide 
necessary assistance.

3.73±0.87

32 Use all nursing procedures as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patient. 3.87±0.79

33 Make efforts to meet the emotional needs of patients. 3.87±0.80

34 Demonstrate your ability as a mediator and leader 
by acquiring desirable human relationships with medical personnel.

3.58±0.82

35 Help patient who deny his/her illness and hospitalization to accept and adapt the situation. 3.46±0.84

36 Be interested in new treatment and nursing methods. 3.68±0.90

Subtotal 3.70±0.62

Professionalism

37 Participate in a variety of learning opportunities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3.75±0.88

38 Regularly read nursing-related journals. 2.35±1.15

39 Take care of patients with confidence and positive attitude. 3.74±0.89

40 Take responsibility for my own actions. 4.22±0.72

41 Have legal and ethical knowledge of nursing. 4.03±0.82

42 Agree and improve constructive criticism. 4.07±0.77

43 Solve nursing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on my own with advice from clinical instructors or 
professional nurses.

4.19±0.75

44 Accept and promote new ideas in nursing practice. 3.81±0.83

45 Be able to evaluate and report nursing activities performed on patient. 3.90±0.79

Subtotal 3.78±0.56

Total 3.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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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만족도는 학습

동기 및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20].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21]에서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동기와 학습몰입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임하지 않고 

충분히 학습에 대한 참여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교육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

본의 연구에서는 대면강의를 했던 2019년의 간호학생들과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 2020년 간호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대부분 유의

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22]. 이들 연구는 실

습이 아닌 강의 과목에 대한 것이었지만, 간호교육에 온라인을 활

용할 경우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사전에 평가하고 온라인 수업만

족도 향상을 위한 교수설계 및 수업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

은 실습교육에서도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온라인 교육방법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병동 실습 전 사전교육 동영상을 활용한 국내 연구

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23],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수행된 시뮬레이션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연구[24]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시뮬레이션 간호실습 중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수업을 통해 임상과 유사한 환자 간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시나리오 읽기를 통해서 간호사 역할

을 체험한 점과 간호실습 물품으로 간호 술기를 교수자의 시범에 

따라 학습한 점이 비대면 간호실습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하였다고 

Table 3. Participants’ Job Readiness and Support for Clinical Adaptation  (N=334)

Variables Categories n (%)

Job readiness Not ready at all  14  (4.2)

Not ready  87 (26.0)

Neutral 128 (38.3)

Ready  85 (25.4)

Completely ready  20  (6.0)

Support for clinical adaptation* Prolonging new nurses’ training period 257 (76.9)

Preceptor teaching 224 (67.1)

Providing times to practice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118 (35.3)

Simulation practice 115 (34.4)

Else

   Participating an internship   1 (0.3)

   Having hospital tour   1 (0.3)

   Planning longer clinical practicum   1 (0.3)

   Educational specialist nurse in every department   1 (0.3)

   Help in employment preparation (certification, cover letter, etc)   1 (0.3)
*Multiple responses

Table 4.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Rate of Alternative Practice (N=334)

Variables

Rate of alternative practice (%)

t/F (p) Scheffé0-20a

(n=62)
21-40b

(n=73)
41-60c

(n=144)
61-80d

(n=21)
81-100e

(n=34)

Satisfaction on nursing practicum  3.80±0.79  3.64±0.65  3.60±0.76  3.33±0.80  3.24±0.99 3.69 (.006) a>d

Confidence on clinical competency 
(total)

 3.80±0.50  3.70±0.45  3.65±0.49  3.77±0.44  3.64±0.57 1.25 (.289)

   Nursing process 41.76±6.42 40.38±5.32 39.94±5.24 40.76±5.43 38.85±6.27 1.79 (.130)

   Nursing skills 39.45±6.45 38.42±6.14 38.78±6.08 40.19±6.27 37.82±7.19 0.69 (.599)

   Education and cooperation 32.45±5.15 31.00±4.32 30.23±4.72 30.48±3.82 30.47±5.77 2.45 (.046) a>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2.74±3.61 22.11±3.57 21.86±2.90 22.86±2.90 22.29±4.20 0.82 (.510)

   Professionalism 34.50±4.94 34.49±4.99 33.38±5.18 35.43±4.44 34.26±5.40 1.29 (.275)

Job readiness  3.23±1.05  3.15±0.98  2.88±0.90  3.10±1.00  3.00±0.95 1.8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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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

더라도 효율적인 비대면 온라인 간호실습 모듈을 개발하여 적극

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을 이용한 간호실습의 한계와 장애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캐나다에서 간호대학 학부생과 교수진을 대상으

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줌(Zoom)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컨퍼런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반

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장애로는 

인터넷 연결의 불안정함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와 불안증가,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언급되었다[25]. 이제 모든 분

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임을 이

야기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간호실습교육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며, 

임상현장에서의 실습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대책 마련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을 온라인 교육으

로 모두 대체할 수는 없지만, 비록 제한점이 존재하더라도 일부 

선행연구처럼 적절한 교육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임상실습을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Moxley 

등[26]은 앞으로도 임상실습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

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가상(virtual) 교육 전략을 세워 역량 중

심의 교육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Dolan 등[27]도 기존의 시뮬

레이션 활용 교육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학습자의 요구

와 성향을 반영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하여 좀 더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학제간 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

육환경의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역량 강화 등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이다[6].

간호대학생들이 취업 후 임상적응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

고한 내용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학 교육에서도 실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취업 후 병원에서도 프리셉터 

교육을 강화하며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 신규간

호사가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프리셉터를 활용한 교육은 이미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으며[28],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신규간호사의 이직률과 안전

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29],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와 지원정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도 간호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간호교육에서는 임상실습의 제

Table 5.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34)

Variables Categories n (%)

Confidence on clinical 
competency

Job readiness

Mean±SD t/F (p) Mean±SD t/F (p)

University A  97 (29.0) 3.56±0.51 4.52 (.004) 2.96±0.92 0.85 (.465)

B  59 (17.7) 3.65±0.45 3.20±1.03

C 117 (35.0) 3.76±0.49 3.00±0.94

D  61 (18.3) 3.80±0.45 3.03±1.00

Sex Female 278 (83.2) 3.70±0.48 0.38 (.703) 3.03±0.95 0.20 (.841)

Male  56 (16.8) 3.67±0.54 3.05±1.02

Grade 3rd  73 (21.9) 3.57±0.47 2.52 (.012) 2.60±0.89 4.41 (<.001)

4th 261 (78.1) 3.73±0.49 3.15±0.95

Achievement of educational 
outcomes (%)

0-20   7  (2.1) 3.59±0.45 2.88 (.023) 2.00±0.82 7.00 (<.001)

21-40  34 (10.2) 3.51±0.57 2.74±0.93

41-60  99 (29.6) 3.63±0.50 2.86±0.93

61-80 143 (42.8) 3.74±0.47 3.11±0.96

81-100  51 (15.3) 3.82±0.41 3.47±0.86

Satisfaction on nursing 
practicum

Very dissatisfied   6  (1.8) 3.25±0.25 6.38 (<.001) 2.33±0.82 5.69 (<.001)

Dissatisfied  23  (6.9) 3.48±0.56 2.61±0.99

Neutral  93 (27.8) 3.57±0.46 2.77±0.96

Satisfied 191 (57.2) 3.77±0.48 3.20±0.90

Very satisfied  21  (6.3) 3.88±0.38 3.2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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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인해 2020년 간호대학생 3, 4학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임상 현장에서의 실습을 교내실습이나 온라

인 실습으로 대체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임상수행능력 

자신감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총점은 차이가 없

었으며 취업준비도도 다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보고한 교육

목표 달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자신감과 취

업준비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효과적인 온라인 실습 콘텐츠에 대한 요구나 효율적인 실습교육 

전달 방식에 대한 개발 및 논의가 활발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향후에는 새로운 실습 교육 내용과 방식의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갑작스럽

게 교육 운영의 변화를 겪은 만큼, 졸업생들의 향후 임상적응에도 

관심을 갖고 간호교육계와 임상의 리더들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

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정책 제안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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