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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의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성장시키는 과정으로[1]간호교육은 간호 지식
과 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간호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졸업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서 효과적이고 질적인 간호를 자신감을 가지고 대상자에
게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돕는 것이다[2,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일반 대학생보다 스
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4,5]. 교육과
정 중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간호
대학생은 실습 현장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간호학이라는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로 인
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6]. 또한, 간호대학생의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학업에 적응하
지 못하여 간호사가 되는 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7]. 그러
므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8], 힘든 상황과 스트레스를 성장의 바탕으
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
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방법과 실습만족도
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시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
한 프로그램의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년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시 
경험 하는 스트레스 대처 및 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
들 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 J시에 소재한 임상실습 경험
이 있는 3,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이며, G* power 
3.1.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수는 최소 210명으로 산
출되어, 이 연구의 대상자 수인 283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는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90부
(96.7%)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83 (94.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스트레스 대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외 [10]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김정희[11]가 
번역한 도구를 황윤경(2013)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신
뢰도는 Cronbach's a .83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a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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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와 실습 만족도를 규명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K도 J시에 소재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학년은 141명, 4학년 142명 총 283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

자의 스트레스 대처 중 소극적인 대처 유형은 총 96점에서 3학년 63.75(±6.57)점으로 4학년 62.21(±6.4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학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1.75, p=.045). 대상자의 실습 만족도는 학년간 차이는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87, p=.00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실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적극적 대처 

유형과 실습내용 만족도(r=.151, p<.05), 소극적 대처 유형과 실습시간 만족도(r=.138, p<.035)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종

합해보면 추후 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임상 실습 전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효율적인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에서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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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습 만족도  

  실습만족도 척도는 조결자 외[13]와 이성은[14]이 개발
한 것을 이순희 외[15]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 .89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a .83이
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83명으로 3학년은 141명(49.8%), 4
학년 142명(50.2%)이고, 평균 연령은 3학년 22.15 
(±2.06)세, 4학년은 23.37(±2.01)세였다. 종교는 3학년
은 무교 45.8%, 기독교 33.2%, 기타 21.0%순이었고, 4학
년은 무교가 45.5%, 기독교 31.0%, 기타 23.5% 순이었
다. 학과만족도는 3학년은 불만족 21.9%, 만족한다 이상
이 78.1%로 나타났고, 4학년은 불만족 15.3%, 만족한다 
이상이 84.7%로 나타났다.
  
2.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중 적극적인 대처 유형은 총 
96점에서 3학년 65.75(±6.55)점보다 4학년 66.17 
(±6.1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극적인 대처 유형은 총 
96점에서 3학년 63.75 (±6.57)점으로 4학년 
62.21(±6.45)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1.75, p=.045)[표 1].

표 1.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 정도         (N=283) 

*p<.05

3. 학년별 실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실습 만족도는 3학년은 실습시간(3.25±.57)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학년은 실습내용
(3.10±.4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지
도(2.69±.4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
간 차이는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t=2.87, p=.003)[표 2].

표 2.  학년별 실습만족도 정도          (N=283)

4. 스트레스 대처와 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실습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적극적 대처 유형과 실습내용 만족도(r=.151, p<.05), 소
극적 대처 유형과 실습시간 만족도(r=.138, p<.035)는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표 3].

표 3.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N=283) 

*p<.05 
            
Ⅳ. 논의

  대상자의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 정도를 살펴보면 대
처방법에서 3,4학년 모두 적극적인 대처유형을 높게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습만족도는 3학년은 실습시
간, 4학년은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3,4학년 
모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이
혜숙 외[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4학년이 3학년 보
다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황성자[17]의 연구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도 J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규명 및  관련변인
들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 심층면접으로 질적 연구 
및 학년별 효율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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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학년 4학년 t(p)
M(SD) M(SD)

적극적 대처 
유형

65.75±6.55 66.17±6.14  -.254(.786) 

소극적 대처 
유형  

63.75±6.57 62.21±6.45  1.75(.045) 

항목 
3학년 4학년 t(p)
M(SD) M(SD)

실습내용 만족도  3.13±.35 3.10±.45 .551(.567) 
실습지도 만족도 2.67±.53 2.69±.48 -.1667(.865)
실습환경 만족도 2.93±.45 3.01±.51 -.765(.441)
실습시간 만족도 3.25±.57 3.01±.59 2.87(.003) 
실습평가 만족도 3.01±.43 3.05±.43 -.493(.618)

총점 3.00±.25 2.97±.33 0.40(.713)

실습 만족도 

내용 지도 환경 시간 평가 

적극적 
대처 유형 

.151* .101 .035 -.001  -.011 

소극적 
대처 유형 

-.065 .067 .049 -.138*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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