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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간 학생  상 로 상실습  경험하는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진간  계

 알아보고, 질  상실습  한 기초 료  공하기 하여 시도 었다. 본 연 는 상  사연 로 , 간

학과에 재학  상실습 경험  는 간 학생 4학  210  상 로 실시하 , 료수집기간  2016

 10월 1  10월 15 까지 다. 료는 SPSS Program20.0  용하여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로 

하 다. 간 학생  경험한 례함  진과  상 계 , 공만 도  기 능감  진과는  상

계  나타냈다. 간 학생  진에는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향력  나타냈다. 결론 로 례함  

감 하기 한 병원과 학생, 상실습지도   병원  기  계   처 능력 향상  한 안  필 하다.

주 어 : 상실습, 간 학생, 진,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nursing students and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burnout which they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qualitative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as a correlation survey study, was 

conducted for 210 senior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who were in a nursing 

department, and data was collected from Oct 1, 2016 to Oct 15, 2016. The data was analyz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using SPSS Program 20.0. It was revealed that the burnout of nursing students was 

affected by ruden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porting system which is connected to hospitals, students, and clinical practice leaders and hospital 

administrators and improve the system.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Burnout, Ruden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Received 30 November 2016, Revised 30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Oh Jae Woo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Email: love_token@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상실습  간 학생  경함하는 례함, 진, 공만 도  기 능감과  계

34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an; 15(1): 339-346

1. 론

1.1 연  필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이 문가 인 지식과 기술로

임상 장에서 간호사로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인

가에 한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과정이지만[1],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의 무례

한 행동이나 태도에서 자신의 진로에 한 회의를 느끼

게 되면서 향후 자신이 되어야 하는 간호사를 바람직한

모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

무례함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고 해를 입히려

는 의도도 분명하지 않으나 사회 기 에서 비추어 비

폭력 이며 낮은 공격성을 가지는 행동으로, 모호한 의

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 그러나 임상실

습 에 경험하는 무례함은 간호 학생의심리 스트

스를 가 시킨다[2], 한 무례함은 실습 에 종종 일어

나는 상황이었으나, 학 과 연결되어 있고 졸업을 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임상실습에서

견뎌야 하는 문이며[4], 미래에 간호사가 되기 한 과

정으로 생각하고 간호 학생으로서 견뎌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학생들도 있었다[5]. 이 듯무례함은 간호

학생에게 정서 인 소진을 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간

호사로서의 역량에도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

습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6].

간호 학생은 학문의 특성 상 공교과목의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되

는 교육과정으로 운 되고 있어,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

고, 소진은 실습, 학업 성취, 교육과정, 지지와 련되어

있다[8]. 스페인, 포루트칼, 네덜란드, 국의 학생 상

연구에서도 학업과 련된 요구들도 인하여 피로해지고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어 소진이높아지고 효능감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 학생이 경험하게 되

는 소진은 공만족도에도 향을 미치며, 이런 소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 으로 증가하여 졸업후 간호사

로서의 역할 응 정 인 변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

라 이직 의도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공만족도란

자아 성취와 배움에 한 기 , 향후 특정한 직업세계를

정 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졸업 후 진로 태

도에 요하게 향을 주며, 공만족도가 높을 때 문

직 간호사에 한 정 인 기 를 형성할 수있다. 자신

의 직업에 한 정 인 가치 은 학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 하느냐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문지식과

임상실습, 더불어 간호학에 한 철학이나 가치에 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공에

만족할수록 이론 교육과정 실습에 있어 극 는

소극 으로 참여하는 등의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이는

결과 으로 간호 장에서 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

행하는 역할변화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9, 28].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동에 한 정 인 결과

자신에게 향을 수 있는 상황을 조 하고 그것에 필

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요한 향을

주는 정서 인 요인이다[10].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상황

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선택하고 수행하는 바탕으

로[11],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 학생에게는 요한 요인이며, 여러 학문 분

야에도 강조되고 있는 심리 요인이다[12].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과 련하여 무례함에 한 연

구는 면담을 통한 질 연구[5] 무례함과 소진의 계

[13], 간호 학생의 처에 따른 소진의 정도[8]가 있으나

무례함이 아닌 임상실습 스트 스나 폭력에 한 것이

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간호사로

부터 경험한 무례함을 악하고 소진, 공만족도 자

기효능감과의 련성을 악하여 질 인 임상실습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되었다.

1.2 연 목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악한다.

2)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공만족도 자기효능감간의 계를 악한다.

3)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한 무례함, 공만

족도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악

한다.

2. 연  

2.1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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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하는 무례

함, 소진, 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한 상 성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M시 소재 학의 간호학과에 재

학 인 학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 4

학년 21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유의수 0.05, power 0.95를 기 으로 최소 표본수가

166명인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표본수를 설정하

다. 연구 상자 210명 미비한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191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 도

2.3.1 례함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무례함은 Anthony

등[5]이 개발한 UBCNE를 Hong[14]이 번역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로 ‘ 없음’ 0 에서 ‘매우 자주’ 4 까

지이며, 총 수가 높을수록 경험한 무례함의 수가 높

음을의미한다. 도구의신뢰도는Cronbach' α = 0.91이었다.

2.3.2 공만 도

공만족도를 평가하기 한도구로 미국 Illino 학에

서 개발한 학과 평가 조사지를 Kim과 Ha[16]가 우리나

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36문항의 학과 만족도 도구를

Park[17]이 공만족 련 6문항만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

된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

음을의미한다. 도구의신뢰도는Cronbach' α = 0.88이었다.

2.3.3 기 능감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기 한 도구는 1982년 Sherer

개발한 일반 자기 효능감 척도를 Jung[18]이 수정 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총 17문항으

로 구성된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0.94이었다.

2.3.4 진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하는 소진은 Schaufeli

등[15]이 일반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MBI-GS를 Hong[14]이 번역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 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5 Likert 척도

로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α = 0.87이었다.

2.4 료수집  차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부터 10월 15일까지 이

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응답방법을 설명

한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상자들에게 연구윤리

에 따라 연구의 목 과 개인 비 보장 연구 이외의

목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IBM, America)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

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한 무례함, 소진, 공만족

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한 무례함, 소진, 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계는 피어슨 상 계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한 무례함,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이 소진에 미치는 향은 회귀분석을 하 다.

3. 연 결과

3.1  특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서 연령은 20∼22세 121

명(63.4%), 23∼25세 63명(33.0%), 성별은 남자 28명

(14.7%), 여자 163명(85.3%)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무

교가 136명(71.2%)로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지

원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주변권유 71명(37.2%), 성

과 흥미 61명(31.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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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No (%)

Age(yr) 20～22 121(63.4)

23～25 63(33.0)

≥26 7(3.7)

Gender Male 28(14.7)

Female 163(85.3)

Religion None 136(71.2)

Christian 26(13.6)

Catholic 7(3.7)

Buddhist 22(11.5)

Motive Close to Invite 71(37.2)

Aptitudes and interest 61(31.9)

Career 49(25.7)

None 10(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3.2 상실습  간 학생  경험한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진 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한 무례

함은 평균 1.88 으로 나타났으며, 공만족도는 5 만

에 3.69 , 자기 효능감은 5 만 에 3.71 , 소진은 5

만 에 2.74 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Domain Mean(SD) Range

Rudeness 1.88(0.65) 1-5

Major

Satisfaction
3.69(0.63) 1-5

Self-

Efficacy
3.71(0.56) 1-5

Burnout 2.74(0.56) 1-5

Exhaustion 3.32(0.78) 1-5

apathy 2.41(0.80) 1-5

Inability 2.48(0.64) 1-5

<Table 2>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N=191)

3.3 상실습  간 학생  경험한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진간  상

계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공만족

도, 자기효능감 소진간의 상 계로는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소진과는 정 상 계

를 나타냈으며,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은 소진과는 부 상 계를 나타냈다<Table 3>.

Variables
Rudeness

r(p)

Major

Satisfaction

r(p)

Self-

Efficacy

r(p)

Burnout

r(p)

Rudeness 1

Major

Satisfaction
-.142 1

Self-

Efficacy
-.180* .672** 1

Burnout .238** -.715** -.600** 1

*p<.05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Rationality,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N=191)

3.4 상실습  간 학생  경험한 례함, 

공만 도, 기 능감  진에 미 는 향

임상실습 간호 학생의 소진과 상 계를 보인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이 소진에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 모두 소진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1%(F=80.58, p<.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무례함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에

서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β t p

Major

Satisfaction
-.576 -8.17 < .001

Self-

Efficacy
-.171 -2.41 < .001

Rudeness .115 2.10 < .001

Adj. R2=.515, F=60.56, p< .001

<Table 4> Impact of Rationality,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Burnout                            (N=191)

4.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소진을 악하고 각

변수와의 계, 소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시

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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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평

균 1.88 이었다. 이는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하

는 간호사의 무례한 행동으로는 무 심하고 싫어하거나

귀찮은 표정, 무시하거나 명령하는 말투, 평가하고 비

하는 억양 등으로 나타난 결과는 Kim 외[1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간호 학생으로

서 간호사와의 계는 매우 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29], 결국 이러한 간호사들의

행동을 인지한 간호 학생들은 간호사가 자신들을

시하고, 배제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간호

사의 의도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임상실습의 스트

스를 가 시키며, 더 나아가 진로에도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교육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생각된다.

공만족도는 5 만 에 3.69 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Le[20]의 연구에서 3.77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공만족도란 개인이 향후에 갖게 될직업에 한

비를 한 과정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즉 직무자

체에서 흡족하는 것으로, Barron, West와Reeves[21]는

공에 한 불만족은 추후 자신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수행하는데 어려움

을 느끼고 자신의 직무에 따른 올바른 가치 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한 불만

족과 부정 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자신의 공에

한 정 인 개념형성과 직업의 유지를방해한다고 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이 자신의 공에 해 만족하

고 자신의 직무인 간호사로서 자질을갖추어 임상 장에

잘 응하여 간호 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만족도에 한 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기 효능감은 5 만 에 3.71 으로 나타났으며, 간

호 학생을 상으로 한 Whang[22]의 연구, Kim과

Kim[23], Hwan[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 효

능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행동을 시

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향이 높고[22], 인 계에서

도 부정 이며, 한 임상술기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 인 향을

미치므로 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간호 학생

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진은 5 만 에 2.74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ong[2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 학

생은 공지식과 더불어 공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교육

과정으로 임상실습에서 학교생활, 교우 계, 가정 환경

등의 요인보다 스트 스를 더많이 받고 있다. 학년이 올

라갈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간호 학생은 피로감을 느

끼고, 학업 몰입도가 감소되며, 이는 향후 직업 비에도

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므로 이직 의도에도 향을 주게 되므로[26],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 간호 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소

진과는 정 상 계를 나타냈으며, 간호 학생의 공

만족도 자기효능감은 소진과는 부 상 계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정서 소진으로 나타나고[13], 임상실습 경험하는 스

트 스는 무례함을 많이 느낄수록 증가하 으며, 스트

스 원인인 무례함은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5],

Kim 외[27]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

에서 간호 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간호 학생에게

소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의 스트 스

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진로 선택에 한 후회, 졸업

후 이직 의도에게 향을 주므로 임상실습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 모두 소진을 설

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은 51.1%(F=80.58, p<.001)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이 무례함에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 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소

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흡하여 직

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에

게 자신이 향후 임상에서 문 인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한 비를 하는 매우 요한 과정이지만[1],

임상실습 시 자신을 지도해주는 간호사의 비폭력 이며

공격 이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무 심, 무시하는 행동,

불쾌하고, 귀찮아하는 표정, 비꼬는 행동 등의 무례한 행

동에서 상처를 받고, 스트 스가 증가되며, 공에 한

만족과 자부심, 자기효능감을 하시켜 정서 으로 소진

을 유발할 수 있다. 한 더 나아가 졸업 후 간호사로서

의 역할 환 는 정 인 사회화를 해하고 앞으로

지속 으로 간호사로서의 직무에도 회의감을 주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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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의도에까지 향을 미치므로 임상실습교육에서 간

호 학생이 느끼게 되는 무례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할

수록 스트 스에 향을 주며, 소진이 높아지므로 임상

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기 하여 학

교, 교수, 학생과 병원 리자, 임상실습 장지도자의 유

기 인 조와 보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

록 개인 요인과 심리 요인을 고려하여 처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의사소통기술 자기주장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

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임상실습에서 간호 학생은 무례함을 경험할수록

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은 하되며, 소진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하

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기 한 구체 인방안과 처능력

향상을 한 략이 필요하며,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구체 인 보고체계확립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이제언한다. 첫째, 상

자 선정 시 일개 시에 소재한 학의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한계가 있

으므로 여러 지역과 다양한 상황을 가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반복연구와체계 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에서경험하게 되는 무례함은고려되어

야 하는 문제로, 이에 한후속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

어져야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무례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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