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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영향요인 

 

최근 임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간호대상자들의 간호 요

구 또한 다양해졌다. 이에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한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추론역량이 요구된다. 임상추론은 임상 맥락 속

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논리적인 평가

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임상추론역량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인지적 및 정의적 요인, 임상실습 관

련 요인들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

상추론역량을 높이고자 하다면, 개발된 교수학습방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추론역량을 파악하고, 임상추론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6명의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4개 대학을 편의표출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

한 자료에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

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임상추론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Nurses Clinical Reasoning Scale(NCRS),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성인

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임상

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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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erroni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86.4%가 여학생이었고, 평균 나이는 22.38±1.68세로 만 22-23

세 대상자가 98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추론역량은 75점 만점에 평균 50.90

±6.46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임상실습 스

트레스(t=-2.765,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만 24세 이상 대상자보다 

만 21세 이하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F=6.147, p=.00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F=5.165, p=.006)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임상추론역량은 성별, 나이,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 (r=.33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303,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r=-.141, p=.043)와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r=.420,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361,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 만 21세 이하(β

=3.930, p=.013)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에는 문제명료화(β=.597, 

p=.003), 계획과 실행 영역(β=.247, p=.022)이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대안개발(β=-.351, p=.012) 영역의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임상추론역

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하위항목은 자기조절효능감(β=.162, p=.039)이 있었다. 하위요인으로 확인한 회귀

분석은 F=3.744, p<.001로 나타냈고, 설명력은 R2=.277, Adjusted R2=.203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

보다는 간호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더 필요함을 나타냈으며, 문제해결능력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과 과정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핵심되는 말 : 임상추론,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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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임상 상황과 더불어 간호대상자들의 건강관리의 질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간호 요구 또한 다양해졌다. 이러한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간호사는 간호 실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자 간호를 수행할 책

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상추론역량이 요구된다(Jensen, 2013). 임상추

론은 임상 맥락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

며, 논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간호사의 핵심 역량으로 중요하

게 간주된다(Alfaro-Lefevre, 2016). 임상추론역량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하

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Griffits, Hines, Moloney, & Ralph, 2017). 이에 국

내외 간호교육에서도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임상추론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점차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임상추론역량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 후 

평가하는 연구들은 있으나 교육방법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일되지 못하

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임상추론은 맥락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판단하는 과

정이므로,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여러가지 측면과 그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과정의 변

화와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고자 하다면, 그동안 이루어

졌던 교수학습방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선



 

- 2 - 

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인지적 및 정의적 요인, 임상

실습 관련 요인들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따로 변수로 두고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일반적으

로 교육의 효과나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기본적으

로 살펴보게 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나 성별, 

전공만족도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은 임상추론역량 뿐 아니라 임상추론의 속성

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나 메타인지와 같은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정추영, 조은하, & 서영숙, 2018).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

으로 교육전략을 세우고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점차 국내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성별

과 나이, 이전 학습 경험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간호사에게 필수적인 임상추론역량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이러한 일반적 특성들의 영향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교육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의사결정을 하는 인지적 전략으로,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

로 성장해 나가면서 임상추론역량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문제해결능력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단기간에 습득되는 지식이 아니라,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요소이다(김윤민, 2010). 간호사의 지식과 

경험은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

과 간호사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즉 임상추론에서 문제해

결능력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다양한 간호교수학습방법의 연구에서 문제해

결능력은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Lee, Lee, 

Lee, & Bae, 2016),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의 상관성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선

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임상추론역량은 임상 현장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간호대학

생이 다양한 학습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간호학 학습 과정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Center & Adams, 2013).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학습에 대

한 자신감은 정의적 요인으로,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학업 상황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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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간호대학에서

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례기반학습

(Case-based learning),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 시뮬레이션 교육 

등 구성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시도되고 있다(Wosinski et al., 2018). 

이런 흐름 속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새롭고 다양한 간호교육에 간호대학생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임상추론역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 본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간호사가 되어 돌봄 행위를 제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강의실 속의 명제적 지식 

습득과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적 학습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임상적 사고를 기르는 과

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임상추론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되어간다(Priddy & Crow, 

2011).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간호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곽혜원 & 이지은, 2016; 이은정 et al., 2018).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과정 중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임상추

론역량 증진을 방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

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

역량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

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임상추론역량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

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의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

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임상추론역량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

추론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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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

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

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

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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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임상추론역량 

임상추론이란 환자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분석된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인지과정이다

(Simmons, 2010). 본 연구에서는 임상추론역량을 Liou 등(2016)이 개발한 Nurses 

Clinical Reasoning Scale(NCRS) 척도를 바탕으로 정재원과 한정원(2017)이 한국어

판으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대안 개발, 수행 결

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 박광엽,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석재 등(2003)이 개발한 생애핵심능력 

측정도구 중 문제해결능력 진단 검사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과정 중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김아영 & 박인영, 2001).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 과정, 그리

고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 자신의 욕구 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

켜 걱정이나 근심을 일으키는 반응을 의미한다(Folkman, 2013). 본 연구에서는 유지

수 등이 개발한 한국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측정도구(유지수, 장수정, 최은경, & 박지

원, 2008) 중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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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임상추론역량 

 

임상추론은 간호 실무에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얻어진 자료들을 전문

적인 간호지식을 토대로 검토 및 분석하고, 환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

호과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이다(Fonteyn, 1992; 

Kuiper & Pesut, 2004). 

간호는 근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간호대상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된다. 간호의 임상추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의 목적을 이

해 할 필요가 있다. 간호는 대상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동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lfaro-Lefevre, 2016). 간호사는 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시기 적절하게 해결하

면서도, 대상자마다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는 선형적이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맥락을 함께 사정,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간호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순환적 과정’

이라는 특징을 보인다(Lee, Lee, Bae, & Seo, 2016). 

이처럼 간호는 간호대상자와 함께 수행되는 ‘과정’의 특징을 보이며, 임상추론역

량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 속에서,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임상추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며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간호학 문헌들에서 ‘임상추론’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나 ‘임상 판단(clinical judgment)’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통 비판적 

사고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임상추론과 임상 판단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부분으

로 여겨진다. 임상추론은 간호 대상자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정을 임상 판단이라고 한다(Alf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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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evre, 2016). 

즉 임상추론역량은 환자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하여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 및 조직화하여 문제를 도출함으로써 우선순위 설정 및 문

제해결방안을 선택하므로 간호사의 역량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주희 & 최모

나, 2011).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서는 사정, 간호진단, 

간호목표의 설정, 간호 계획 및 평가의 간호과정에서 임상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강조한다(Bartzak et al., 2015). 

Pesut과 Herman(1999)은 간호대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추론하는지 방법을 알

게 되면 환자를 간호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상추론의 

Outcome-Present State-Test (OPT) Model을 개발하였다. OPT 모델은 총 9단계로 

구성되어 반복적이고 순환적이며 비선형적 특징을 가지고, 동시적으로 정보를 처리하

는 과정이다(Pesut & Herman, 1999). OPT 모델에서는 간호대상자의 개인적인 이야

기와 간호요구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맥락 속에서 임상추론에 대한 성찰,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제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Pesut & Herman, 1998). 

즉, 간호대상자를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대상자의 문제

를 확인하는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Bandura의 자기효능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Kautz et al., 2009).  

Tanner(2006)는 간호대상자의 요구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수행을 결정하며,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간호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임상 판단

(clinical judgment)라고 보고, 간호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간호대상자의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Clinical Judgment Model(CJM)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의

하면 첫 번째 단계는 인지(noticing)로, 간호사가 대상자를 사정(assessment)하여 간

호사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상황에 대해 예측하며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발견한 

단서를 통해 간호사는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interpreting), 이 해석에 따라 적절하게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결정하는 반응(responding)하는 과정을 거친

다.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고, 해석과 반응을 통해 중재하는 단계에서 임상추론이 일

어난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의 결과에 대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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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하게 된다. CJM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Tanner, 2006). 이 모델을 적용하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처럼 교과서의 지식 뿐 아

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임상추론과정을 거쳐 임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에 CJM에 기반을 두고, 간호대학생이 임상 현장에서 임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

비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에서 충실도(fidelity)를 측정할 수 있는 The Oregon 

Consortium for Nursing Ducation (OCNE) 교육과정 모델이 개발되었다(Herinckx, 

Munkvold, Winter, & Tanner, 2014).  

이후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LCRJ)이 개발되었으며(Lasater, 2007), 

이 모델은 Clinical Judgment Model(Tanner, 2006)의 인지, 해석, 반응, 성찰의 네 

영역에 기반을 두고 11개의 차원으로 구분한 루브릭이다. LCJR은 급성기 및 만성 질

환자 간호 및 지역사회간호를 포함하는 모든 임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간호대

학생의 임상 판단 수준을 사정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선할 수 있도

록 한다. 이 루브릭을 기반으로 Lasater는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해 

임상 판단 및 임상추론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찰적 저널읽기 등 임상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Lasater & Nielsen, 2009). 

또한 Simmons(2010)은 임상추론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상추론

은 형식적(formal), 비형식적 및 경험적인(informal) 사고전략을 사용하는 복잡한 인

지적 과정으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이 정보를 평가하고 대안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Simmons, 2010). 이 연구를 통해 도출

된 임상추론의 속성은 인지(cognition), 반추(deliberation),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 분석(analysis), 메타인지(metacognition), 휴리스틱(heuristic), 직관

(intuition), 추리(inference), 논증(logic)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Tanner(2006)와 

Lasater(2007)의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간호사가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

로 대상자의 상황을 짐작하여 신속하게 판단을 하는 휴리스틱(heuristic) 추론 과정은 

간호사의 임상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임상 상황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적

절한 시기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정해진 시간 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간호사는 이 때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직관(intuition)을 사용

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임상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Lee, Lee, Ba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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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r와 동료 연구자들(2009)은 특출한 감(sense of salience)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여 간호사가 임상 상황에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인식하는 것을 임상추론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Benner와 그의 동료들은 간호대학생이 터득한 지식을 상황에 맞

게 사용하도록 연관 지을 수 있도록 간호교육자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enner, Sutphen, Leonard, & Day, 2009). 임상 현장이나 생생한 임상 사례 속에서 

적절한 질문과 성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임상적 상상력’을 키우고, 임상추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대한 연구가 

대만에서 수행되었다(Huang, Huang, Lee-Hsieh, & Cheng, 2018). 그 결과 간호대

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은 중요한 임상적 정보에 대한 인지, 임상 문제에 대한 확인, 

간호 수행에 대한 결정과 실행, 평가와 자기성찰이라는 4가지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각 영역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추론역량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은 임상적 맥락의 변화 속

에서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호를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이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으로 

이행(transition)할 때, 임상추론역량은 이 이행 과정이 효과적이고 원활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연구에서 신규간호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임상추론역량의 부족

과 관련이 있었다(Andersson, Klang, & Petersson, 2012). 

이상의 문헌을 종합하여 볼 때, 임상추론은 일시적이거나 선형적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간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임상추론역량은 간호사에게 필수적

인 역량이다.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 임상추론 기술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며,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다(Kuiper, Heinrich, Matthias, Graham, & Bell-Kotwall, 2008). 또한 임상추론은 단

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휴리스틱(heuristic)

과 직관(intuition)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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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임상추론역량이 최근 더욱 강조되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는 

간호사의 직접간호수행능력을 위해 요구되는 7가지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

램 학습성과 중 하나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간호과정 적용 및 임상추론의 수

행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임상추론역량을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교에서의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hellenbarger 

& Robb, 2015).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외 간호교육 현장 모두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실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증진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도

출하기 위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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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추론역량 영향요인 

 

임상추론은 1970년대 문제해결능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 파생되었

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1990년대에 들어서 독자적인 개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

다(Norman, 2005). 임상추론역량이 의료인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면서 보건의료 전

공 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시도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정의나 체계가 수립되지는 못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그 요인들

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간호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나 전공만족도 등의 일

반적 특성, 인지적 및 정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

감,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상실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 

 

나이나 성별, 전공만족도 등의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많은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대상자 표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조사된 일반적 특성과 다른 변수들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간호사의 소진이나 이직의도와 같은 근무

경험 속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와 관련된 연구에서 나이, 결혼 유무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유의한 결과로 다루어졌다(김세라 et al., 2017; 정정희, 최미향, 김은경, & 김

영혜, 201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등 건강증진행위나 간호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인 전문직관, 자아탄력성이나 실습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때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김미종 & 유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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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기월, 곽오계, & 이원희, 2010; 전현숙, 2017).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스트레스 조절이나 적응과 같은 정서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로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은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기본적으

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을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에 있어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하기 보다는 연구 대상자들의 특

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게 된다(Herinckx et al., 2014; Lee, Lee, Lee, et al., 2016). 

더구나 일반적 특성은 연구마다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 특성과 임

상추론역량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어, 임상추론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과 관련

한 한 연구에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간호학과 만족 군이 보통인 군 보다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이외선 & 김은재, 2018). 그러나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나이나 성별, 전공만족도에 따라 메타인지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아(Lee, Nam, & Kim, 2017),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교육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데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추론역량에 성별, 나이,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의 일

반적인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문제해결자의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

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다

(Kahney, 1986). 이 관점에서 문제해결과정은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루어

지는 논리적 단계와 함께 창의성과 직관, 상상력이 함께 작용한다(이석재 et al., 

2003). 즉 문제해결능력은 개인, 환경,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

어 결정적 역할을 제공하는 ‘과정’의 특성을 보인다(Heppner & Krauskopf, 1987).  

환자 중심의 간호 실무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임상 현장과 간호대학에서 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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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혼용되어 자주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제해결능

력은 비판적 사고과정의 핵심 요소이며, 문제해결과 임상적 의사결정 및 판단은 임상

추론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다(Alfaro-Lefevre, 2016). Taylor(1997)는 문제해결능력이 

임상 현장에서 ‘좋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간호대학생이 문제

해결능력을 개발할수록 간호실무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Taylor, 1997). 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짧은 시간에 습득되지 않는 인

지적 전략이므로(Davis & Kimble, 2011), 간호대학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이 창조적이고 

임상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청된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이론은 학습자가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의미를 찾

아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Ertmer & Newby, 2013). 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

학습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다양

한 사례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간호 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되며,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한다(Dieckmann et al., 2017; Montenery, 

2017).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간호교수법은 간호대

학생의 지식,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등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McIntosh, Thomas, Wilczynski, & McIntosh, 2018). 시뮬레이션

과 같이 임상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경우, 간호대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Sofer, 2018). 즉,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인 임상 중심적 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할 수 있으며,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사고(intuitive 

thinking)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Melin‐Johansson, Palmqvist, & Ronnberg, 

2017). 이런 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임상추론역량을 

갖추게 된다. 

임상 상황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임상 상황에서 전문직 간호사는 맥락을 읽

을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Lee & Park, 2018).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간호

사는 환자안전역량, 업무성과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았으며(김효선 & 한숙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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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소진과 회복탄력성에도 문제해결능력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

민정, 박영숙, & 권윤희, 2015). 

선행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이 

간호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해결하는 문제해결능

력을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여 실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며, 일관성 있는 개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과제

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Bandura, 1977).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론을 통해 

인간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시작하고, 어려움을 극복

해나가며 노력을 지속하는 이유를 ‘보상’보다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행동주의의 보상의 개념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보상이

론의 결함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같은 보상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목표 달

성을 위한 개인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하였다. 

허경철(1991)은 자기효능감 이론이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정도에 있어 개인

차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 1의 조건이라고 하며, 교수학습방법에서도 자기효능감

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허경철, 1991) 

이러한 자기효능감 중에서 학업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동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며, 학업적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한 지

식과 수행을 조작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아영 &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

다(이수현 & 전우택, 2015).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의 정의적인 요소로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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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학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있었다(마예원 & 이은주, 2017).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여러 교

육과정에서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고 몰입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경

험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돕는다. 

이밖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하여야 할 위험이 아

니라 넘어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여, 내적 흥미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이정애, 

2012). 이와 반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만나면 전념하

기보다는 개인의 한계와 현실적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유미 

& 정주리, 201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지각된 믿음으로 개인의 목표 설정, 

노력 정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끈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학습 과제 수행 정도

에 영향을 주게 된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선혜연 & 최희

철, 2016).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은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가 낮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Chemers, Hu, & Garcia, 2001; 이상주, 

2011). 즉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행동을 설명하

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교육에서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학습 동기가 높았고, 전

문직 간호사 태도를 더 잘 형성하였다(Sarikoc & Oksuz, 2017; 한수정, 2013).  

요약하자면, 간호대학은 점점 간호대상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 간호대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배양 위주의 교육을 지향

하며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교수학습과정을 경험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상황은 도전적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주어진 정보들을 종

합하여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필수적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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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임상추론역량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임상추론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학은 실천철학의 학문으로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를 구체적이고 실제

적인 간호수행으로 전환하는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양진주, 2003). 우리나라 간

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과과정에 임상실습을 최소 1,000시

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모든 간호대학들이 이 

기준에 맞추어 실습시간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임상 현장을 경험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준비한다(Thomas & Asselin, 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

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이미지가 좋았으며, 이러한 

간호이미지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경민 

& 조은주, 2016).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임상 현장을 경험하고, 막연했던 간

호사의 역할을 직접 확인하며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다(윤미선 & 조주연, 2010). 

또한 간호대학생의 자신감 향상은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Sajadi, Fayazi, Fournier, & Abedi, 2017).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과정 중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자신감 하락, 과도한 과제 부담감,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높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Melincavage, 2011; 박수정 & 최자윤, 

2016).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게 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간호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Gurkova & Zelenikova, 2018).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간호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 양승희, 2014).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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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고, 전문직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김윤숙 

& 김분한, 2005).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임상 상황에서 통합 및 적용

하는 경험을 체득하였다(박선정 & 박병준, 2013). 강의식 수업보다 임상실습 교육에

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동기가 향상되었고, 임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

다(Aktaş & Karabulut, 2016).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좀 더 수월하게 

간호사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임상실습 중 교수자의 적절한 질문은 간호대학생이 임

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되었다(Merisier, Larue, & Boyer, 

2018).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증진에 임상실습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상실습과 임상추론역량을 함께 살펴본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추론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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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

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며,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은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가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회귀분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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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추론역량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

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변수로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을 시

행하였다.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6명의 간호대학생이 본 연구의 대상자이다. 

연구 대상자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해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크기를 산

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 .05, 검정력(power) 0.95, 효과크기

(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 .15, 예측변수를 10개로 감안하였을 때 본 연

구의 표본크기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한 수준

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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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관련 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나이, 전공 만족

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임상추론역량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확인을 위해 Liou 등(Liou et al., 2016)이 개발한 

Nurses Clinical Reasoning Scale(NCRS)를 정재원, 한정원(정재원 & 한정원, 2017)

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한국어판 간호사 임상적 추론 역량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한국어판 개발 당시 수정된 항목은 없었다. 원 저자와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저

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 저자에게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임상적 추론 역량 척도는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이는 

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사정하고, 간호문제를 도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Liou 등

(20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α=.94였으며, 정재원과 한정원

(2017)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도구의 Cronbach ’ s α=.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5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이석재 et al, 2003)에서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저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한국교육개발

원으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문제 명료화(5문항), 원인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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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분석능력, 10문항), 대안개발(확산적 사고와 의사결정, 10문항), 계획과 실행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10문항), 수행평가(평가와 피드백, 10문항)의 5개 요소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

주’ 가 5점으로 최저 45점부터 최고 2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  α=.94였으며,  Lee 등의 연구(Lee, Lee, 

Lee, et al., 2016)에서 Cronbach’ α=.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7이었다. 

 

 

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도구의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자기조절효능감(10문항), 과제난이도선호(10문항), 자신감(8문항)의 3가지 하

부 요인으로 총 28문항으로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총 점수의 범위는 28~168

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 ’  α=.80이었으며, 김지영과 허나래의 연구(김지영 & 허나래, 2017)에서 

Cronbach’s α=.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8이었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지수 등(2008)이 개발한 총 59문항의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20문항의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의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59문항 중 임상차원의 20문항만 사

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지도자 8문항, 실습대상자 4문

항, 실습현장의 외적조건 5문항, 실습생 신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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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1) 자료수집기간과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3명을 모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상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조사 시 어려움이 야기되는 

부분은 없었다. 

전국의 4개 간호학과를 편의표출한 후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하였다. 이후 각 학교의 1개 수업시간을 선택하여 수

업담당교수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홍보를 시행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명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설문에 약 

10~15분 정도 소요됨을 설명하였고, 자가보고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06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Y대학 부속 의

료원 연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을 받았다(Y-2018-

0002). 각 학교의 부서장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 대상자는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연구 설명을 한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

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수행기간 중 언제든지 본인이 희망하면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과, 설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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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참여

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성검정 시행 후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자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규성검정 시행 후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

상실습 스트레스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

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한 후, 사후검정은 Bonferroni test로 분석하

였다. 

4)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 검정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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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206명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3.6%, 여자 86.4%로 여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나이는 평균 22.38±1.68

세로, 만 22세에서 23세까지의 대상자가 98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31명(63.6%)이었으며, 보통이 44명(21.4%), 불만족이 31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지난 학기 학점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한 학교 모두 평

점 4.5 만점이었으며, 평점 2.0-2.9가 21명(10.2%), 3.0-3.9가 149명(72.3%), 4.0 이

상이 36명(17.5%)으로, 3.0-3.9인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centage(%) Mean±SD 

Gender Male 28 13.6  

 Female 178 86.4  

Age    22.38±1.68 

 ≤ 21 70 34.0  

 22-23 98 47.6  

 ≥ 24 38 18.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31 63.6  

Moderate 44 21.4  

Dissatisfied 31 15.0  

Grade Point 

Average 

(GPA) 

<2.0 0 0.0  

2.0~2.9 21 10.2  

3.0~3.9 149 72.3  

≥4.0 3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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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 스트레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추론역량 정

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은 75점 만점에 평균 50.90±6.46점

(평균평점 3.39±0.79)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2점에서 68점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부록 1>의 임상추론역량의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간호 

목표 설정이 평균평점 3.79±0.65점으로 가장 높았다.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상태 파악(평균평점 3.78±0.64) 및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부터 환

자 건강 문제 파악(평균평점 3.76±0.65)이 뒤를 이었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취할 후속조치 파악(평균평점 3.00±0.77), 환자 정보에 따른 의사 처방의 예상(평

균평점 2.80±0.8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의 평균은 총점 225점 만점에 162.71±13.66점(평균평점 

3.62±0.92)으로 나타났다. 5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문제명료화 영역이 25점 만점

에 평균 19.03±2.44점(평균평점 3.81±0.79)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

로 수행평가 영역이 50점 만점에 평균 37.17±4.40점(평균평점 3.72±0.8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안개발 영역은 50점 만점에 35.38±4.10점(평균평점 3.54±0.96), 

계획과 실행 영역은 50점 만점에 34.98±5.04점(평균평점 3.50±1.0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총점 168점 만점에 105.44±16.02점(평균평점 3.77

±1.23)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60점 만점에 40.90±6.72점(평균평점 

4.09±1.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신감이 48점 만점에 29.50±

7.73점(평균평점 3.69±1.42), 과제난이도 선호가 60점 만점에 35.04±8.10점(평균평

점 3.50±1.12)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은 총점 100점 만점에 53.41±13.79점(평균평점 2.67

±1.26)이었으며, 3개 영역 가운데 실습생 영역이 15점 만점에 9.63±3.09점(평균평점 

3.18±1.22)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실습지도자 영역이 25점 만점에 13.55±4.38점

(평균평점 2.71±1.27), 임상환경이 20점 만점에 10.47±3.74점(평균평점 2.62±1.31)

점, 대상자 영역이 40점 만점에 19.83±6.56점(평균평점 2.48±1.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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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elf-

efficacy,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study subjects                 (N=206) 

Variables No. of 

questions 
Scale Min. Max Total Mean 

±SD 

Item Mean 

±S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15 1~5 32 68 50.90±6.46 3.39±0.79 

Problem-solving 

ability (Total) 
45 1~5 116 199 162.71±13.66 3.62±0.92 

Problem 

clarification 
5  13 25 19.03±2.44 3.81±0.79 

Causal analysis 10  27 47 36.16±3.67 3.62±0.88 

Alternative  

development 
10  26 46 35.38±4.10 3.54±0.96 

Planning/ 

implementation 
10  22 47 34.98±5.04 3.50±1.03 

Performance 

assessment 
10  22 47 37.17±4.40 3.72±0.85 

Academic  

self-efficacy (Total) 
28 1~6 63 150 105.44±16.02 3.77±1.23 

Task difficulty 10  12 59 35.04±8.10 3.50±1.12 

Self-regulated 

efficacy 
10  18 59 40.90±6.72 4.09±1.09 

Confidence 8  8 48 29.50±7.73 3.69±1.42 

Clinical practicum 

stress (Total) 
20 1~5 22 97 53.41±13.79 2.67±1.26 

Instructor & 

health care team 
5  3 24 13.55±4.38 2.71±1.27 

Client 8  8 39 19.83±6.56 2.48±1.19 

Clinical environment 4  2 20 10.47±3.74 2.62±1.31 

Student 3  2 15 9.63±3.09 3.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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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

스, 임상추론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t=-2.765,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나이

가 많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F=6.147, p=.003)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한 결과 만 21세 이하의 대상자가 만 24세 이상의 대상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F=5.165, p=.006)이 유의하게 높았고, 

Bonferroni 사후검정을 한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보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임상추론역량은 성별(t=.719, p=.473), 나이(F=.514, p=.599), 전공만족도(F=.784, 

p=.458), 학업성취도(F=.599, p=.550)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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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Charac-

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um str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a
 51.71±5.53 .719 

(.473) 

161.21±16.33 -.626 

(.532) 

110.68±16.39 1.873 

(.063) 

46.82±12.02 -2.765 

(.006)**  Female
b
 50.77±6.60 162.96±13.24 104.62±15.85 54.45±13.79 

Age ≤ 21
a 

51.31±7.47 

.514 

(.599) 

160.30±12.65 

2.979 

(.053) 

103.49±17.34 

1.151 

(.318) 

56.96±13.99 
6.147 

(.003)** 

a>c
1)
 

 22-23
b
 50.95±5.65 165.12±12.86 105.72±14.86 53.18±13.72 

 ≥ 24
c
 50.00±6.48 160.97±16.54 108.32±16.30 47.47±11.6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a
 50.97±6.42 

.784 

(.458) 

163.50±12.38 

1.434 

(.241) 

107.43±15.26 

5.165 

(.006)** 

a>c
1)
 

53.19±13.66 

.111 

(.895) Moderate
b
 50.00±5.80 159.64±16.51 105.23±14.39 53.32±14.40 

Dissatisfied
c
 51.87±7.46 163.77±14.26 97.35±19.02 54.48±13.83 

Grade Point 

Average 

(GPA) 

2.0~2.9 49.62±6.79 

.599 

(.550) 

165.00±10.10 

.388 

(.679) 

101.14±15.63 

1.124 

(.327) 

50.48±12.68 

2.423 

(.091) 
3.0~3.9 51.17±6.45 162.28±13.73 105.50±15.74 52.79±13.78 

≥4.0 50.53±6.36 163.19±15.29 107.72±17.29 57.72±13.88 

*p<.05, **p<.01, 1) Bonferroni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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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r=.33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303,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r=-.141, p=.043)와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항목에서는 문제

명료화(r=.271, p<.001), 원인분석(r=.243, p<.001), 계획과 실행(r=.292, p<.001), 수

행평가(r=.235, p=.001)가 임상추론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하위항목인 과제난이도선호(r=.168, p=.016), 자기조절효능감(r=.324, p<.001), 

자신감(r=.170, p=.014)은 모두 임상추론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

스의 각 하위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420,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 중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r=.322, 

p<.001), 자기조절효능감(r=.477, p<.001)이 문제해결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361,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항목 중 실습지도자(r=-.381, p<.001), 대상자

(r=-.276, p<.001), 실습생(r=-.327, p<.001)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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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N=206) 

Variable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um 

stress 

r(p) r(p) r(p) r(p)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1    

Problem-solving 

Ability (Total) 
.334 (<.001)** 1   

Problem 

clarification 
.271 (<.001)**    

Causal analysis .243 (<.001)**    

Alternative 

development 
.123 (.077)    

Planning/ 

implementation 
.292 (<.001)**    

Performance 

assessment 
.235 (.001)**    

Academic 

self-efficacy 

(Total) 

.303 (<.001)** .420 (<.001)** 1  

Task difficulty .168 (.016)* .322 (<.001)**   

Self-regulated 

efficacy 
.324 (<.001)** .477 (<.001)**   

Confidence .170 (.014)* .118 (.092)   

Clinical practicum 

Stress (Total) 
-.141 (.043)* .020 (.775) -.361 (<.001)** 1 

Instructor & 

health care team 
-.114 (.103) .043 (.538) -.381 (<.001)**  

Client -.105 (.135) -.034 (.623) -.276 (<.001)**  

Clinical 

environment 
-.102 (.145) .025 (.727) -.133 (.056)  

Student -.124 (.075) .072 (.305) -.327 (<.00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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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및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변수들을 넣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성, 등분

산성, 정규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공선성을 검토하였다. Durbin-Watson은 2.01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며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어 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중 공선성을 판단

하기 위하여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분산확대

인자(VIF)의 최고값이 3.427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를 모두 선택하였다. 다중회

귀분석 시행 시 독립 변수의 개수는 전체 자료수의 1/10을 넣어 분석할 때 적절한데, 

총 대상자 수는 206명으로, 19개의 변수 선택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5>에서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은 만 21세 이하의 나

이(β=3.930, p=.013)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에는 문제명료화(β=.597, 

p=.003), 계획과 실행 영역(β=.247, p=.022)이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대안개발(β=-.351, p=.012) 영역의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임상추론역

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하위항목은 자기조절효능감(β=.162, p=.039)이 있었다. 하위요인으로 확인한 회귀

분석은 F=3.744, p<.001로 나타냈고, 설명력은 R2=.277, Adjusted R2=.203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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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N=206) 

Variables β S.E t p VIF 

Characteristics      

  Gender(Male)
a
 2.736 1.613 1.697 .091 1.894 

  Age
b
      
≤ 21 3.930 1.570 2.504 .013* 3.427 

22-23 2.289 1.470 1.557 .121 3.343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c
      

Moderate -.264 1.028 -.257 .797 1.100 
Dissatisfied 

2.040 1.251 1.631 .105 1.240 

Grade Point 
Average (GPA)

d
 

     

3.0~3.9 1.540 1.424 1.081 .281 2.517 

≥4.0 .141 1.764 .080 .937 2.781 

Problem-solving 
ability 

     

Problem 
clarification 

.597 .200 .2991 .003** 1.458 

Causal analysis .253 .135 1.870 .063 1.516 

Alternative 
development 

-.351 .138 -2.540 .012* 1.980 

Planning/ 
implementation 

.247 .107 2.317 .022* 1.778 

Performance 
assessment 

.159 .110 1.448 .149 1.441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045 .062 .729 .467 1.541 

Self-regulated 
efficacy 

.162 .078 2.081 .039* 1.695 

Confidence -.002 .067 -.023 .982 1.644 

Clinical practicum 
stress 

     

Instructor & 
health care team 

-.169 .123 -1.368 .173 1.804 

Client .026 .079 .327 .744 1.650 

Clinical 
environment 

.035 .137 .256 .798 1.619 

Student -.286 .181 -1.574 .117 1.938 

R=.526, R
2
=.277, Adjusted R

2
=.203 

F=3.744, p<.001 

Durbin-Watson=2.017 

*p<.05, **p<.01, dummy code reference(a: Female, b: ≥24, c: Satisfied, d: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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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파악하고, 그들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어판 NCRS(정재원 & 한정원, 2017)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호대학생 206명의 

임상추론역량 평균 점수는 75점 만점에 50.90±6.46점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를 사

용하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없으나, 도구의 원 개발자가 도

구개발 당시 대만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52.6±7.0점으로(Liou et al., 

2016)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iou 등(2016)도 간호대학 4학

년 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4학년 1학기에 진행이 되었고, 

Liou 등(2016)의 연구에서는 마지막 학기에 진행되어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이론교육

과 임상실습 경험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의 임상추론역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임상추론역량의 하위항목 별 문항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

과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올바른 간호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항목이 3.79±0.65

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추론을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사하는데, 최근 환자중심간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간호교육현

장에도 중요한 교육목표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순위로 높았던 항목은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로 3.78±0.64점이었으

며, 3순위는 ‘환자 정보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부터 환자 건강 문제를 파악

할 수 있다’ 항목으로 3.76±0.65점이었다. 이 두 항목은 Simmons(2010)의 임상추론 

개념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와 분석(analysis)의 속성

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각 점수 차이는 0.01~0.02점으로 거

의 없었다. 1순위 간호목표 수립, 2순위 정보 수집으로 비정상 정보의 파악 및 3순위

의 비정상 정보로부터의 건강문제 파악은 모두 간호과정 초기 단계의 항목이다. 간호

진단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진

단을 내린 후 올바른 목표를 내리게 된다.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간호 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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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및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문제를 능동

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과정에서 임상추론역량이 요구되므로 체계적인 간호과

정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대학에서는 전공이론교과목과 임상실습 교육에서 모두 

간호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 중에서 간호대학생은 ‘실습생’이

라는 역할의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대상자에게 행하게 되는 간호를 계획, 수행 및 

평가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인 사정, 간호진단, 목표설정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된

다(Benner et al., 2009). 이것이 1순위부터 3순위의 단계와 일치하며, 세 가지 문항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시행한 일개 간호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126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은 이 중 90학점을 차지한다. 

90학점 중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합하여 4학점과 건강사정 실습 1학점, 3학년과 

4학년 임상 및 지역사회 실습을 합하여 24학점, 시뮬레이션 교육에 기반한 임상추론 

교과목이 2학점으로 전공이론교과목의 비중이 높다. 2순위와 3순위 항목은 실습실이

나 임상실습보다는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하여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므로 이러한 커

리큘럼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4순위의 ‘환자에제 제공된 

간호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3.65±0.64점) 항목이나, 5순위의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3.63±0.75점) 항목 역시 

Simmons(2010)의 연구에서 도출된 임상추론의 속성 중 인지(cognition)와 논증

(logic)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론교육의 효과가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알고 

있다’(3.00±0.77점)와 ‘환자 정보에 따른 의사 처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2.80±

0.81점)와 같은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Simmons(2010)의 임상추론 

속성 중 반추(deliberation)와 직관(intuition)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는 점차적으로 간

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간호대학에서 지식적인 

측면과 함께 간호대학생이 스스로의 간호과정을 성찰하고, 휴리스틱(heuristic)이나 

직관(intuition)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학습환경이나 지도

교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조건도 갖추어져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위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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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제적인 임상 상황을 반영한 교육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중 만 21세 이하 대상자가 만 24세 이상 대상자에 비

해 임상추론역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임상추론역량의 세부 항목들을 나이

에 따라 다시 살펴보았다. <부록 2>에서 나이에 따른 임상추론역량 항목을 살펴보면 

특별히 두 군 간 순위의 차이가 나거나, 모든 항목에서 만 21세 이하 대상자들이 다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0.2점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0.34점), ‘나는 환자에

게 제공된 간호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0.28점), ‘나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

우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항목이 

Simmons(2010)의 연구에서 도출된 임상추론의 속성 중 인지(cognition)와 논증

(logic)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항목

들은 상대적으로 이론교육과 관련이 많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실습과목보다 이론

과목의 학점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으며,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등 평가방식의 차이

로 인하여 이론과목이 학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록 3>에서 나이에 따

른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학점이 3.0~3.9 영역은 총 149명의 간호대학생들

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 만 21세 이하는 51명(34.23%)이었고 만 24세 이상은 31명

(20.81%)이었다. 또한 학점이 4.0 이상인 36명의 간호대학생 중 만 21세 이하는 15명

(41.67%), 만 24세 이상은 3명(8.33%)으로 나이에 따른 학점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이에 따라 임상추론역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추론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이는 이외선과 김은재(2018)가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외선과 김은재(2018)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만족 군

(42.4%)이 보통인 군(39.8%)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F=7.81, p=.001)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만족군이 전체 대상자의 63.6%로 차이를 보여 연

구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학업성취도 역시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이지선 & 김현주, 2018)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 36 - 

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지식적인 측면을 높이는 것

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보다는 간호대학의 다양한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간호대상자들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

므로 간호사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추론역량의 인지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추론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해

결능력의 하위항목 중 대안개발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항목은 모두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Table 5>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 중 문제명료화와 

계획/실행 영역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강혜승, 김윤영, & 이홍선, 

2018)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었다. 강혜승 등(201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전공 지원동기, 의사소

통능력, 대인관계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

으로 보고되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 현장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판단한 

후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환자 중심으로 사고

할 수 있는 임상추론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관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임상수

행이 아니라, 임상추론에 기반한 임상수행능력은 복잡한 임상 상황 속 간호대상자의 

문제에 잘 대처하고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듀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으로 노인의학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의과대학생들이 실

제 사례를 접함으로써 환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보고되었다(Yanamadala, Kaprielian, O ’Connor Grochowski, Reed, & Heflin, 

2016). 또한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에게 Community Paramedic Program(CPP)을 실습해 봄으로써 전문직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을 주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Hertig, Ackerman, Zagar, & Tart, 2017).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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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교육과정 중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맥락을 파악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환자

를 직접 만나고 실제 임상 현장에 노출되는 것은 간호대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한 임상

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권리가 강

조되면서 임상실습 교육 속에서 사례를 접하고 임상추론역량을 높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

반 간호교육이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 임상 현장을 반영한 

생생한 사례와 시나리오 개발이 중요시된다. 

<Table 5>에 제시된 문제해결능력 중 대안개발 영역의 항목이 임상추론역량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β=-.351, p=0.12). 대안개발 영역의 항목을 살펴본 결과 ‘평소와

는 달리 갑자기 떠오르는 엉뚱한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본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문

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이 임상추론역량에 부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 엉뚱한 ’  시각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근거중심간호

(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가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임상추론역량과 함께 해

석을 하는 경우 유의가 필요하며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이는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었다(r=0.46, p<.001)는 선행연구

(박형숙, 윤정미, 이선녀, 이숙련, & 이미순,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 임상추론역량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자기

효능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708, p<.001), 임상실습 만족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임상실습 자기효능감(β=.606, p<.001)으로 나

타났다(백경선 et al., 2017).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추론의 하나의 요소인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메타인지와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

는 것(r=.19, p=.002)으로 나타났다(진은영, 이명인, & 김윤이, 2017).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으로 인해 학업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최

숙희 & 변은경, 2016). 이런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커리큘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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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며 소진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전문직 간호사가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성실

히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5>에 의하면 회귀분석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β=.162, 

p=.039)이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추론역량을 함께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 자신감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있었다(김지영 & 허나래, 

2017). 김지영과 허나래(2017)의 연구에서 이론과 임상실습 교육을 이수한 국내 3학

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

과 자신감이 임상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대학

생이 다양한 간호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는 학업적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여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에서는 점점 단순 지식 전달 교육은 MOOC 등의 온

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추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학습한 지

식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 국내 간호대학에서도 지식적인 측면은 자가 학습을 통해 미리 학습한 후 TBL이나 

PBL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활용되고 있다. 이런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서 중요

한 것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학습동

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효숙, 2017).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다른 변수와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Henderson 등(2018)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Check-in and Check-

out(CICO)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CICO는 임상실습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등 다양

한 교과과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CICO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Check-in, CI)하

여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거친 후(Clinical practice process, CP), 디브리핑으로 마무

리되는 Check-out(CO)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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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enderson et al., 2018). 예를 들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CI) 스스로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설정하고, 실습지도자와 함께 단

순 과제 중심의 실습이 아니라 환자 중심적인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임상실습(CP)에서는 임상 현장의 간호 술기를 직접 경험하고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며 임상실습을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마무리하면서(CO)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다음 실습을 위

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Henderson 등(2018)은 CICO를 통해 간

호대학생의 긍정적인 학습 경험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며 비판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교

육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각 학교별로 임상실습의 환경이 다

르지만 임상실습 지도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

도를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대부분이 종합병원 급의 학교 부속병원이 있는 임상실습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

였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 분포가 넓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추론역량 회귀모델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셋

째,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의 진술에 객관성이 떨어

질 수 있으며,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정도를 파악하

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기초자료 및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안전

한 환자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 간호 실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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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전국 4개 

간호대학을 편의표집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06명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한국어판 NCRS, 생애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한국 간호대

학생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독립표

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Bonferroni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178명(86.4%)으로 대부분이었고, 평균 나이는 22.38±

1.68세로 만 22-23세 대상자가 98명(47.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131명(63.6%)이었고, 지난 학기 평균평점이 3.0~3.9인 대상

자는 149명(72.3%)이었다. 

 

2.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은 75점 만점에 평균 50.90±6.46점(평균평점 3.39±0.79)

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2점에서 68점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대상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평균은 총점 225점 만점에 162.71±13.66점(평균평점 3.62±0.92)으로 

나타났다. 5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문제명료화 영역이 25점 만점에 평균 

19.03±2.44점(평균평점 3.81±0.79)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계획과 실

행 영역은 50점 만점에 34.98±5.04점(평균평점 3.50±1.03)으로 가장 낮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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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총점 168점 만점에 105.44±16.02점(평

균평점 3.77±1.23)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60점 만점에 40.90±6.72

점(평균평점 4.09±1.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은 총

점 100점 만점에 53.41±13.79점(평균평점 2.67±1.26)이었으며, 3개 영역 가운데 

실습생 영역이 15점 만점에 9.63±3.09점(평균평점 3.18±1.22)으로 가장 높았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t=-

2.765, p=.00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F=5.165, p=.006)이 유의하게 높았다. 임상추론역량은 성별(t=.719, 

p=.473), 나이(F=.514, p=.599), 전공만족도(F=.784, p=.458), 학업성취도

(F=.599, p=.550)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임상추론역량과 문제해결능력(r=.33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303,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r=-.141, p=.043)

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항목에서

는 문제명료화(r=.271, p<.001), 원인분석(r=.243, p<.001), 계획과 실행(r=.292, 

p<.001), 수행평가(r=.235, p=.001)가 임상추론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인 과제난이도선호(r=.168, p=.016), 자기조절효능

감(r=.324, p<.001), 자신감(r=.170, p=.014)은 모두 임상추론역량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각 하위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420, p<.0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 중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

(r=.322, p<.001), 자기조절효능감(r=.477, p<.001)이 문제해결능력과 정적 상관

이 있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361, p<.001)는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위항목 중 실습지도자(r=.381, 

p<.001), 대상자(r=-.276, p<.001), 실습생(r=-.327, p<.001)이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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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 만 21세 이하(β=3.889, p=.013)

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에는 문제명료화(β=.597, p=.003), 계획과 

실행 영역(β=.247, p=.022)이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안개발(β=-.351, p=.012) 영역의 점수가 높은 대상자는 임상추론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하

위항목은 자기조절효능감(β=.162, p=.039)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

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 문제해

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과 과정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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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임상추론역량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2.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임상추론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

과 임상추론역량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다양한 연구설계와 변수들을 사용하

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3.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이기 위해 임상 실무를 반영한 간호교육방법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부터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

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학

습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교육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실제적으로 환

자를 만나며 효과적으로 임상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외에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과정에 초점을 맞춘 시뮬

레이션 교육 및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개발과 시행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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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임상추론역량 문항 분석 

 

항목 M±SD 순위 

나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올바른 간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3.79±0.65 1 

나는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3.78±0.64 2 

나는 환자 정보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부터 환자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3.76±0.65 3 

나는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65±0.64 4 

나는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3.63±0.75 5 

나는 입원환자의 건강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다. 3.61±0.69 6 

나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3.52±0.72 7 

나는 정확한 간호사정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35±0.70 8 

나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의사와 명확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3.33±0.86 9 

나는 환자 상태 호전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 
3.32±0.75 10 

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3.16±0.73 11 

나는 환자 상태 악화 시 나타나는 초기 증상 및 징후와 

관련하여 기전과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12±0.81 12 

나는 환자 건강 문제에 대한 원인적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3.09±0.81 13 

나는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알고 있다. 
3.00±0.77 14 

나는 환자 정보에 따른 의사 처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2.80±0.8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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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나이에 따른 임상추론역량 차이 

항목 
전체 만 21 세 미만 만 22-23 세 만 24 세 이상 

Mean±SD Mean±SD Mean±SD Mean±SD 

1. 나는 입원환자의 건강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다. 3.61±0.69 3.53±0.63 3.70±6.66 3.53±0.83 

2. 나는 정확한 간호사정으로 환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35±0.70 3.37±0.71 3.36±0.69 3.29±0.73 

3. 나는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3.78±0.64 3.81±0.60 3.78±0.68 3.74±0.64 

4. 나는 환자 정보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부터 환자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3.76±0.65 3.80±0.60 3.76±0.63 3.71±0.77 

5. 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3.16±0.73 3.20±0.77 3.14±0.73 3.11±0.65 

6. 나는 환자 상태 악화 시 나타나는 초기 증상 및 징후와 

관련하여 기전과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12±0.81 3.07±0.84 3.12±0.80 3.21±0.78 

7. 나는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3.63±0.75 3.79±0.74 3.58±0.73 3.45±0.76 

8. 나는 환자 건강 문제에 대한 원인적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3.09±0.81 3.07±0.89 3.07±0.75 3.18±0.83 

9. 나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올바른 간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3.79±0.65 3.80±0.65 3.83±0.61 3.68±0.74 

10. 나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3.52±0.72 3.57±0.73 3.54±0.71 3.37±0.75 

11. 나는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65±0.64 3.73±0.64 3.66±0.66 3.45±0.55 

12. 나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의사와 

명확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3.33±0.86 3.34±0.92 3.29±0.82 3.39±0.86 

13. 나는 환자 정보에 따른 의사 처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2.80±0.81 2.84±0.83 2.83±0.77 2.66±0.88 

14. 나는 환자 상태 호전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 
3.32±0.75 3.31±0.86 3.34±0.67 3.26±0.72 

15. 나는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알고 있다. 
3.00±0.77 3.07±0.80 2.96±0.77 2.9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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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나이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나이 N 

학업성취도 (학점) 

2.0~2.9 3.0~3.9 4.0 이상 

N (%) N (%) N (%) 

만 21 세 이하 70 
4 

(19.05%) 

51 

(34.23%) 

15 

(41.67%) 

만 22-23 세 98 
13 

(61.9%) 

67 

(44.96%) 

18 

(50%) 

만 24 세 이상 38 
4 

(19.05%) 

31 

(20.81%) 

3 

(8.33%) 

전체 206 21 14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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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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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상자 모집 문건 

< 연구 대상자 모집 공고 > 

 

  임상적 추론 역량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의 참여 기준을 숙지하시고,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구제목: 간호대학생의 임상적 추론 역량 영향요인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

스와 임상적 추론 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임상적 추론 

역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 간호대학에 재학중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한 자 

-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 다음과 같은 분들은 연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

는 대상자 

 

● 연구방법 

연구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친 후 설문조사

가 진행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의 

편의를 고려한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연구 대상자 보상비용:  

참여하시는 연구 대상자 분에게 소정의 문구류(노트패드)를 지급합니다. 

 

● 연구 책임자 및 문의처 

연구 책임자: 홍수민,             전화: 02-2228-3258, 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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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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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대상자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과정 학생입니다. 

간호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추론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임상추론역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해주신 정보는 

간호학생의 임상추론역량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고, 비밀보장이 유지되며, 설문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 사항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는 일은 결

코 없을 것입니다.  

응답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

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 연구에 대한 목적에 이해하고, 귀하의 자의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

면 뒷장에 첨부된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신 후 설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 홍수민 올림 

연락처: 010-92**-****, e-mail: smf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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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추론역량 측정도구 

 

다음의 문항들은 임상추론역량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귀하가 생각

하는 란에 빠짐없이 표기(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입원환자의 건강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다. 
□ □ □ □ □ 

2. 나는 정확한 간호사정으로 환자의 건

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 □ □ □ 

3. 나는 환자 정보 수집을 통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4. 나는 환자 정보 중 정상 범위를 벗어

난 내용으로부터 환자 건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 □ □ □ □ 

5. 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

는 증상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 □ □ □ 

6. 나는 환자 상태 악화 시 나타나는 초

기 증상 및 징후와 관련하여 기전과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 □ □ □ 

7. 나는 환자의 건강 문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관리할 수 있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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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환자 건강 문제에 대한 원인적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 □ □ □ □ 

9. 나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올바른 

간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 □ □ □ 

10. 나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간호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 □ □ □ □ 

11. 나는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12. 나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의사와 명확하게 의

사소통 할 수 있다. 

□ □ □ □ □ 

13. 나는 환자 정보에 따른 의사 처방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 □ □ □ □ 

14. 나는 환자 상태 호전 여부를 정확하

게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 
□ □ □ □ □ 

15. 나는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

우 취해야 할 후속 조치를 알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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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 

 

다음의 문항들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최근의 경험을 떠올리며 여러분

이 각각의 행동을 하는 정도를 잘 나타내는 문항에 표기(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 □ □ □ □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 
□ □ □ □ □ 

3. 당면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다. 
□ □ □ □ □ 

4.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 무

엇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 □ □ □ 

5. 해결할 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

가해 본다. 

□ □ □ □ □ 

6.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본다. 
□ □ □ □ □ 

7.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수집한다. 
□ □ □ □ □ 

8.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만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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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9. 내 나름대로 문제답안을 생각하고 문

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

보만을 찾는다. 

□ □ □ □ □ 

10. 나에게 친숙한 방법으로만 문제해결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 □ □ □ □ 

11.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을 때, 자

료의 출처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지 서로 비교해 본다. 

□ □ □ □ □ 

12. 어떤 문제에도 결정적인 원인이 있

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 □ □ □ □ 

13.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가장 

먼저 연관지어 본다. 

□ □ □ □ □ 

14. 수집된 정보들에 대해서 서로 유사

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 □ □ □ □ 

15.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 □ □ □ □ 

16.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

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한

다. 

□ □ □ □ □ 

17.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과 나의 문제를 연관시켜본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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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8. 지금까지 생각해 본 관점과 전혀 다

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살펴본다. 
□ □ □ □ □ 

19.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

을 것 같은 생각들도 중요하게 다룬

다. 

□ □ □ □ □ 

20.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떠오르는 엉

뚱한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 본다. 
□ □ □ □ □ 

21. 여러 문제해결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 □ □ □ □ 

22. 생각한 방법들이 새롭고, 문제를 해

결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 □ □ □ □ 

23. 여러 문제해결방법들 중에서 더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 

□ □ □ □ □ 

24.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

지를 생각하며 해결방법을 결정한다. 
□ □ □ □ □ 

25. 생각한 문제해결방법별로 문제해결

에 필요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 □ □ □ □ 

2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한다. 
□ □ □ □ □ 

27. 문제를 해결할 기간을 명확하게 정

하여 둔다. 
□ □ □ □ □ 

28.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계

획을 세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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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29. 일정대로 계획을 추진하다 곤란을 

당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대비책을 마

련한다. 

□ □ □ □ □ 

30.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

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 한다. 

□ □ □ □ □ 

31.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정

한 것은 끝까지 한다. 
□ □ □ □ □ 

32. 이전의 경험이나 해오던 방식과 다

르더라도 모험을 시도한다. 
□ □ □ □ □ 

33.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문제를 해결한다. 
□ □ □ □ □ 

34.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

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로 해본다. 

□ □ □ □ □ 

35. 지금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앞

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본다. 

□ □ □ □ □ 

36.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중

에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 

□ □ □ □ □ 

37.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를 중요하게 여

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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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드물게 
드물게 보통 자주 

매우 

자주 

38.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정말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따

져본다. 

□ □ □ □ □ 

39.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들어본다. 

□ □ □ □ □ 

40. 처음 해결하려고 한 문제가 해결되

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본다. 
□ □ □ □ □ 

41.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하기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찾아본다. 

□ □ □ □ □ 

42.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다. 

□ □ □ □ □ 

43.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도 수

용한다. 

□ □ □ □ □ 

44.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

람의 제언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바

꾼다. 

□ □ □ □ □ 

45. 나의 부정적인 평가라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피드백을 부탁한

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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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다음의 문항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는 란에 빠짐없이 표기(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 □ □ □ □ □ 

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

해가고 싶다. 
□ □ □ □ □ □ 

3.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

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

제를 더 좋아한다. 

□ □ □ □ □ □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

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

하는 것이 즐겁다.  

□ □ □ □ □ □ 

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 □ □ □ □ □ 

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

만을 선택할 것이다. 

□ □ □ □ □ □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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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8.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

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이 더 좋다. 

□ □ □ □ □ □ 

9.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

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

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 □ □ □ □ □ 

10.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

운 과목을 좋아한다. 
□ □ □ □ □ □ 

1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 □ □ □ □ □ 

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 □ □ □ □ □ 

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 할 수 있다. 
□ □ □ □ □ □ 

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 □ □ □ □ □ 

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

다. 

□ □ □ □ □ □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을 잘 기억할 수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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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

다. 

□ □ □ □ □ □ 

1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

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 □ □ □ □ □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 □ □ □ □ 

2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 □ □ □ □ □ 

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

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

트레스를 준다. 

□ □ □ □ □ □ 

22.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

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

다. 

□ □ □ □ □ □ 

23.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

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

다. 

□ □ □ □ □ □ 

2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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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 □ □ □ □ □ 

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 □ □ □ □ □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 □ □ □ □ □ 

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 

진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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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다음은 임상 실습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내용을 열거한 것입니

다. 각 스트레스 내용에 대해 귀하의 경험 정도를 생각하여 해당하는 곳이 표기(V)해 

주십시오. 

 

항 목 

(스트레

스를) 

전혀 경

험하지 

않는다. 

조금 

경험 

한다 

보통 

이다 

많이 

경험 

한다 

매우 

많이 

경험 

한다 

해당 

없음 

1. 임상강사에 의한 평가 

(예. 내 행동이 관찰됨) 
□ □ □ □ □ □ 

2. 의료진들과의 관계 □ □ □ □ □ □ 

3. 임상강사에게 도움 요

청 
□ □ □ □ □ □ 

4. 프리셉터에 의한 평가 □ □ □ □ □ □ 

5. 동료들과의 갈등 □ □ □ □ □ □ 

6. 실습 대상자의 상태 

(예. 임종환자) 
□ □ □ □ □ □ 

7. 실습 대상자 연령 □ □ □ □ □ □ 

8. 실습 대상자가 나를 

힘들게 함 
□ □ □ □ □ □ 

9. 실습 대상자에 의한 

평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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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스트레

스를) 

전혀 경

험하지 

않는다. 

조금 

경험 

한다 

보통 

이다 

많이 

경험 

한다 

매우 

많이 

경험 

한다 

해당 

없음 

10. 실습 대상자 간호 □ □ □ □ □ □ 

11. 실습 대상자와의 의

사소통 
□ □ □ □ □ □ 

12. 실습 대상자를 돌봄

에서 나의 기대 충족 
□ □ □ □ □ □ 

13. 실습 대상자의 성별 □ □ □ □ □ □ 

14. 실습기관의 조직구조 □ □ □ □ □ □ 

15. 실습기관 찾아가기 □ □ □ □ □ □ 

16. 임상 교대 배치 

(예. 낮번/오후번) 
□ □ □ □ □ □ 

17. 실습기관의 물리적 

환경 
□ □ □ □ □ □ 

18. 간호 술기 □ □ □ □ □ □ 

19. 배정받은 업무 준비 □ □ □ □ □ □ 

20. 나의 능력 수준 

(예. 대상자를 간호할 준

비가 얼마나 되었는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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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기(V)

해 주십시오. 

 

1.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2. 성별: ① 남 (     )   ② 여 (     )   ③ 기타 (     ) 

 

3. 귀하는 현재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     )     ② 만족 (     )             ③ 보통 (     ) 

   ④ 약간 불만족 (     )    ⑤ 매우 불만족 (     ) 

 

4. 귀하의 지난 학기 학업 성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평점 2.0 미만 (     )      ② 평좀 2.0~2.9 (     ) 

   ③ 평점 3.0~3.9  (     )     ④ 평점 4.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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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도구 사용승인서 

 

1) 임상추론역량 측정 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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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 사용 승인서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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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대학생의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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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ong, Soom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s: Clinical situation has become more complicated in recent years, and 

nursing needs of patients have also been diversifie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is required to provide high quality of nursing and to perform patient-

centered and patient-safety care. In order to enhance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rough nurs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of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Purpose: This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of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206 undergraduate senior nursing students of 4 

nursing schools in South Korea from March 12 to May 18, 2018. Data includes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measured with Korean 

version of Nurses Clinical Reasoning Scale(NCRS); problem solving ability 

measured with the problem solving ability scale instrument by Lee(2003); 

academic self-efficacy measured with th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instrument by Kim, & Park(2001);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measured with 

instrument by Yoo et al.(2008).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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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ANOVA, Bonferroni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3.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was 50.90±6.46.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ag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GPA.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whil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clinical practicum stress.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age(β=3.930, 

p=.013), problem clarification(β=.597, p=.003), alternative development(β=-.351, 

p=.012), and planning/implementation(β=.247, p=.022)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regulated efficacy(β=.162, p=.039) of academic self-efficacy were 

predicting factors for nursing student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onclusion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as affected b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urricula dealing with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cademic self-

efficacy is needed to improv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quality nursing education about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an enhance 

the preparation of dynamic health care system with its advanced technologies and 

diverse needs of patients. However, follow-up research is recommended in order 

to identify another factors related to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onsidered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class and clinical practicum. 

 

 

 

 

 

Key words: clinical reasoning, problem solving,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um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