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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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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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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e of senior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Methods: In this study, 180 nursing students from third and fourth
grades in South Korea participated from June 25 to July 3, 2021.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contained items on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immersion,
learning transfer, and the clinical competence scal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6.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applied, as well. Results: Participants’ clinical
competence averaged 3.80±0.55 on the 5-point scale, The factors with the most influence on the clinical practicum were learning
transfer (=.398, p＜.001) and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316, p＜.001), and the model’s explanatory power was 25.5%
(F=16.30, p＜.001).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provided a foundation to develop an efficient online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senior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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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에 이르렀다[1]. 국내에서도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육부에서는 감염증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코로나 19)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
구(WHO)는 3월 11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

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불안감 완화를 위해 개강을 연기함
으로써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다[2].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학기부터 전국 대학에서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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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대면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러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의형

하였고,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콘텐츠 활용 수업, 실습 중심형 수업 및 과제 수행 수업 등으

의 임상실습이 보류, 중단되며 비대면 실습으로 변경되기 이

로 구성된다[7].

르렀다. 이후 2021년부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조심스럽

그러나 전례 없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게 병원에 임상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간호대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교수자는 온라인 수

온라인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임상 실습을 통해 수행 및

업을 위한 정보기술 습득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이 부족했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2,3].

고, 학생들 역시 갑작스럽게 변화된 수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실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무현장에서 전문적 판단을 통해 능숙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된 대학의 수업은 학습의 질뿐만 아니

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써 임상실습교육은 습

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 저하, 시스템 상 오류, 학습

득한 이론 지식을 임상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학습 만족 저하의 문제가 제기될

학습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

수 있다[5].

진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다[4].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학습 만족도는 학습자가 학습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학습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상 실습을 온라인으로 경험해야

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학

했던 간호대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통한 교수-학습 간 상호

습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기존의 지식과 통합되어 성

작용 저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간호수행 경험 부족 및 수업

공적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에 대한 몰입 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상

[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 만족도가

황에 비해 임상수행능력 증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

학습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여 실습을 통해 행동화되면서 임

제가 제기될 수 있다[5,6].

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이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에 필요한 기

또 다른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임상실습 전

술의 적용으로써, 동기, 태도, 통찰력, 등의 지식과 기술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생각해

더 나아가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개념이다[4]. 그러

볼 수 있다. 학습 참여도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의사를 주고받

나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동기부여 및 실제적 학

고, 느끼는 ‘교수-학습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매개

습 참여도를 이끌어내는데 제한이 있음에 따라 간호대학생

통신을 통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 행동이

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간호 수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나 준비도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9]. 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통해 배운 이론과 지식이 간호

행연구[9]에서도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 참여도는 학업 성취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온라

다[5,6].

인 학습에서의 적극적 태도와 참여가 곧 수행 능력으로 이어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간호 교육 과정 운영의 많

질 수 있는바, 온라인 학습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학업 성취

은 부분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 상

도의 일환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황에서[6], 미래의 간호주역으로써 임상 실무에서 직접 돌봄

판단해볼 수 있다.

을 수행해야할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또한 학습 몰입이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자가

위해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고

자신을 둘러싼 활동과의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과정으로 정의되며, 학습에 몰입하고 있는 학습자는 높은 학

이들이 경험한 온라인 학습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업 성취도와 학습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10]. 온라인 학습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은 교수자의 통제 없이 모든 학습 과정이 학습자 자기 주도적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 공간적 제약이 상

으로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의

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학습 매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동

자발적 참여, 구성원 및 교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시성 및 비 동시성의 원격교육을 포함하는 교육방법이다. 이

지는 몰입 분위기에서 학업성취의 일환으로써 능동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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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 몰입은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10].

넷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이와 더불어 이론 지식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임상 실무
에서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써 학습 전이를 들 수 있다.

연구 방법

특히 대부분의 이론 지식을 온라인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간호
대학생은 실제 임상 실무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를 경험할 수

1. 연구 설계

있는데, 여기서 학습 전이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한 후, 학습

본 연구는 3, 4학년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한 지식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1].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면 임상
에서 자신의 지식을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간호술

2. 연구 대상

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11], 이에 따라 온라인 학습

본 연구대상은 전국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전이가 임상수행능력에 영

온라인 학습(이론 및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간호대학생

향이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 동의를 한

이상의 선행연구처럼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180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

온라인 학습 만족도, 온라인 학습 참여도, 학습 몰입, 학습 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 크기=.15, 유의수준 a=.05,

이 및 임상수행능력 등의 변수를 각각 개별적으로 규명한 선

검정력=.95, 예측변수 10개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

행연구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기 위한 표본 수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위 변수들과 임

181명이 모집되었으며, 1명의 불 충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제한적

1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최소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간

3. 자료 수집 방법

호교육과정 운영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간호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고학년 간호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해 간호대학생 커뮤니티,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만족도, 온라인 학습 참여도,

카페 및 Social Network System (SNS)를 통해 각 해당 관리자

학습 몰입, 학습 전이가 이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에게 모집공고와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연구 참여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국가적

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대상자 스스로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고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온라인 설문 URL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활동의 기틀을 마

연구 참여 공고문 확인 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URL에 접속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확인하고 자발적으
로 참여 동의서에 체크한 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1) 연구의 목적

연구 설명문 내에는 연구목적 및 방법,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본 연구는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시간,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 및 혜택 등, 연구 참여 및 중단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의 자발성 등에 대한 내용 및 본 설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 유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

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본 설문은 1회의 설문작성으

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로 종료되며, 설문 작성 시 약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둘째, 대상자의 온라인 학습 만족도, 온라인 학습 참여도,
학습 몰입, 학습 전이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4. 연구도구

셋째, 대상자의 온라인 학습 만족도, 온라인 학습 참여도,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학습 몰입, 학습 전이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온라인 학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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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11문항, 온라인 학습 참여도 10문항, 학습 몰입 20문항,

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 전이 5문항, 임상수행능력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전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Lee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88이었고, 본 연구

1) 온라인 학습 만족도

에서 Cronbach's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tein [12]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Jung [13]이 온라인 학

5) 임상수행능력

습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기 위한 도구로 Lee 등[2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각 문항의 점수가 높

를 Yang과 Park [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을수록 온라인 학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tein [12]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연구에서 Cronbach's =.83이었고, Jung [13]의 연구에서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Cronbach's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93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

이었다.

다. Yang과 Park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86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4였다.

2) 온라인 학습자 참여도
본 연구에서 온라인 학습자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는 Cha 등[14]이 개발한 도구를 Lee [15]가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
으며, 5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의 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자 참여도 높음을 의미한다. Lee [15]의
연구에서 Cronbach's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83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수행능력 관련 변수는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관련요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학습 몰입

넷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본 연구에서 학습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garwal과

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

Karahanna [16]의 몰입척도를 Lee 등[17]이 연구의 목적에

용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잔차분석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과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였다.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점수

연구 결과

가 높을수록 학습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7]의 연
구에서 Cronbach's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90이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80명의 대상자 중 3학년이 112명(62.2%)이었고, 4학
년은 68명(37.8%)이었으며, 여학생이 158명(87.8%)으로 대

4) 학습 전이

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20∼24세가 167명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 전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

(92.8%)으로 가장 많았으며, 31세 이상의 대상자의 수가 2명

구로 Rouiller와 Goldstein [18]이 개발한 도구를 Lee [19]가

(1.1%)으로 가장 낮았다.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

대상자가 10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권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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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ompetenc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Variables
Grade
Gender
Age (yr)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Health status

Major satisfaction*

Clinical experience satisfaction*

Categories

N=180
N (%)

t or F (p)

M±SD

3rd

112 (62.2)

72.19±10.69

4th
Female
male
20∼24
25∼30
31＜
By own choice
By grade
Family recommendation
Teacher, friend recommendation
Etc
Very healthy
Healthy
Normal
Not healthy
Very satisfieda
Satisfiedb
Normalc
Dissatisfiedd
Very satisfieda
Satisfiedb
Normalc
Dissatisfiedd

68 (37.8)
158 (87.8)
22 (12.2)
167 (92.8)
11 (6.1)
2 (1.1)
100 (55.6)
24 (13.3)
43 (23.9)
6 (3.3)
7 (3.9)
27 (15.0)
70 (38.9)
63 (35.0)
20 (11.1)
22 (12.2)
123 (68.3)
33 (18.3)
2 (1.1)
22 (12.2)
115 (63.9)
39 (21.7)
4 (2.2)

72.35±10.32
72.13±10.04
73.13±13.71
72.68±10.35
66.81±12.67
66.5±0.7
72.23±11.25
73.08±9.04
72.58±9.34
73.66±9.2
66.57±13.23
75.66±12.08
71.54±8.77
72.38±11.58
69.75±10.05
79.81±9.48
71.82±10.45
68.81±8.39
72.5±26.16
80.04±11.33
71.54±10.06
70.71±9.78
64.75±8.88

0.01 (.920)
0.17 (.680)
1.92 (.150)

0.58 (.680)

1.44 (.230)

5.40 (＜.001)
b＞c

5.54 (＜.001)

*post hoc scheffe' test.

해 진학한 대상자가 43명(23.9%)으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선생님 및 친구의 권유에 의한 진학이 6명(3.3%)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라고한 대
상자는 70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63명
(35.0%), ‘아주 건강하다’는 응답이 27명(15.0%)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명(63.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33명(18.3%)순으로

Table 2. Clinical Competence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immersion
Learning transfer
Clinical competence

N=180

Possible range

M±SD

Total M±SD

11∼55

3.48±0.88

38.32±9.64

10∼50

3.32±0.67

33.23±6.68

17∼85
5∼25
19∼95

3.04±0.7
3.45±0.8
3.80±0.55

51.7±11.9
17.27±3.98
72.26±10.52

나타났다. 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15명(63.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

고, 학습 전이는 3.45±0.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3.80±0.5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F=5.40, p＜.001)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
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실습만족도(F=5.54, p＜.001)
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온라인 학습 만족도(r=.240, p
＜.001), 온라인 학습 참여도(r=.420, p＜.001), 학습 몰입
(r=.30, p＜.001), 학습 전이(r=.450, p＜.001)와 정적 상관관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및 관련 변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온라인 학습 만족도는 5점 척도에 3.48±0.88점
이었으며, 온라인 학습 참여도는 5점 척도에 3.32±0.67점이
었으며, 대상자가 인식하는 학습 몰입은 3.04±0.70점이었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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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among Clinical Competence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immersion
Learning transfer
Clinical competence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1
0.34 (＜.001)
0.73 (＜.001)
0.57 (＜.001)
0.24 (＜.001)

1
0.54 (＜.001)
0.43 (＜.001)
0.42 (＜.001)

N=180
Learning immersion

Learning transfer

Clinical competence

1
0.65 (＜.001)
0.3 (＜.001)

1
0.45 (＜.001)

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Predicting Clinical Competence
Category
Constant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nline learning participation
Learning immersion
Learning transfer

N=180

B

SE

b

t (p)

R2
(adjusted)

F (p)

2.287
−.001
.262
−.101
.277

.207
.061
.064
.089
.061

−.001
.316
−.128
.398

11.04 (＜.001)
−.015 (.988)
4.07 (＜.001)
−1.14 (.257)
4.55 (＜.001)

.271 (.255)

16.30
(＜.001)

위해 주요 변수인 온라인 학습 만족도, 학습참여도, 학습 몰

다. 즉 본 연구는 온라인 학습을 주로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

입, 학습 전이를 독립변수로,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투

상으로 나타난 결과로써, 온라인 수업이 간호행위를 직접 수

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행 및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지만, 교수-학생 간 활

음과 같다. 회귀모형 진단은 다중 공선성, 잔차 값을 확인하

발한 상호작용, 효과적 온라인 툴 및 매체 등을 활용함으로써

였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관련 지식 및 태도를 촉진시킨다면 임상수행능력 증진으로

.80 이하로 나타나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 공선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온라인 학습의 장점인 반복학

성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

습 및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상자 스스로 시간 관리

창인자(VIF)도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온라인 시뮬

나타났다.

레이션 학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 중재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전이(=.398, p＜.001), 온라인 학습 참여도(=.316, p
＜.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25.5%로 나타
났다(F=16.30, p＜.001)(Table 4).

느끼게 한다면 대면 학습과 비슷한 임상수행능력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을 살
펴본 결과,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논 의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Jang과 Kwag [23]의 연구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지식에 대한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높은 이해도와 긍정적 인식 및 적극적 참여를 통해 수행 능력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대학생

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 프

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와

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활용과 더불어 이론적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인식하는 임상수행능력은 5점 척도

지식과 실무 능력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

에 평균 3.80±0.55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을 보였으며, 이는

그램을 통해 전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

코로나 19 상황 이전에 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

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으로 이루어졌던 Lee [22] 연구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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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 된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

의 관련성을 나타낸 Kim과 Lee [24]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

서 이러한 시점에서 장기화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

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때 실습 의욕을 자극하여 적극적

여 임상 실습 전부터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학습 참여를 높이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선행연

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상황을 창조해나감으로써 해결안

구[24]에서 학습된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여 반복·경

을 제시하고 매핑(mapping)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험함으로써 간호 수행시의 불안함과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개발 및 적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아울러

실습만족도가 높았음을 보고한 바처럼, 임상 실습 전 미리 현

미래의 간호사가 될 고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간호과정

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유사한 상황들을 가상현실(VR) 교

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육 콘텐츠를 통해 미리 적용한다면, 임상 현장에 대한 간호대

자신의 간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간호 중재를 수행하기

학생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다. Yang과 Sim [27]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는 간호과정 수행능력을 향상시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학습만족도, 참여도, 학습 몰

킬 수 있는 요소이며, 이를 통해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됨을 보

입 및 학습 전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고한바 있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

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온라인 학습 도구 개발과 동시에 온-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습참여도와 학습 전이가 영향을 미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교수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은 임상수행능력의 25.5%

자와 학습자 간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피드백을 병행한다면

를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임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 요인

상수행능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은 학습 전이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전이와 학습성취도의 일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 몰입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환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던 선행연구

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학습 몰입의 수준

[25,26]와 유사한 맥락이으로써, 이론 학습에서의 긍정적인

이 높을수록 학습 성취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 임상수행능

온라인 학습 결과가 학습 전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임상수행

력이 상승됨을 보고한 Shim [2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

다. 학습 몰입이란 다양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학습자가 학업

라서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완전히 흡수

사례기반의 수업을 통해 비판적, 문제해결능력을 고양시킴

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이다[29]. 그러나 본 연구의 간호

으로써 학습 전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간호대학생의 임상

대학생의 경우 아직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어느 정도

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만 학습 전

수준의 수업 참여는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온라인 학습에

이가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임과 더불어

완전히 흡수되는 학습 몰입으로 연결되어 임상수행능력으로

이론과 관련된 학습경험들이 학습 전이를 통해 임상수행능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반복

온라인 학습을 위한 태도 형성, 참여증진을 위해 점진적 노력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 인 간호대학생이 향후 온라인 학습에 대해 안정성을 지니

또한 본 연구에서 학습 전이 다음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

고 적응이 되었을 때,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요인으로써 작용

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라인 학습 참여도였다. 이는 학습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를 단편적으로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 몰입과 임상수

던 Kim [4]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써, 학습 참여도가

행능력 간 관계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

높은 학생은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실제

며,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학습 몰입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

교내실습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행 능력 향

계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중심의 사회는 더 이상

이상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3, 4학년 고학년 간
호대학생으로 하여금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에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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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와 학습 참여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학습 전이 증진

outbreak a pandemic [Internet]. Copenhagen: World

과 적극적 학습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례기반의 온라인 학

Health Organization; 2020 [cited 2021 August 7]. Available

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임상수행능력 증진 방안이 모색되

from: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health-emer-

어야 한다.

gencies/coronavirus-covid-19/news/news/2020/3/-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많은 간호대학생들이 비대
면 수업을 경험해야 했던 시기에 전국의 시도 소재 학교에 재
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학
습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학년 간호대학생의 온라인 학습효과를 높이
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
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who-announces-covid-19-outbreak-a-pandemic .
2. Ministry of Education.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academic operation in response to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nterne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1
[cited 2021 August 7].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711&lev=&searchType=null&statusYN=W&page=
16&s=moe&m=020402&opType=N.
3. Lim SH.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

결 론

dents in the on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22(4):195-205.

본 연구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고

https://doi.org/10.5762/KAIS.2021.22.4.195

학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4. Kim SG. Effects of a simulation-based high-risk neonatal

한 결과, 학습 전이 및 학습 참여도가 그 영향 요인으로 나타

care educ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class partic-

났으며, 이들은 임상수행능력의 25.5%를 설명하였다. 본 연

ipation, learning motiv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고학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년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0):6807-6815.

악함으로써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
생의 학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각 학년별 임상수행능력 증진 프로그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6807
5. Kim S, Shin N. A study on online learner’s ‘other behaviors’ and flow: comparing adolescents with adults.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019;25(2):273298. https://doi.org/10.15833/KAFEIAM.25.2.273
6. Ham MY, Lim SH.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satisfaction
for real-time online classes in adult nursing. Journal of the

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된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1;

영향 요인으로 학습 전이로 나타난 바 학습 전이의 선행요인

22(3):80-87. https://doi.org/10.5762/KAIS.2021.22.3.80

파악 및 학습 전이를 매개요인으로 한 임상수행능력을 검증

7. Lee Y, Shin D.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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