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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환경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으로 
힘겨운 업무 등 다양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무례함에 취약하다고 보고되며, 간
호대학생들 또한 무례함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에서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로부터 경험한 무례함을 
파악하여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의 필요성 

 
 
  

 
 
1)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과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과,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경험과 전공만족도,임
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목적  
 
 연구설계 :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간호사의 
무례함,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대상자 : C시 4개의 간호대학교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한 4학년 재학생 120명 
 

 도구 : 무례함(K-UBCNE),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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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무례함과 전공만족도의 음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r(p)= -

.280(.002)). 유사한 연구에서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94)(손지
량,2016). 이는 실습에서 무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례함과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r(p)=.079(.390)). 유사한 연구에서는 무례함을 겪은 간호사는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간호대학생으
로서 임상경력이 부족하며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r(p)=.058(.532)). 타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
게 나타났으나((r(p)=.575(.000)(김현지, 2012) 선행연구에 비해 큰 향상의 
폭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최근 환자들이 간호학생이 제공하는 간호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의 임상실습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논의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4개의 간호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
한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연구로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C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   
    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12명, 여자 108명으로 남녀 성비에 현
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결과해석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 추후 성비에 따른 조정을 통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4개의 간호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
한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임상실습을 경험
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추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전 학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무례함,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성별 M±SD t p 

무례함 
여자 2.91±0.78 

-.526 .078 
남자 2.79±1.03 

전공만족도 
여자 3.49±0.65 

-.783 .400 
남자 3.33±0.76 

임상수행능력 
여자 3.63±0.51 

1.042 .890 
남자 3.79±0.50 

나이 M±SD t p 

무례함 
21~22 2.92±0.78 

.185 .224 
23≤ 2.89±0.85 

전공만족도 
21~22 3.56±0.68 

.845 .972 
23≤ 3.34±0.61 

임상수행능력 
21~22 3.67±0.51 

.608 .573 
23≤ 3.61±0.52 

변수 
무례함 

r(p) 

임상수행능력 

r(p) 

전공만족도 
** 

-.280(.002) .058(.532) 

무례함 .079(.390) 

무례함, 전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무례함 

2.9 3.48 3.64 
*5점 만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