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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methodological study developed a scale that reflects the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verified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e 37 initial items of the scale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vious study that analyzed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social support. The initial items 
were revised through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and 29 preliminary items were finally sele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220 
students enrolled in a nursing department in Jeollabuk-do, who ha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205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March 11 to April 26, 2022.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aximum likelihood factor extraction and varimax rotation. Results: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consisted of a total of three sub-factors and 17 items. The three sub-factors 
were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eight items), ‘support from school, professors, and clinical instructors’ (seven items) 
and ‘support from department seniors’ (two items).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scale was found to be high, with a 
Cronbach’s alpha of .93.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riterion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terion tool and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developed a scale to measure social support for the first time among nursing stud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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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1-3]. 스트레스는 학습몰입, 임상 적응 

능력,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1,4-7] 간호대학생의 적응 증진

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는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힘과 기운을 북돋는 효과

가 있어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2,4,8], 스트

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9,10]. 사회적 지지에는 가족과 친구 등

의 정서적 지지, 학업에 대한 교육적 지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적 지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긍정적 평가 지지, 중
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지 등의 속성이 포함되므로

[8,11]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 적응 

능력 증진 등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긍정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8,1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적응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지원을 원하므로[8,13,14]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를 측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개념 분석을 시행

한 Choi와 Park [8]의 연구에서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

이 반영된 8개의 사회적 지지 속성이 도출되었다. 8개 속성은 사

회적 관계망, 교육적,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긍정적 평가, 자아

존중감 및 롤 모델 제공 지지였으며, 이와 관련된 이론교육과 임

상 실습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관계망 

지지에서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수, 실습지도 교수, 
선후배까지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체계로 인식하였고, 간호대학

생은 임상 실습 동안에도 실습지도 교수, 현장지도자, 선후배의 

교육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과 친구 등으로부

터 정서적 지지를 원하고, 학교에서 해외 연수, 자기 주도학습 등

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업 

관련 정보적 지지는 학과 동료 등으로부터 얻고 싶어 하였고, 학

과 교수님, 간호사, 환자, 친구 등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

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

이 닮고자 하는 이상적 롤 모델은 학교의 교수와 임상현장에서 

만난 지도자를 뽑고 있다[8,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

지를 측정할 때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관련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많이 활

용된 도구는 Park [15]의 사회적 지지 척도, Oh 등[16]의 한국 사

회적 지지 측정 도구, Nolten [17]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SSSS), Zimet 등[18]의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한 Park [15]은 선행 문헌을 고찰하여 도출된 속

성과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건 세 가지를 작성하여 도출된 속성

을 통합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 문항에는 ‘나는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과 어울려 지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

람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모두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그
들은 모두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

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등이 있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이지만, 개발된 지 30년 이상 되었

고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general social support)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간호대학생의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을 고려

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Oh 등[16]이 개발

한 한국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는 다년간 사회적 지지 개념을 연

구한 대학교수 7인이 도출한 속성 및 문항으로 도구를 개발하였

다. 도구의 하부 요인으로 정, 믿음, 도움 요인을 구성하였고, 일

반 대학생과 중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도구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를 챙겨준다’, ‘나를 이

해한다’, ‘나에게 관심 있다’, ‘나와 공감한다’, ‘편안하다’ 등의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도 

전문가 집단이 도출한 사회적 지지 속성을 근거로 개발되었고 일

반적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간호대학생의 이

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Nolten [17]의 SSSS는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

구로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받은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도구는 적용 대상이 청소년이고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이다. 따라

서, 국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대학생에

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19]. 이 도구는 

개발 당시에 4개 하부 영역,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지

만, 국내에서 적절한 타당화 과정 없이 임의로 3개 하부 영역, 총 

27개 문항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구 제목도 한국어로 번안하지 

않고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20]. 이 도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특성을 측정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Zimet 등[18]의 MSPSS는 국외에서 일

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의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 역시 외국에서 일반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국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국내 간호대학생에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도구도 국내에서 적절한 타당화 과

정 없이 임의로 사용되고 있고, 도구 제목도 한국어로 번안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21]. 이 도구 또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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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기는 하였지만, 간호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는 사용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22]. 위에서 살펴본 도구들은 간호대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도구가 아니며, 일반 대학생, 일반인, 청소

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속성

으로 도출된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8]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지

지의 특성인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8]을 반영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

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측정 도

구를 개발한다.
∙ 둘째,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한다.
∙ 셋째,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한다.
∙ 넷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

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혼종 모형(hybrid model)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분석한 Choi와 Park [8]의 연구에서 도출

된 8개의 하부 속성을 본 도구의 하부 구성개념으로 활용하였다. 
즉, 이론 단계(theoretical stage)에서 사회적 관계망, 교육적, 정서

적, 정보적, 물질적, 긍정적 평가, 자아존중감, 롤 모델 제공 지지

의 8개 하부 속성이 도출되었고, 현장 단계(fieldwork stage)에서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8개 하부 속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8]. 첫째,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개인이 친 하게 지

내는 지지 그룹의 크기, 접촉 빈도이다. 둘째, 교육적 지지는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지지로 학과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 

임상 실습 지도교수, 학교 선배로부터 학업적 지지 및 정보 제공, 
가족으로부터 학업 관련 지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지(예: 소그

룹 수업, 학습증진 센터 등) 등이다. 셋째, 정서적 관심과 지지는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신뢰, 관심, 공감 등의 정서적 관심 또는 

지지를 받는 것이며, 가족과 친구 지지가 포함된다. 넷째,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받

는 것이다. 다섯째, 물질적 또는 도구적 지지는 개인에게 제공되

는 물질적 지원이나 경제적 도움을 의미한다. 여섯째, 긍정적 평

가 지지는 학과 교수, 친구, 간호사, 환자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지 정도이다. 일곱째, 자기 존중감 지지는 학

과 친구, 후배 등으로부터 자신의 능력, 행동 등을 존중받는 것이

다. 여덟째, 롤 모델 제공 지지는 교수 또는 멘토에 의한 지지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롤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북에 있는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

생으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이다. 간호대학생

의 사회적 지지 개념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8]에서 임상 실습 관

련 사회적 지지 경험이 충분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8주 이상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1학기 초에 

시행되어 3학년 학생들은 아직 임상 실습 경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임상 실습 경험이 8주 이상이고, 연구 참여

에 자발적 동의를 한 대상자이다. 연구 대상자 제외 기준은 임상 실

습 경험이 8주 미만이거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다.
도구 개발 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도

구 예비문항의 5~10배 또는 200명 이상이다[23]. 본 연구는 200
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중 212부의 설문지가 회

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하

고 총 205부를 자료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도구 개발 단계 및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 도구 개발 

단계는 도구의 예비문항 개발, 내용 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시행이며, 도구 검증 단계는 문항 분석, 구성 타당도 검증, 
준거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이다(Figure 1).

● 도구 개발 단계

 ∙ 예비문항 개발

8개 하부 요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할 때에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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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주요 진술문을 참고로 하여 37개 문항을 개발하였고, 주요 

진술문은 선행연구[8]에서 자료수집 되었던 심층 면담 내용을 연

구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관계망의 크기’ 1문항, ‘접촉 

빈도’ 1문항, 총 2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교육적 지지는 

‘지도교수 지지’ 1문항, ‘임상현장지도자 지지’ 3문항, ‘실습 지도

교수 지지’ 2문항, ‘선배 지지’ 2문항, ‘학교 지원’ 3문항, 총 11개

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가족 지지’ 2문항, ‘친
구 지지’ 2문항, 총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정보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 자원’ 관련 총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물질적 지

지는 ‘경제적 지원’ 관련 총 6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긍정적 

평가 지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관련 총 4개의 문항을 개

발하였다. 자아존중감 지지는 ‘존중받음’ 관련 총 2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롤 모델 제공 지지는 ‘모범이 되는 롤 모델 제공’ 관
련 총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 내용 타당도 검증

간호학과 교수 5인에게 예비문항에 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

았다. 간호학과 교수 5인의 전공 분야는 아동, 성인, 여성이었으

며, 교육 및 임상실습지도 경력은 15~22년이었다. 내용 타당도는 

문항 내용 타당도 지수(Item Content Validity Index) 및 총점 내

용 타당도 지수(Sum Content Validity Index)를 이용하여 검증하

였으며, 문항 및 총점 내용 타당도 지수가 모두 1.00인(전문가 5
인 모두가 ‘적절한 문항’으로 평가) 문항만을 최종 도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문항 내용 타당도 지수는 예비문항 각각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이고, 총점 내용 타당도 지수는 전체 예비문항에 관한 

내용 타당도 지수이다. 내용 타당도 지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며, 1점(매우 적절하지 않음) 또는 2점(적절하지 않음)은 도

구의 예비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고, 3점(적절함) 또는 4
점(매우 적절함)은 도구의 예비문항으로 적절한 문항이다[24]. 37

개 예비문항이 처음에 개발되었고,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통해 

9개 문항이 제거되고 1개 문항이 추가되어 총 29개 예비문항이 

설문 조사에 활용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문항

은 5인의 전문가가 문항 내용 타당도 평가 점수를 1점 또는 2점

을 부여한 항목이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2개 문항이 그

대로 포함되었고, 교육적 지지는 11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제외

되어 총 8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외된 3개 문항은 ‘임상현장지

도자는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간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실습

지도 교수는 사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또는 학과는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를 제공해준다’였
다. 정서적 지지는 4개 문항이었으나,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학과 교수 지지’ 1개 문항이 추가되어 총 5개 문항이 포함되었

다. 추가된 문항은 ‘학과 지도교수님은 내가 힘들 때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한다’였다. 정보적 지지는 4개 문항에서 2개 문항이 제외

되어 총 2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제외된 문항은 ‘나는 학과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나는 친구나 선후배

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였다. 물질적 지지는 6개 문항 중 2
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4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제외된 문항은 

‘학교 또는 학과는 영어 공부 관련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학
교 또는 학과는 국내외 연수 관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였다. 
긍정적 평가 지지는 총 4개 문항이 그대로 포함되었고, 자아존중

감 지지는 2개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1개 문항만 

포함되었다. 제외된 문항은 ‘나는 주변 타인으로부터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이었다. 롤 모델 제공 지지는 4개 문항 중에서 1개 문

항이 제외되어 총 3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제외된 문항은 ‘나는 

학과 지도교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생각한다’이었다. 따라서, 총 

37개 예비문항 중에서 9개 문항이 제외되고 1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9개 문항이 설문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Figure 1. Procedur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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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조사

본 연구의 예비 조사를 위해 전북 소재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을 편의표집하여 최종 선정된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예비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1~26세

이며, 남학생 5명, 여학생 15명이었고, 임상 실습 경험은 10~12주

였다. 예비 조사 결과, 설문 문항을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 

수정된 문항은 없었다.

 ∙ 본 조사

전북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20명을 편의표

집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총 2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고, 자료 분석에는 총 205부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조사 시에 예비 조사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 도구 검증 단계

 ∙ 문항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문항 분석을 위해 왜도 및 첨도 값

을 확인하였고,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문항의 

왜도는 절댓값 3 이상, 첨도는 절댓값 7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였

고,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는 .30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였다[24].

 ∙ 구성 타당도 검증

본 조사에서 수집된 205부의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도구의 구

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23].

 ∙ 준거 타당도 검증

준거 타당도는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측정값을 이미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준거 도구의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한다[23].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 Oh 등[16]의 한국 사회적 

지지 척도(준거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Oh 등[16]의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었던 도구이므로[25] 본 연구의 준거 도구로 활용하

였으며,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준거 타당도 

도구를 선택할 때, 오래전에 개발되었거나[15] 국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지 않은 국외 도구는 제외하였다[17,18].

 ∙ 신뢰도 검증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 및 문항 제

거 시에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24].

연구 도구

● 한국 사회적 지지 척도

Oh 등[16]이 개발한 한국 사회적 지지 척도를 원저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부 요인, 32문항

으로 구성되며, ‘정 요인’ 15문항, ‘믿음 요인’ 6문항, ‘도움 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주 많이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Oh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9였다.

자료 수집 방법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였으며, 전북에 있는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29문항), 준거 타당도 검

증을 위한 Oh 등[16]의 한국 사회적 지지 척도(32문항),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작성 소요 시간

은 15~20분이었다. 해당 간호학과의 장에게 본 연구 목적 및 절

차, 연구 참여 방법, 익명성과 비  보장,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자료수

집에 대한 허락을 받고 설문 조사하였으며, 해당 학과의 행정조교

와 반 대표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 및 동의서를 배포하고 회수하

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을 위해 왜도 및 첨도 값을 

확인하였고 왜도는 절댓값 3 이상, 첨도는 절댓값 7 이상인 문항

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고 문항-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30 미만인 문항을 이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 
-Olkin (KMO) 값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값을 확인하였다. 도
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대우도 요인 추출(maximum likelihood) 및 varimax 회전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s) 1.00 이상인 요인만을 

도구의 하부 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은 .50 이상인 문항만 포함하였고, 교차 요인 부하량(cross factor 
loading)은 .40 미만인 문항만 포함하였다[26]. 도구의 준거 타당

도 검증을 위해 준거 도구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

수 및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계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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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예비문항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국

립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117-202112-HR-025-01)
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철회 가능성이 있

음을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만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위해 연구의 

설명문을 학과의 행정조교와 반 대표의 도움을 받아 공지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만 별도 장소에 모이게 하여 설문 조

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소

속된 기관의 학생들이었으나, 연구자에게 수업을 받거나 학점을 

부여받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도 아니

었다.
동의서와 설문지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수

집된 설문지는 익명성과 비  보장을 위해 아이디 번호를 부여하

여 자료 코딩을 하였으며,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였다.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결과가 학회지에 게재되면 저장된 파

일을 즉시 폐기할 것이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사

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83.9% 
(172명)가 여학생이었고 평균 연령은 24.88±6.87세였으며, 임상 

실습 경험은 평균 14.47±2.66주였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 49.3% 
(101명), 만족 48.8% (100명)였고, 학과 만족도는 보통 54.1% 
(111명), 만족 44.4% (91명)였다. 실습 만족도는 보통이 60.5% 
(124명)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지지 제공자는 부모, 친구, 형제자

매 등이었다.

문항 분석

문항 분석 결과, 왜도 범위는 -1.84~-0.02로 절댓값 3 이상의 

문항이 없어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으며, 첨도 범위는 -0.67~4.76
으로 절댓값 7 이상인 문항이 없어서 역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Table 1).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54~.78
로 나타나 .30 미만인 문항이 없어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24]. 
따라서 총 29개 문항 그대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

인 분석에 활용되었다.

구성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기 전,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시행하였

다. 그 결과, KMO 값은 .90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확

인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요인 분석 모형으로서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유의확률 p값이 .05보다 작으면 요인 분석

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요

인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χ2=2701.50, p<.001). 탐

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최대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1차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

이 .28~.98로 나타났다. 공통성이 .50 미만인 문항은 제거해야 하

므로 총 8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제거된 문항은 3번(.47), 5번

(.39), 9번(.38), 16번(.28), 17번(.44), 18번(.40), 19번(.35), 23번

(.43)이었으며, 구체적으로 3번 ‘학과 교수님은 학업에 도움이 되

는 정보를 제공한다’, 5번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 술기 수행 기

회를 제공한다’, 9번 ‘학교 또는 학과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

한다’, 16번 ‘나는 서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17번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18번 ‘국가 또

는 학교는 학업 지속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19번 ‘학교 또

는 학과는 자기 계발 혹은 취업 관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3번 ‘나는 임상 실습 중 환자 간호에서 자부심을 느낀다’였다. 8
개 문항을 제거한 후 2차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2차 요인 분석 결과, 4번 문항의 공통성이 .49로 나타나 4번 문

항(임상현장지도자는 실습부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을 제거

한 후에 다시 3차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공통성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더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3차 요

인 분석 결과, 고유값 1.00 이상인 요인 총 3개가 추출되었고, 요
인들에 의한 설명 분산의 누적 백분율은 63.9%로 나타났다. 그러

나 3차 요인 분석 결과, 6번, 10번, 26번 문항의 교차 요인 적재

값이 .43, .42, .54로 나타나 해당하는 문항을 제거한 후에[26] 다
시 4차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00 이상인 요

인 총 3개가 그대로 추출되었고, 요인들에 의한 설명 분산의 누적 

백분율은 65.1%로 나타났다(Table 2).
각 요인은 포함된 문항의 특성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

다. 제1요인에는 8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나에게는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해 주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가 많다’, ‘나는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해 주는 가족과 친구, 선후배와 자주 만난다’, ‘가족은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가족은 나를 신뢰한다’, ‘친구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친구는 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

한다’, ‘가족은 나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내 친구는 나에

게 자신감을 준다’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1요인은 가족, 친구들에

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또한 나를 신뢰하며 자신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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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과 친구의 지지’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에는 7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학과 교수님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학교 또는 학과는 자기 주도학습 관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임상현장지도자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

한다’, ‘학과 교수님은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제공한다’, ‘나는 임

상현장지도자를 나의 롤 모델로 생각한다’, ‘나는 학과 교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본받고 싶다’, ‘나는 학과 교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생각한다’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2요인은 학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교수님, 임상현장지도자로부터 칭찬과 격려, 
임상 실습 동안의 교육적 지지를 받으며,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

상적 롤 모델을 제공해 주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지도

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에는 2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학과 선배는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학과 선배는 학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3요인은 학과 선배가 임상 실습 

및 학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학과 선

배의 지지’로 명명하였다.

준거 타당도 검증

Oh 등[16]의 한국 사회적 지지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

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나 준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r=.55, p<.001).

신뢰도 검증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값과 하부 요인 및 전체 문항에 대

한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총 17개 문항의 신뢰도는 .93

Table 1. Item Analysis (N=205)

Item number Minimum Maximum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1 1.00 5.00 3.97 0.85 -0.78 1.01
2 1.00 5.00 3.88 0.90 -0.61 0.09
3 1.00 5.00 3.72 0.86 -0.69 0.57
4 1.00 5.00 4.01 0.72 -0.73 1.84
5 1.00 5.00 3.86 0.84 -0.66 0.61
6 1.00 5.00 4.07 0.74 -0.90 2.08
7 1.00 5.00 3.21 1.11 -0.34 -0.52
8 1.00 5.00 3.21 1.12 -0.18 -0.67
9 1.00 5.00 3.01 1.06 -0.02 -0.51
10 1.00 5.00 3.69 0.82 -0.34 0.22
11 1.00 5.00 3.45 1.00 -0.17 -0.47
12 1.00 5.00 4.34 0.83 -1.44 2.62
13 1.00 5.00 4.39 0.78 -1.43 2.64
14 1.00 5.00 4.33 0.72 -1.22 3.05
15 1.00 5.00 4.06 0.84 -1.09 2.11
16 1.00 5.00 3.65 0.97 -0.54 0.01
17 1.00 5.00 4.30 0.70 -1.19 3.45
18 1.00 5.00 3.97 0.91 -0.78 0.52
19 1.00 5.00 3.38 0.97 -0.15 -0.11
20 1.00 5.00 3.26 0.96 -0.05 -0.05
21 1.00 5.00 4.42 0.78 -1.84 4.76
22 1.00 5.00 4.21 0.77 -0.98 1.71
23 1.00 5.00 3.82 0.83 -0.43 0.28
24 1.00 5.00 3.71 1.00 -0.60 0.12
25 1.00 5.00 3.65 0.96 -0.46 0.13
26 1.00 5.00 3.87 0.86 -0.64 0.63
27 1.00 5.00 3.21 1.02 -0.13 -0.22
28 1.00 5.00 3.43 0.94 -0.34 0.29
29 1.00 5.00 3.27 1.03 -0.2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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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하부 요인별 신뢰도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 .95, ‘학교,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 .91, ‘학과 선배의 지지’ .89로 

도구의 전체 신뢰도 및 하부 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문항 제거 시에 신뢰

도가 많이 증가하는 문항이 없어서 추가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사

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

로 총 3개 하부 요인, 17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3개 하부 요인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 ‘학교,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 
‘학과 선배의 지지’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의 하부 요인의 의미와 도구 개발의 의의, 활용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제1요인인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8문항이 포함되었고, 가족의 

지지 3문항, 친구의 지지 3문항, 사회적 관계망 지지 2문항이었

다. 가족의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원, 나를 신뢰해 주는 

가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고, 친구의 지지에는 정서적 지

지, 학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친구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사

회적 관계망의 크기 및 빈도를 묻는 2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는 Nolten [17]의 도구와 Zimet 등[18]의 도구에서 부모

와 친구의 지지를 사회적 지지 속성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과 상

응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

지[8,27,28],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이 나를 신뢰하는 것을[8] 
사회적 지지의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본 연구 결과에서 친구의 지지에 포함된 3문항은 친구의 정서

적 지지[27,28], 학과 생활에 대한 지원[8]을 친구의 지지로 포함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자신감을 북돋는 친구에 대

한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서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나, 칭찬과 존중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을 사회적 지지 속성으로 포함한 선행연구[10], 자신의 가

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속성으로 포함한 선행연구 결

Table 2. Factor Analysis (N=205)

(Item number) Item content Communality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1) I have a lot of family, friends, and seniors and juniors who provide social 
support.

.52 .62 .20 .23

(2) I often meet with family, friends, and seniors and juniors who provide 
social support.

.55 .66 .22 .27

(12) My family provides emotional support. .72 .82 .21 .00
(13) My family trusts me. .77 .84 .24 .00
(14) My friends provide emotional support. .72 .83 .17 .08
(15) My friends provide support to help with academic life. .59 .66 .30 .26
(21) My family provides me financial support. .53 .72 .10 .07
(22) My friend gives me confidence. .65 .76 .26 .09
(11) The professors provide emotional support. .51 .30 .62 .17
(20) The school or depart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self-directed 

learning.
.50 .19 .58 .34

(24) Clinical instructors praise me for a job well done. .50 .38 .51 .28
(25) The professor gives me praise and encouragement. .67 .36 .70 .20
(27) I perceive clinical instructor as my role models. .58 .11 .73 .20
(28) I want to imitate my professor's meticulous consideration and attention. .88 .26 .89 .11
(29) I perceive my professor as my role model. .81 .16 .87 .14
(7) Department seniors provide information useful for clinical practice (e.g., notes 

on practice department, handover details, information on residence, etc.).
.81 .12 .34 .82

(8) Department seniors provide academic information. .79 .17 .29 .83
Eigen value 8.24 2.52 1.24
Explained variance (%) 29.4 24.5 11.2
Cumulative variance (%) 29.4 53.9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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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1]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주로 개인이 주변의 

타인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크기 및 빈도를 측정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10,29]. 사회적 관계망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의 속성으로 동일한 특성을 사회적 지지의 속

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를[8]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가

족과 친구의 지지가 별도의 다른 하부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한 영역으로 묶여서 도출되었으나, 선행연구[17,18,27,28]에서는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별도 하부 영역으로 분류된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확인적 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동일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2요인인 ‘학과,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는 7개 문

항이 포함되었고, 교수의 지지 4문항, 임상현장지도자 2문항, 학

교 및 학과의 지원 1문항이었다. 교수의 지지에는 정서적 지지, 
칭찬과 격려 제공, 롤 모델 제공 지지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

되었고,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에는 잘한 일에 대한 칭찬 제공, 
롤 모델 제공 지지가 포함되었다. 학교 및 학과의 지원은 자기 주

도학습 관련 재정적 지원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교수의 정서적 지지 및 롤 모델 제공 

지지[14], 임상현장지도자의 롤 모델 제공 지지[8], 칭찬과 격려

[13], 학교 또는 학과의 학습 관련 지원[8,13] 등이 포함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과와 학교는 간호대학생의 적응을 돕

기 위해 임상 실습과 학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8,13]. 간호대학생은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학교 또는 학과로부터 

받기를 원하므로 향후 학생들의 학업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

속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3요인인 ‘학과 선배의 지지’는 2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임상

실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학업 관련 정보 제공을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과 선배의 임상 실습 및 학업 관련 

정보 제공은 사회적 지지로 포함하여 제시하였다[8,27,30]. 간호

대학생은 이론과 실습 관련 학업적 정보 제공을 학과 선배에게 

받고자 하며, 이를 사회적 지지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보다 먼저 이론과 실습교육을 경험한 선배들의 학업 지

원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27,30]. 따라서, 향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업 지원을 위해 멘토-멘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므로 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학과 1, 
2학년 재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간호학과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이들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임상 실

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요인 분석을 위해 200명 이상의 대단위 연구가 필요한 만큼 이번 

연구에서는 도구의 하부구성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요인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N=205)

Factor Item number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1 .94 .95
2 .94
12 .95
13 .94
14 .94
15 .94
21 .94
22 .95

Support from school, professors, and clinical 
instructors

11 .91 .91
20 .91
24 .91
25 .89
27 .90
28 .89
29 .89

Support from department seniors 7 .81 .89
8 .81

Total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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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만을 시도하였으나, 추후 도구의 하부구성 요인과 문항이 적

절한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확인적 요인 분석, 수렴 및 판별 타당

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초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활용된 도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 일반인, 
일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발되어[15-18]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과 이론교육 관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

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요인인 ‘학교,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와 제3요인인 

‘학과 선배의 지지’는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도출된 하부 속

성이며, 기존 도구에서 측정되지 않은 임상 실습 및 이론교육 관

련 사회적 지지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포함된 문항은 ‘학과 

선배는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학과 선배는 

학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또는 학과는 자기 주도학습 

관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임상현장지도자는 내가 잘한 일

에 대해 칭찬을 한다’, ‘임상현장지도자를 나의 롤 모델로 생

각한다’, ‘학과 교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생각한다’, ‘학과 교

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본받고 싶다’였으며, 기존 도구

에서 측정하지 못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에서 제공하는 지지

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간호대학생의 이론교육과 임

상 실습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므로 향후 임상 실습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등과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향상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위기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 관련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최종 개발된 도

구는 3개 하부 요인, 1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3개 하부 요인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 8문항, ‘학교, 지도교수, 임상현장지도자의 

지지’ 7문항, ‘학과 선배의 지지’ 2문항이었다. 임상 실습을 경험

한 간호대학생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별도로 지각하기보다 동

일하게 인식하였고 이들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하였다. 또한, 이론 및 임상 실습 동안에도 학과 교수와 임상현장

지도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원하고, 학과 선배와 학교로

부터 학업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는 향후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관련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간호교육, 실

무 환경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수준

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또
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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