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필요성

간호는 환자와 병원의 다양한 직업군 간의 관계에서 원활하고 명확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며, 고도의 협업능력이 필요한 전문 

분야이다[1]. 이는 환자 중심의 돌봄 및 환자 간호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환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조직 구성원의 공동 목

표 설정 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2]. 이렇듯 매 순간 긴박한 결정이 요구되는 임상 현장에서 다학제적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의료전문인을 양성하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수업 형태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

다. 이에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은 간호대학 학생이 갖추어야 할 공감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강조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인문사회영역을 반드시 편성할 것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3]. 즉, 공감과 협업 역량이 간호사의 다양한 핵심역량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Vol.9, No.4, pp.23-32, 2021

Research Article
pISSN : 2287-8920

https://doi.org/10.22716/sckt.2021.9.4.040

간호대학 신입생의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 경험

이지언1, 박경란2

1,2케이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xperience of Distance Learning due to COVID-19 among Freshmen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Ji-Uhn Lee1 and Kyong-Ran Park2

1,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Christian University

2
Corresponding author: ischium8064@naver.com

Received August 17, 2021; Revised September 9, 2021; Accepted September 30, 2021

ABSTRACT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간호대학 신입생 9명

이 참여한 본 연구는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이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

었다. 분석결과 총 172개의 진술이 유의미하게 추출되었고, 5개의 상위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5개의 상위범주

는 기회상실, 적응지연, 위기감, 상황인식, 수용과 대처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교육정책, 재정지원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and experiences of distance learning of nursing freshmen in 

the context of COVID-19. In this study, in which nine new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participated, individu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ir experiences. 172 statements were 

extracted significantly and analyzed into 5 categories and 10 subcategories. The derived five components are loss of opportunity, delay 

in adaptation, sense of crisis, situational awareness, acceptance and coping.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educational programs, educational policies, and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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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이고, 1학년부터 전공기초 및 교양과목을 배우며, 교내실습과 임상 실습에서 조별 활동, 교수 학생 간 상호작용과 대면 교

육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가치 및 신념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간호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게 된다.

간호대학 신입생은 의료인으로서의 핵심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방대한 이론학습과 각종 실습을 통해 인간 생명을 다루는 학

문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른 높은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감과 대학생활 

적응 시 어려움을 경험한다[4]. 최근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전례 없는 상

황이 펼쳐지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이 예외 없이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대학 신

입생은 원격수업을 받으며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5-7], COVID-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의 재

도래에 대비하여 이들이 겪은 비대면수업의 다양한 면모를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COVID-19 이후 미래의 교육 패러다임은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티칭에서 러닝으로 변

화되고 있다[8]. COVID-19 시대의 간호대학 신입생은 교육 혁신 변화의 중심에 있고, 메타버스(metaverse)에 익숙한 MZ세대의 

세대적 특성과 맞물려 있다.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Z세대(Z Generation)를 통칭하는 말인데, 본 

세대의 특성은 모바일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순간에 쉽고, 편리하게 획득한다. 즉, 식생활, 쇼핑, 금융 활동, 교육 등

의 일상 전반을 정보통신기술로 영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자기만족과 행복을 우선시한다[9]. 따라서, 급변하는 교

육 패러다임 속에서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간호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COVID-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은 잠재적 또는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이며, 사회심리적 건강이 회

복탄력성이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1]. 그러나 국내에서 COVID-19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 수업경험과 관점에 대한 질적연구가 전무하다.

간호대학 신입생이 비대면 상황에서 교내실습을 거쳐 임상실습으로 전환되는 준비과정에서 대면의 중요성, 대면 교육의 긍

정성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관점에서 원격 수업 경험을 이해하고

자 시도되었으며,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 교육정책, 재정지원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 신입생이 COVID-19로 인해 모든 교과목을 원격으로 이수한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미래 간호교육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1.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일 대학교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일반화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모든 강의를 원격수업으로 경험한 2020학년 3월에 입학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생각과 인식을 이

해하기 위해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질적연구이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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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교 간호학과의 2020학년도 신입생 중 COVID-19로 인해 입학부터 2개 학기 

이상을 원격으로 강의를 수강한 남녀학생 총 9명이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선정 및 참여 진행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료 수집 전에 연구 목적, 개인 비밀과 익명성 보장 

등을 참여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만을 참여하게 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으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면담 중단 또는 철회, 녹음삭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 전체 과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반 구조적 개인 심층 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참여자는 본

인이 겪은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질문은 개방형으로 진행되었다. 첫 질문은 “COVID-19 상황에

서 대학 신입생으로서 경험한 원격수업은 어떠했나요?”이고, 추가된 심화 질문 중의 하나는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에 대

해서 말씀해주세요.”이다. 참여자 진술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경청과 관심의 표현을 비언어적인 방법과 짧은 답변

으로 반응하였다.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 및 녹화되었고, 개인면담은 최

단 58분에서 최장 162분이고, 참여자마다 1~2회씩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1회, 104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내

용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었다. 녹화된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전사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Fig. 2). 이 방법은 자료가 의미하는 내용에 중심을 두고 연구질

문을 기본축으로 하는 귀납적 분석법이다. 수집된 내용을 연구 목적에 맞춰 분류하고 유사한 의미를 범주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 사전지식, 선입견을 배제하고 전사 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

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본질 파악을 위해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

하여 주제어를 부여하였다. 추출한 주제어에는 번호를 붙이고 자료원문의 텍스트와 함께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범주화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제어를 분류하였고, 범주 한 개에 다양하게 정리된 하위 분류의 주제어를 배치하였다. 이때 각 범주 내에

서 충돌 또는 모순된 내용은 없는지 통합과정에서 반복하여 분류, 모음, 해체의 검증과정을 거쳤고, 통합된 도표 작성을 통해 최

상위 범주와 하위 주제어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최종 분석단계에서는 통합, 확정된 개별 범주 간의 의미 관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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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범주가 COVID-19 상황 하에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히고 의미

를 재구성하고 텍스트로 기술하였다. 

Fig. 2. Data analysis

2.6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참여자와 연구자 간 신뢰와 안정 관계를 형성한 후 1~2회, 1~2시간 반 면담

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자료는 Sandellowski[12]가 제시한 신뢰성(creidibility)이 확립된 것이고, 모든 참여자

의 면담자료를 녹화하고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전사하여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획득하였다. 한편, 분석의 명확성과 신뢰성 확

보는 Colaizzi[13]가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선택한 후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묶어 원본과 

함께 숙독하며 주제를 추출하였다. 아울러, 전문연구자 2인에게 분석과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고, 공동연구자 간 합의도출을 위

한 동료 피드백 과정을 수시로 거쳐 신뢰성을 높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일 대학교에 재학하는 간호대학 신입생 총 9명으로 성별은 여학생 7명(77.8%), 남학생 2명

(22.2%)이다.

3.2 간호대학 신입생이 경험한 원격수업 경험

간호대학 신입생이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겪은 원격수업 경험은 기회상실, 적응지연, 위기감, 상황인식, 수용과 대

처로 5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0개의 하위범주가 분석되었다.

3.2.1 기회상실

연구참여자 9명이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신입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진술하였다.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41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경험 기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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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관계형성 기회상실’ 43.9%였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경험 기회상실’은 ‘대학생

으로서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23개), ‘관계형성 기회상실’은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18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Table 1 참조),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Table 1. Loss of opportunity

Sub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 N (%)

Loss of experience I didn’t have the experience that college students can have. 23 (56.1)

Loss of opportunity to build relationships I didn’t have a relationship. 18 (43.9)

Total 41 (100.0)

1) 경험 기회상실

프로그램 참여도 못하고,......생각한 대학생활도 아니고 해서... 마음이 정말 최악이었어요.(참여자 09)

2) 관계 형성 기회상실

친구들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대면이 안 되어서 엇갈리니까 안타까워요.(참여자 04)

3.2.2 적응지연

연구참여자 9명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학생활 및 학업몰입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적응지연을 표현하였다. 전체 진술문의 빈

도는 39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대학생활 적응지연’ 66.7%, ‘학업몰입 적응지연’ 33.3%이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대학생활 적응지연’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26개), ‘학업몰입 적응지

연’은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웠다’(13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Table 2 참조),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Table 2. Delay in adaptation

Sub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 N (%)

Delay i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t took a long time to adjust to college life. 26 (66.7)

Delay in adaptation to academic immersion It was difficult for me to concentrate on my studies. 13 (33.3)

Total 39 (100.0)

1) 대학생활 적응지연

활동도 제한되니까 대학생활 실감을 못하고 적응하는 데도 오래 걸린 거 같아요.(참여자 08)

2) 학업몰입 적응지연

학교라는 곳이 주는 공간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제대로 학업에 열중하기 힘들었습니다.(참여자 03)

3.2.3 위기감

연구참여자 9명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자기관리와 전공실무에 대한 위기감을 진술하였다.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32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자기관리 위기감’ 68.8%, ‘전공실무 위기감’ 31.2%이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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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는 ‘자기관리 위기감’은 ‘자기관리는 매우 중요하다’(22개), ‘전공실무 위기감’은 ‘간호학과 실습은 대면교육이 필요하

다’(10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Table 3 참조),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Table 3. Sense of crisis

Sub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 N (%)

Self-management crisis Self-care is important. 22 (68.8)

Sense of crisis about the major Nursing department practice requires face-to-face education. 10 (31.2)

Total 32 (100.0)

1) 자기관리 위기감

자기주도적 학습시스템이다 보니,......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참여자 02)

2) 전공실무 위기감

대인관계기술이랑 환자를 간호하는 것도 간호학과 실습에서만큼은 대면을 고집하는 게 맞다.(참여자 08)

3.2.4 상황인식

연구참여자 9명이 COVID-19 상황과 이와 관련한 간호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경험을 진술하였다. 전체 진술문의 빈도

는 31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COVID-19 상황인식’ 54.8%, ‘간호에 대한 상황인식’ 45.2%이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

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COVID-19 상황인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17개), ‘간호에 대한 상황

인식’은 ‘간호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14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Table 4 참조),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문은 다

음과 같다.

Table 4. Situational awareness

Sub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 N (%)

Situational Awareness of Covid-19 I became aware of the situation of COVID-19. 17 (54.8)

Situational Awareness of Nursing Reasonable support for nursing is necessary. 14 (45.2)

Total 31 (100.0)

1) COVID-19 상황인식

더 심한 전염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02)

지인이 간호학과 학생인데 작년에 비대면으로 실습수업을 했는데 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간호는 대면수업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03)

2) 간호에 대한 상황인식

국가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작년에 만약에 확진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걸 

보안해 줄 수 있는 방식을 국가에서 잘 체계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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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수용과 대처

연구참여자 9명이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을 통해 경험한 현실을 수용하고 참여자가 겪은 문제와 변화에 대처해야 함을 

진술하였다.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29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현실수용’ 51.7%, ‘현실대처’ 48.3%이다. 각 범주의 빈도

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현실수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15개), ‘현실대처’는 ‘간호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14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Table 5 참조),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Table 5. Acceptance and coping

Subcategories Significant statements N (%)

Acceptance of reality I try to accept the current situation in a positive way. 15 (51.7)

Coping with reality I want to deal with and solve problems. 14 (48.3)

Total 29 (100.0)

1) 현실수용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데,......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참여자 001)

2) 현실대처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고,......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대처하는 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참여자 008)

4.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법을 통해 간호대학 신입생이 COVID-19로 인해 겪게 된 원격수업의 경험을 확인하는 연구이고, 참여

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간호학과 원격수업 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첫 번째 상위범주는 기회상실이며 ‘경험 기회상실’, ‘관계 형성 기회상실’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기회

상실 상위범주 중 56.1%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하위범주가 ‘경험 기회상실’인데, 이는 대학교 강의실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못하고,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이 펼쳐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신입생으로서 기대했던 다양한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로 원격수업을 지속하면서 대학생활 초기에 혼란에 빠지고, 신입생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및 선택

권의 박탈감을 경험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5]. 기회상실 상위범주 중 43.9%에 해당하는 두 번째인 ‘관계형성 기회상실’은 대학 

신입생이 비대면 수업 연장으로 대학생활에서 동기와 선배와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5,6]. 다양한 

신입생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기와 온라인을 이용한 의사소통만 진행되다보니 다양한 인간관계 생성, 소속감 강화의 기회 

부족이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 중 느끼는 결속감, 교우 간 지지감 등에서 재학생에 비해 신입생이 매우 낮게 나온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신입생의 상실감이 반영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4].

적응지연 상위범주는 ‘대학생활 적응지연’과 ‘학업몰입 적응지연’으로 도출되었다. 적응지연 상위범주 중 66.7%에 해당하는 

‘대학생활 적응지연’은 선배 및 동기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학 기본 정보를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정보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정보 및 조언, 멘토링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5,6]. 적응지연 

상위범주 중 33.3%에 해당하는 ‘학업몰입 적응지연’은 혼선의 비대면 강의 시작과 인터넷 접속 끊김과 온라인 시스템의 오류 등 

번거롭고 불편한 온라인 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할 힘듦과 불편함의 경험과 유사하다[15]. 강의 집중의 

어려움은 원격수업에서 스스로 학업을 관리하는 것이 신입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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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성숙한 학업으로의 도약에 주요한 장애로 볼 수 있다.

‘위기감’으로 분석된 두 번째 상위범주는 ‘자기관리 위기감’과 ‘전공실무 위기감’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상위범주 진술의 

68.8%에 해당하는 ‘자기관리 위기감’은 원격수업의 시간이 길어지자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

은 맥락이며, 간호학과 2~4학년 대상 연구에서도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 인식이 경험되었다[5,16].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기 주

도 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계획이 해당되며, 이는 참여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시스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량을 미루지 않고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7]. 실제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체력에 대한 2차 

데이터 분석결과 19-24세 일반 국민의 체력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17]. 간호대학 신입생으로서의 원격수업 경험이 

학습 및 체력에 대한 자기관리의 위기감을 인식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위기감 상위범주 중 31.2%에 해당하는 두 번째인 ‘전공

실무 위기감’은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이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 직접 간호를 하지 못함에 대한 걱정과 의료인으로서의 통합적 

사고, 의사결정 및 응급상황에 대한 행동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논지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18]. 간

호학과는 의료인으로서의 핵심역량 습득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대면 및 다양한 실습을 통한 밀도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기

에 COVID-19의 원격수업 경험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느끼는 전공실무에 대한 접근과 심화에 있어 위기감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 상위범주는 ‘상황인식’으로 ‘COVID-19 상황인식’과 ‘간호에 대한 상황인식’으로 나타났다. 상위범주 중 54.8%에 

해당하는 ‘COVID-19 상황인식’은 간호학과 2~4학년이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라고 본 선행연구와 유사의

미로 볼 수 있다[15]. ‘간호에 대한 상황인식’은 선행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자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등을 더욱 엄격하

게 한다’로 도출된 결과처럼[16],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간호학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임을 의미한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 경험을 통해 간호학은 타전공과 비교 시 대면 수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학문이라는 것

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생활의 위축 경험은 대면 실습을 선호하게 되고,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유익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 선행연구 결과와의 연장선 상에서[16], COVID-19 상황에서의 원격수업 경험이 간호대학 신

입생에게 간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간호사 국가시험 실시의 어

려움에 대해 정책 차원의 대처와 해법을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은 간호대학 신입생에게 창의적 성숙함을 유도했다고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위범주인 ‘수용과 대처’는 ‘현실수용’과 ‘현실대처’로 제시되었다. 상위범주 중 51.7%에 해당하는 ‘현실

수용’은 모든 생활과 상황의 전개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행동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긍정적인 마

인드이다[6].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나은 적응결과

를 가져오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능력인 회복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10]. 상위범주 중 48.3%에 해당하는 ‘현실대처’는 비대면으로 동료와 모임을 갖고, 공부하고, 즐기면서 현실을 마주하는 준

비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된다[16]. 참여자가 간호대학 신입생 기간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대처해온 

것으로 보인다. 계획의 수정과 시간 관리 행동과 같은 변화와 대처를 경험하는 연구결과와 본 범주의 내용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6].

COVID-19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 경험에 대한 개인 인터뷰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그들

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 훈련이 요구되는 간호 교육과정의 초입에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상실과 적응의 지연도 경험했으나 이로 인한 자기 인식, 상황인식을 통한 현실대처의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이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미래 교육 방향성과 다방면의 지원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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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COVID-19로 인한 원격수업 경험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

수업에 대한 경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 간호교육 변화 대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일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중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동안 원격수업을 경험한 학생 9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진술문을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19개의 진술이 추출되었으며, 총 5개의 

상위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기회상실 상위범주에서 ‘경험 기회상실’, ‘관계 형성 기회상실’, 적응지연 상위범주

에서 ‘대학생활 적응지연’, ‘학업몰입 적응지연’, 위기감 상위범주에서 ‘자기관리 위기감’, ‘전공실무 위기감’, 상황인식 상위범

주에서 ‘COVID-19 상황인식’, ‘간호에 대한 상황인식’, 수용과 대처 상위범주에서 ‘현실수용’, ‘현실대처’의 하위범주가 분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간호대학 신입생의 원격수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원격수업 운영

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정책, 재정지원 수립을 위한 매우 유익한 자료일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 간호대학 신입생만을 주요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된 원격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가 없고, 질적 내용분석의 연구방법

을 적용한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 대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해 확인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및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1년 6개

월이라는 원격수업 경험의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었기에 미래 간호교육 변화와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심도 있게 파악한 연구로 향후 참여자의 미

래 인재로서의 성장 과정을 추적 관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확대 및 시도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김경자, 한정숙, 서미숙, 장봉희, 박미미,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 만족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13-221, 2012.

2. L. Caputi, “Innovations in Nursing Education: Building the Future of Nurs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2016.

3. 오윤희, 박명숙,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

구, 제18권 제8호, pp.331-341, 2020.

4. 서영숙, 정추영,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제5권 제4호, pp.1040-1047, 2017.

5. 최현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pp.273-286, 2021.

6. 홍성희,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대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9권 제2호, pp.47-62, 

2021.

7. 강진호, 손성민, 한승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대학 신입생들의 비대면 강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엔테인먼트산업

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397-408, 2020.

8. 최성철, “마음껏 상상해 보는 코로나 이후 수업이 변화”, ie매거진, 제27권 제2호, pp.14-19, 2020.

9. 주용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MZ세대 분석 및 제언”, KISA Report, 제1권 제1호, 2021.

10. 김윤민, “COVID-19 상황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사회심리적 건강, 회복탄력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의 관계”, 문화와 융합, 제42권 제12호, pp.295-318, 2020.

11. 안성미,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 pp.315-323, 2020.

12.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3, pp. 27-37, 1986.

13. R. S. Valle, and M. King,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p. 9992, 1978.



32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4, 2021

14. 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교소속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231-251, 2021.

15. 정인숙,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제6호, pp.737-749, 

2021.

16. 임숙빈, 최은희, 이미영, 홍나영, 황두영, 최윤비, “COVID-19를 맞이한 간호대학생의 적응 경험”,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3권 

제3호, pp.213-221, 2020.

17. 이정화, 홍경숙, “간호학과 신입생의 체력에 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2호, pp.307-313, 2021.

18. 임소희, “온택트 시대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온라인 비대면 성인간호학실습에 대한 내용분석”, 산학기술학회지, 제

22권 제4호, pp.195-205,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