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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과정에서 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현장에서 역

할 모델을 관찰하고 임상실무 활동을 경험하여 강의에서 습

득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통합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과

정이다(Chan, 2002; Thorell-Ekstrand & Bjorvell, 1995). 그러나 

실습현장은 역동적인 임상의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간호학생

에게 교육환경으로서의 적합한 여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 또한 전문화, 첨단화되는 의료 환경의 변화, 교수의 

임상경력 부족,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 결여, 간호학생의 인력 

활용, 부적절한 역할모델, 그리고 교육적 배려 결여 등이 간

호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소연, 김기연, 1995; Beeman, 2001; Campbell, 

Larrivee, Field, Day, & Reutter, 1994). 

간호학 임상실습교육 모델의 형태는 전통적 모델, 프리셉터

십 제도, 짝모델(paired model: 학생과 임상간호사가 짝을 이

루는 형태로 프리셉터 모델의 변형), 임상교육 파트너십 제도

(의료기관과 대학간의 협조 형태로 임상 간호전문가와 대학의 

교수가 실습교육을 공동으로 수행함), 임상교수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권인수, 2002; Nordgren, Richardson, & Laurella, 

1998).

대학에서 임상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를 활용하여 실습교육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구, 봉사영역에 걸쳐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력을 증대시키며, 간호학생의 실습 만족도, 자

신감 및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Nordgren et al., 1998). 

미국의 일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3, 4학

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간호에서 상급간호까지 4단계

의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평가 결과 간호학생, 병원 및 실습지도자의 경험

이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하면서 실습교육에 있어 대학과 실습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Hass et al., 2002).

국내에서는 간호학생의 실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인턴십과 프리셉터십 등을 시행한 바 있으나 소수의 

학생과 일부 교과에 국한되었다(김혜순, 윤혜상, 김옥화, 2001;  

이원희 등, 1995). 국외의 경우도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력에 

의한 실습교육 운영이 응급간호실습이나 지역사회간호실습 등 

특정 실습교과에서만 시행된 바 있다(Beeman, 2001; Close, 

Koshar, & DelCarlo, 2000; Siegrist, 2004). 따라서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전 

교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대학주도의 실습교육제도는 계획된 실습지도안을 대

학 측에서 실습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

한 실습교육에서는 실습기관의 간호사와 수간호사가 대학에서 

계획한 실습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실습운영에 대

한 정보전달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실습이 시행되어 실습교

육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박진미, 정영순, 정승

은, 정복례, 2002). 또한 간호학생에게 임상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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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실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바람직한 임상실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호 대

상자, 간호학생 및 임상실습기관의 요구를 확인하여 실습교육

에 반영해야 한다(Bartz & Dean-Baar, 2003; Massarweh, 

1999). 이를 위해서는 실습교육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운영하는 혁신적인 학교-병원 협력 임상실습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간호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상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일  

간호대학과 실습기관이 2003년도에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4

학년도에 일 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일

방적으로 준비한 실습교육계획을 실습기관에 의뢰했던 기존의 

패턴과 달리 대학과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임상실무현장 중심

의 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실무 적응력이 우수한 

맞춤형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조 희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과 협력실습기관이 공동 개발

하고 시범 운영한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교육에서 협력실습교

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확대적용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실습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추

가 이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실

습경험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

학교-병원 협력실습교육은 일 개 간호대학과 일 개 실습협

력기관이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는 특별실습교육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 교과목 ‘임상간호특론’ 2학점과 실습 교과

목 7개 14학점의 총 8개 교과목 16학점으로 구성된다.

 임상실무수행능력

간호교육자나 실무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효과적인 임상 

간호수행을 의미하며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및 자아인지 측

면을 포함한다(DeBack & Mentkowski, 1986).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한 임상실무수행능력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

정적인 정서반응을 말하며(한수정, 2000), 본 연구에서는 이성

은(2001)의 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

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추가이수과목 

본 연구에서는 협력실습교육과정에서만 필수적으로 추가 이

수해야 하는 ‘임상간호특론’ 및 ‘간호학종합실습’ 과목을 의미

한다.

 실습경험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

가?’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생이 실습을 통해 경험한 사

항을 자가 기술한 내용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은 일 개 간호대학과 일 개 실습협

력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군은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대조군은 기존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설계 조사연구이다.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xperimental Ye1 Xe Ye2
Control Yc1 Xc Yc2

Xe : Cooperative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Xc : Present Clin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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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일 간호대학 3학년 학

생 107명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 전 수인 53명이며, 대조군은 동 대학 3학년 

간호학생 54명을 편의표출 하였다.

연구도구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

본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의 효과를 촉

진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 교과목 ‘임상간호특론’ 2학점과 실습 

교과목 7개 14학점의 총 8개 교과목 16학점으로 구성되었다.

‘임상간호특론’(2학점) 과목은 3학년 일년 과정의 임상실습

을 시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 총 30시간의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방법은 강의, 집단토의, 실기 및 현장 견학 등이 적용된

다. 강의는 일 학교-병원 협력기관의 수간호사와 간호팀장이 

담당한다. 교과내용은 임상실무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

인 ‘간호, 인간관계 및 직장예절’, ‘간호안전관리’, ‘감염안전

관리’, ‘물품관리’, ‘간호기록 및 용어’, ‘처방전달시스템’, ‘기

본간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습교과목은 일 간호대학의 3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7개 

정규 실습교과목 중 ‘지역사회간호실습’ 과목을 제외한 ‘중환

자간호실습’, ‘수술실간호실습’, ‘모성간호실습’, ‘아동간호실

습’, ‘정신간호실습’, ‘간호관리실습’의 6개 교과목과 별도로 

개발한 ‘간호학종합실습’ 교과목을 추가하여 총 7개의 실습교

과목 14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7개의 실습교과목 내용은 각 

교과목별로 간호대학 교수와 협력실습기관의 임상실습지도자

가 공동 개발하여 교안을 작성하였다. ‘간호학종합실습’은 기

본간호술을 강화하고 밤번 근무를 경험시키기 위한 병동실습

으로 2004년 8월에 2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일 간호대학과 협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으며, 교육 내용과 

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 학교-병원 협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학기당 2회

씩 정례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습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 대학은 과목별 실습오리엔테이션, 선행학습평가 

및 의학용어시험시행 등을 관리하였고 임상교수 1인을 실습

기관에 파견하여 실습학생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다. 협

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인 수간호사와 간호팀장은 실습학생 

그룹별 책임지도제도(담임반 제도)를 수립하여 실습 전․중․

후 집담회를 시행하고 담당학생의 실습지도 및 평가를 담당

하였다.

 임상실무수행능력

임상실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원희 등(1990)이 개발

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의 요인분석에서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간호과정’, ‘지도력’, ‘간호기술’, ‘교육

/협력관계’, ‘대인관계’, ‘전문직 발전’, ‘자아존중감’ 외에 ‘간

호관리’ 영역 5개 문항을 추가하여 8개요인, 55개 문항의 5점 

Likert scale로 수정 보완한 후 간호학 교수 3인이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무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6 이

었으며(이원희 등, 199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59

였다.

 실습만족도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토대로 개발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이성은, 2001)를 본 연구자가 30개 문항 5점 Likert 

scale로 수정보완 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교과과정 영역, 내용 영역, 지도 영역 및 환경 영

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성은(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 = .844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18 이었다.

 추가 이수 교과목의 만족도

실험군인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참여자들만 필수적으로 

추가 이수해야 하는 ‘임상간호특론’ 및 ‘간호학종합실습’ 과목

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해 일 간호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

목 평가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임상간호특론’ 

교과목 평가도구는 교육 전반 및 강의 내용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묻는 15개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과목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15 였다. ‘간호학종합

실습’ 교과목 평가도구는 이 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묻

는 17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실습 교과목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4 이었다

 실습경험

실습경험은 실험군만 대상으로 담당 임상교수가 실습기간 

중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한 시간씩 집담회를 실

시하고,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

떠한가?’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생이 실습을 통해 경험

한 사항을 자가 평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강 윤 숙  외

1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2006년 6월

<Table 1> Pre-post differences of clinical competency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Category

Experimental

(n=53)

Control

(n=54) t p

Mean±SD Mean±SD

Nursing process Pre 3.17±  .41 3.22±  .42
Post 3.54±  .47 3.55±  .38
Differences  .37±  .51 .33±  .49 .360 .721

Nursing skills Pre 3.29±  .42 3.32±  .45
Post 3.70±  .48 3.49±  .47
Differences  .41±  .48 .17±  .59 2.221 .029

Teaching/Coordinating Pre 3.30±  .49 3.26±  .58
Post 3.59±  .59 3.56±  .57
Differences  .29±  .59 .29±  .77 .002 .998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re 3.60±  .47 3.47±  .50
Post 3.88±  .46 3.69±  .52
Differences  .27±  .47 .23±  .60 .405 .687

Professional attitude Pre 3.51±  .49 3.23±  .49
Post 3.87±  .56 3.69±  .53
Differences  .36±  .58 .46±  .67 -.828 .410

Self-esteem Pre 3.21±  .33 3.04±  .32
Post 3.41±  .34 3.20±  .33
Differences  .20±  .36 .16±  .43 .514 .608

Leadership Pre 3.44±  .46 3.17±  .45
Post 3.54±  .55 3.37±  .47
Differences .09±  .59 .21±  .59 -.916 .362

Nursing management Pre 3.09±  .55 3.19±  .52
Post 3.67±  .59 3.55±  .49
Differences .58±  .72 .36±  .67 1.573 .119

Total Pre 182.02±17.81 179.23±19.16
Post 202.14±21.37 194.09±19.39
Differences 20.11±18.22 14.86±27.09 1.048 .298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2월 20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

지이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3학년 임상

실습시작 전, 후에 임상실무수행능력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

를 통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실습만족도는 임상실습 후에만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는 100% 전수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것임과 질문

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

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실습경험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습기간 중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각 한 시간씩 실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실시하고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학생의 실습경험을 자가 기술하도

록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과 내

용분석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

질성 검증은 t-test, 임상실무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추가이수 교과목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으며 간호학생의 실습경험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21.08세(SD=1.05), 대조군의 평균연령

은 21.52세(SD=1.98)였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1.44, p=.154). 실습 전 전 과목 평량 평균은 4.5 만점에 

실험군은 3.80(SD=.15), 대조군은 3.79(SD=.18)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10, p=.834).

임상실무수행능력의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 전 후 임상실무수행능력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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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과 같다. 전체 임상실무수행능력의 실습 전후 차이

는 실험군은 20.11점(SD=18.22), 대조군은 14.86점(SD=27.09)

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48, p=.298). 실습

전후의 영역별 임상실무수행능력의 차이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t=2.221, p=.029). 

그 외 임상실무수행능력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 전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습만족도의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실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실험군은 3.66

점(SD=.43), 대조군은 3.46점(SD=.41)으로 실험군의 실습만족

도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407, 

p=.018). 영역별 실습만족도는 ‘실습내용’면에서는 실험군이 

3.47(SD=.43), 대조군이 3.28(SD=.49)로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033, p=.045). 그 외 영역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Differences of satisfac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ategory

Experimental

(n=53)

Control

(n=54) t p

Mean±SD Mean±SD

Curriculum 3.88±.45 3.73±.50 1.638 .104
Contents 3.47±.43 3.28±.49 2.033 .045
Teaching 3.59±.53 3.42±.49 1.667 .099
Environment 3.49±.56 3.34±.55 1.328 .187
Total 3.66±.43 3.46±.41 2.407 .018

추가이수교과목 만족도

실험군에게만 적용한 추가이수교과목인 ‘임상간호특론’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5점(SD=.26), ‘간호학종합실습’

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2점(SD=.62) 이었다.

실습경험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실습

경험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으로 분류되었다. 긍정적 

경험으로는 ‘수간호사와 팀장 및 교육담당 간호사는 학생을 

배려하고 다양한 피드백과 설명을 통한 실습지도를 하여 바

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 ‘각 영역별로 필요한 임상 지식

과 기술을 학교-병원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할 수 있었

음’,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각 실습 영역별로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기회를 가짐’, ‘체크리스트 및 실습일지 

작성 등을 통해 기존의 임상실습교육에 비해 체계적인 실습

교육 경험’, ‘이론과 실무의 연계’,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

을 가진 간호사의 지도 하에 실습을 함으로써 임상 간호 역

할 모델을 경험’이 도출되었다.

부정적 실습경험으로는 ‘분만실, 신생아실 실습에서 대상 

사례가 부족함’, ‘실습지도자에 따라 학생지도 방법이 상이하

거나 실습내용 숙지의 부족 등 실습지도자의 충분한 준비 부

족’, ‘실습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자료 부족’, 

‘실습내용이 불분명함’이 도출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 및 

실습경험을 분석하여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임상실무수행능력은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이 기존의 실습교육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Scheetz(1989)

가 실습지도자 활용모델 적용 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이 전

통적인 임상실습 교육 학생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한 결과와 

대조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임상실무수행능

력 측정도구가 ‘간호과정’, ‘지도력’, ‘간호기술’, ‘교육/협력관

계’, ‘대인관계’, ‘전문직 발전’, ‘자아존중감’ 외에 ‘간호관리’ 

등 태도 및 자아인지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측정한데 그 원인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원희 등(1990)도 간호사가 4학년 간

호학생보다 임상실무수행능력을 낮게 평가한 이유를 바쁜 병

동의 일과로 간호중심의 간호제공보다는 업무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게 되면서 간호과정, 대인관계, 전문직 발전, 지도력 등

의 영역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임상실무수행능력은 관찰법, 감독하 측정법, 능력 및 

지식 측정 및 자가측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

으며 각 측정법에 따라 강점과 약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중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자가측정 및 감독하 측정법은 주관성

과 응답 편중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Watson, Stimpson, 

Topping, & Porock, 2002). 본 연구에서도 임상실무수행능력

을 학생이 자가평가 하여 학생 본인이 인식한 것과 실제 수

행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

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자 평가를 포함하는 임상실무수행

능력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의 영역별 분석에서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간호기술 수행능력이 기존의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간호에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학생과의 일대 일 상호작용을 통해 실습을 지

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연구에서 학교-병

원 협력 관계를 통한 실습지도시 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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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Beeman, 2001; Mallete, 

Loury, Engelke, & Andrews, 2005; Siegrist, 2004).

대학과 실습기관간의 협력실습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었다(Beeman, 2001; Mallete, Loury, 

Engelke, & Andrews, 2005; Siegrist, 2004). 그러나 기존 임상

실습 교육과의 비교연구가 아니며, 협력실습에 참여한 간호학

생의 주관적 실습경험을 보고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협력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은 ‘실습

지도자의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 ‘임상 지식과 기술의 습

득’, ‘체계적인 실습교육 경험’, ‘이론과 실무의 연계’, ‘임상 

간호 역할 모델 경험’과 같은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

는 Mallette 등(2005)이 지역사회간호실습에 적용한 통합 임상 

프리셉터 모델의 적용 후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수행능력, 전

문직 태도 및 간호판단에서 자신감 증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

가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다.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간호단위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호업무의 

표준을 익히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습지

도자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지도

에 임하고 프로그램에서 계획한 실습내용대로 학생을 지도한 

결과 간호기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평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3.2점으로 일 연구에서 조사된 3년제 간호학생

의 임상실습만족도인 100점 만점에 52.4점(한수정, 2000) 보다 

높고, 주문식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의 만족도인 76.5점(조영

희, 2004)과 비슷하였다. 이는 임상전문가인 간호사로부터 협

력실습교육을 받은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Close et al., 2000), 

실습지도자 활용모델이나 인턴십 적용 실습이 학생의 임상실

습만족도(이원희 등, 1995; 김혜순 등, 2001)와 높은 교수효율

성(최공옥, 조현숙, 김정엽, 200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병원 협력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이 직

접간호 수행기회, 체계적인 실습내용과 실습지도자의 적극적 

지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실습경험에 기인한다고 본다.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협력실습교육프로그램은 계

획된 실습교육 및 실습지도자의 연속적인 지도로 임상실무경

험 증대 및 간호기술 향상의 기회(Beeman, 2001; Close et al., 

2000; Haas et al., 2002)와 자신감 상승(Haas et al., 2002; 

Mallette et al., 2005), 실습지도자에 의한 전문직 개발 촉진

(Nordgren et al., 1998) 등 몇 가지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실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실습내용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평가하는 학생일

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수정, 2000). 본 연구에서는 협력 실습교육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팀장, 수간호사 및 실습지도자에 의한 일관되고 체계

적인 실습교육이 학생의 긍정적 실습경험을 유발하고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본다. 이는 실습지도 요인이 임상실습만족

도를 중요하게 설명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김혜

순 등, 2001; 이성은, 2001; Dunn & Hansford, 1997). 그러나 

협력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 내용 영역은 3.47점

(SD=.43), 환경 영역은 3.49점(SD=.56)으로 낮았다. 이는 실습

사례 부족,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자료 부족, 실습지도자 관련 

부담, 실습내용의 불명확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실습지도 및 실습환경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저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한수정, 2000)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이 요구된다.

특히, 간호이론과 기술을 통합한 간호를 수행하도록 교육과

정을 개선하고 오리엔테이션 강화 및 실습환경의 개선을 통

해 학생중심의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학

교-병원 협력 간호교육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간호학생이 감독 하에 직접간호 실습기회가 증

대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실습교육자료 및 오리엔테이션 자

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웹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Haas 등(2002)은 협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은 장기간의 실습, 실습 환자의 제한, 실습시간 조

정의 어려움 및 프리셉터 부재 시 실습경험 곤란 등의 부정

적 경험을 보고하면서 더 나은 실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서는 공동목표 하에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습지도자에 따라 학생지도 방법이 상

이하거나 실습내용 숙지의 부족 등 실습지도자의 충분한 오

리엔테이션 부족으로 부정적 경험을 하였으므로 실습지도자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에서 ‘임상간호특론’과 ‘간호학종합

실습’과 같은 추가이수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2로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협력 실습교육 프로

그램이 대학의 교수자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결과로 

본다.

결론적으로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함으

로써 실무 중심의 간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실시된 학교-

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간호학생의 간호기술 수행능

력과 만족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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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병원 협력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만족도 및 실습경험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2004년 2월 20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 일 간호대학 3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군 53명과 대조군 5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무수행능력, 실습만

족도, 추가이수과목 만족도 및 실습경험에 대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임상실무수행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48, p=.298). 영역별로는 ‘간호기술수행능

력’에서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t=2.221, p=.029),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실험군은 3.66점(SD=.43), 대조군

은 3.46점(SD=.41)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407, p=.018),  

그 중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t=2.033, p=.045). 

그 외 영역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추가이수과

목인 ‘임상간호특론’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35점(SD= 

.26), ‘간호학종합실습’은 5점 만점에 3.72점(SD=.62)이었다.

실습경험은 긍정적 경험으로서 ‘직접간호, 체계적인 실습교

육, 실습지도자의 교육으로 안정된 실습분위기, 역할모델’ 등

이었고, ‘실습사례 부족,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자료 부족, 실

습지도자 관련 부담’ 등이 부정적 경험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추후연구를 제언

한다.

∙ 협력실습교육프로그램을 타 협력실습기관에 확대 적용하

여 간호학생의 객관적 임상실무수행능력, 실습만족도와 실

습지도자의 만족도를 반복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 협력실습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군이 간호사 면허

를 취득한 이후 간호사로서의 임상실무수행능력과 직무만

족도에 대한 추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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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nursing skill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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