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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 외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졸업간호사들이 역량 있

는 전문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임상수기 

습득을 위한 새로운 학습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Bowles, 

2000; Bremner, Aduddell, Bennett & Van Geest, 2006; Kim & 

Choi, 2008; Lasater, 2007). 국내 간호교육기관의 경우 2주기 

인증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 설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성과

와 간호역량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

으로(Ko et al., 2013) 학생이 간호학과에 입학한 시점부터 졸

업 후 2, 3년차 간호사가 될 때까지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적

용시켜 관리하는 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특히 임상술기

인 핵심기본간호술은 졸업시점에서 학생들의 임상수기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호교육 인증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이론과 임상실습 교육 

시 핵심적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프로토콜 및 평가채점표를 개발하였다

(KABON, 2012). 이는 국내 간호학과의 신설과 증설에 다른 

병원 실습지 부족, 실습현장의 지도와 감독의 질 저하, 열악

한 실습 기자재 등의 문제로 졸업 간호사들의 기본간호수행 

능력의 표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13). 핵심기본간호술이란 간호사 직무수행 중 빈도와 중요

도가 높은 간호술로써 간호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

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가지 항목들을 포함한다

(KABON, 2012). 이는 간호학과 실습교육을 개선, 졸업간호사

의 임상현장에서의 적응, 그리고 국내외 간호전문직에서 요구

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Alexander & 

Runciman, 2003; KABON, 2011). 이러한 졸업간호사의 실무

역량을 증진하는 학습전략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중에서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과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시뮬

레이션 기반 수업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신감이 향

상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켰으며(Lasater, 2007; Lee & 

Han, 2011) 또한 실습 역량과 만족감을 높였다(Kang, Cho, 

Roh, Boo & Ahn, 2006).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졸업간호사 

대상 예비교육에서도 임상실무 수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earmon et 

al., 2013; Lee & Kim, 2011; Schlegel, Shaha, & Terhaar, 

2009).

신규졸업간호사의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직접 및 간접

간호 수행(Fesler-Birch, 2005) 및 조기 이직에 영향을 주고

(Cowin, Craven. Johnson & Marsh, 2006), 신규간호사들은 간

호현장의 기대와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족한 자신감

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Kotze & van 

Rooyen, 2005). 따라서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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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연마를 위한 교수학습전략의 적용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임상적 맥락을 고려한 실제적인 간호 상황에서의 핵심

기본간호술 학습은 신규졸업간호사들에게 간호수행에 대한 자

신감을 높여 임상현장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교육기관의 인증평가 항목으로서 

핵심기본간호술을 개발하고 통합실습교육 등으로 학습할 것을 

규정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 시점의 상당수 신규졸업간

호사들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저학년의 교내 실습교과목을 통해 

학습한 경우가 많고, 핵심기본간술 연마를 위한 학습방법이나 

교수매체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학교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직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은 아니지만,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학부 교과과정동

안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의 형태와 수행 자신감을 조

사하는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기

초 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특히 졸업 직후 신규 임용 시점에

서 신규간호사들이 인지하는 취약한 핵심수기 항목을 찾아내

는 것은 향후 학부교육 및 신규간호사 실무교육의 학습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졸업간호사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 정도와 학습 형태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학부교육 및 신규졸업간호사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별 수행 자신감 정도를 파

악한다.

∙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별 학부에서 경험한 학습방법을 파악

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의 차이

를 파악한다. 

∙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방법과 형태에 따른 수행 자

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신규졸업간호사

신규졸업간호사란 간호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한 간호사로서 졸업 후 1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Cowin & Hengstberger-Sims, 2006; Reyes, Hadley & Davenport, 

2013).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2월에 3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500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에 최종합격한 후 실

무 투입 전 신규예비교육(Orientation)에 참여한 간호사들을 말

한다.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이란 간호사 직무수행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로써 간호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과정 중에 필

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20가지 기본 항목들을 말

한다. 20가지 기본 항목에는 활력증후측정, 경구투약, 근육주

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 수액 주입, 수혈요법, 간헐적 위

관영양, 단순도뇨, 유치도뇨, 배출관장, 수술 전 간호,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비강 캐뉼라를 이용

한 산소 요법, 기관내 흡인, 그리고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

동기 관리를 포함한다(KABON, 2012). 수행 자신감이란 어떠

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

도를 의미한다(Park, 2007).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이란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가 타당도 과정을 

거친 5점 척도의 20문항을 자기기입식으로 평가한 점수를 의

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규 졸업간호사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

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 경기 지역에 위치한 500병상이상 4

개 기관의 종합병원에 합격한 신규졸업간호사들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2013년도에 대학을 졸

업하고 의료기관에 최종 합격이 된 후 기관별로 신규예비교

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이다. 최소 표본 수 확보를 위해 

Cohen (1988)의 검정력 분석에 따라 ANOVA test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중간효과의 크기(d) 0.5, 검정

력(1-β) 80%, 유의수준(α) 0.05일 경우 총 222명인 것을 바

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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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ean±SD

Age (yr)
< 23  143(61.9)
≥ 23 88(38.1)

22.84±2.22

Gender
Female 231(100.0)
Male 0(0.0)

Education
College 133(57.6)
University  98(42.4)

Grade per average 

< 3.0 4(1.7)
3.0 - < 3.5 43(18.6)
3.5 - < 4.0 140(60.6)
≥ 4.0 44(19.0)

Experience of simulator 
education

Yes 200(86.6)
No 31(13.4)

Experience of standardized 
patient education

Yes 83(35.9)
No 148(64.1)

Satisfaction with nursing 
science

High 199(86.1)
Moderate 32(13.9)
Low 0(0.0)

Satisfaction with hospital 
instruction

High 127(55.0)
Moderate 140(45.0)
Low 0(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igh 113(48.9)
Moderate 118(51.1)
Low 0(0.0)

Satisfaction with college 
instruction 

High 167(72.3)
Moderate 64(27.7)
Low 0(0.0)

연구 도구

본 연구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측정을 위해 2012

년 9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개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가

지 항목(KABON, 2012)을 5점 척도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을 지도하는 간호학 교수 4인, 대학병원 

간호교육과장 1인의 총 5명으로 구성된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설문 항목과 5점의 Likert 척도 변환사용에 관하여 자문을 받

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아주 자신 없다”에 1점, “아주 자신 

있다” 에 5점을 부여하여 총 2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분

포를 가진다. 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95이었으며 Eigen value 1.2를 기준으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누락된 문항은 없었

다.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91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대학학제, 평균학업성적)

과 교육관련 특성(전공 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습

병원의 지도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만족도, 교내에서의 실습

지도 만족도, 그리고 교수 매체 활용 여부) 10문항을 추가하

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교육관련 특성인 학과 만족도, 

실습병원의 지도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만족도, 교내에서의 

실습지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주 만족한다’

와 ‘만족한다’는 만족, ‘보통이다’는 보통, 그리고 ‘불만족스럽

다’, ‘아주 불만족스럽다’는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H 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에 대

한 연구 승인(No:HY-13-02-09)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의 동의

하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31일

까지였다. 본 연구자는 4개 기관의 종합병원 간호부 책임자에

게 연구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연구 대상자들이 합

격한 기관에서 예비교육을 받는 날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익명성보장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은 후 연

구 참여자 스스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자료

를 회수하였다. 탈락률 10.0%를 고려하여 246명을 설문 조사

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 설문지 15개를 제외하고 최종 231명

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자신감을 검증하고 학습방법과 형태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와 ANOVA test를 이용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을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22.84±2.22세로 23세 미만인 대상자가 143명(61.9%)

이었다. 교육정도는 3년제 학제가 133명(57.6%)이었으며 4년

제 학제가 98명(42.4%)이었다. 성적은 3.5이상 4.0미만이 140

명(60.6%)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교육과정에서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200명(86.6%)이었으

며 “표준화환자 활용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3명

(35.9%)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199명(86.1%)이 

“상”으로 응답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실습에 관한 만족도는 

실습병원의 지도에 대해 127명(55.0%),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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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and Frequency of Learning Methods                         (N=231)

Items

Confidence in core 

basic skills

Learning methods†

Simulation lab Clinical practicum

Mean±SD n(%) n(%)

Vital signs 4.42±0.55 160(69.3) 224(97.0)
Oral medication 3.91±0.71  66(28.6) 143(61.9)
Preoperative Care 3.87±0.78  86(37.2) 121(52.4)
SQ injection 3.81±0.89 100(43.3) 170(73.6)
Admission management 3.76±0.84  58(25.1) 134(58.0)
Pulse oximeter & EKG monitor 3.70±0.86 123(53.2) 174(75.3)
Postoperative care 3.60±0.82  66(28.6)  99(42.9)
Basic life support 3.60±0.89 155(67.1)  36(15.6)
Isolation management 3.55±0.79  52(22.5) 134(58.0)
Nasal O2 inhalation 3.48±0.84 120(51.9) 146(63.2)
Intermittent L-tube feeding 3.48±0.85  76(32.9)  98(42.4)
IM injection 3.43±0.77 121(52.4) 111(48.1)
Epidermal injection 3.43±0.82  99(42.9)  81(35.1)
Tracheal suction 3.36±0.83 105(45.5) 126(54.5)
Nelaton catheterization 3.23±0.83 104(45.0)  45(19.5)
IV infusion 3.13±0.82 137(59.3)  82(35.5)
Foley catheterization 3.10±0.86 102(44.2)  35(15.2)
Enema intervention 2.95±0.88  63(27.3)  47(20.3)
Tracheostomy care 2.94±0.81  72(31.2)  55(23.8)
Blood transfusion 2.80±0.85  53(22.9)  32(13.9)

SQ=Subcutaneous; IM=Intramuscular; IV=Intravenous
†Multiple responses

113명(48.9%), 그리고 교내의 실습지도에 대해 167명(72.3%)

이 ‘상’으로 응답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 자신감과 학부에서 경험한 

학습방법 

연구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항목별 수행 자신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활력징후가 4.42±0.5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

타내었고, 경구투약(3.91±0.71), 수술 전 간호(3.87±0.78), 피하

주사(3.81±0.89), 입원관리(3.76±0.84),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

도 모니터(3.70±0.86), 수술 후 간호(3.60±0.82), 기본 심폐소생

술 및 제세동기(3.60±0.89),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3.55±0.79),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

(3.48±0.84), 간헐적 위관영양(3.48±0.85), 근육주사(3.43±0.77), 

피내주사(3.43±0.82), 기관내 흡인(3.36±0.83), 단순도뇨(3.23 

±0.83), 정맥 수액 주입(3.13±0.82), 유치도뇨(3.10±0.86)의 순

이었다. 배출관장(2.95±0.88), 기관절개관 관리(2.94±0.81), 수

혈요법(2.80±0.85)의 경우 자신감 정도는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 학부에서의 학습방법 조사결과, 임

상실습의 빈도가 시뮬레이션 실습 빈도에 비해 높았던 핵심

기본간호술은 활력징후(97.0%), 경구투약(61.9%), 피하주사

(73.6%), 간헐적 위관영양(42.4%), 수술 전 간호(52.4%), 수술 

후 간호(42.9%), 입원관리(58.0%),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58.0%),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

터(75.3%), 그리고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63.2%)이

었다. 반면 근육주사(52.4%), 피내주사(42.9%), 수혈요법

(22.9%), 단순도뇨(45.0%), 유치도뇨(44.2%), 배출관장(27.3%), 

기관절개관 관리(31.2%), 그리고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기(67.1%) 적용은 임상실습에 비해 시뮬레이션 실습의 빈도가 

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행 자신감 총합 점수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 전공 만족도, 실습병원에서 핵심기

본간호술 지도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그리고 교내 실습의 

만족도에서 ‘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0명이었다(Table 1 참

조). 따라서 상기 변수들은 ‘상’과 ‘중/하’ 만족도 정도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습병

원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 지도에 대해 ‘상’으로 응답한 그룹

의 자신감 총합이 70.92점(±10.03), ‘중/하’ 이라고 응답한 그



신규졸업간호사가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014년 2월 41

<Table 3>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Subject Characteristic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SD t or F p

Age (yr)
<23 69.58±10.13

-0.08 .930
≥23 69.70±10.60

Education (yr)
College 69.53±10.18

-0.17 .862
University 69.77±10.48

Grade per average 
<3.5 71.71±12.08

1.24 .2903.5-3.9 68.95±9.95
≥4.0 69.58±9.17

Experience of simulator education
Yes 69.20±10.27

-1.57 .118
No 72.32±10.15

Experience of standardized patient 
education

Yes 70.63±9.57
1.11 .265

No 69.05±10.67

Satisfaction with nursing science
High 70.14±10.20

1.89 .059
Moderate 66.38±10.41

Satisfaction with hospital
instruction

High 70.92±10.03
2.13 .034

Moderate 68.02±10.4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igh 70.58±10.36

1.36 .173
Moderate 68.72±10.18

Satisfaction with college instruction
High 70.31±9.99

1.56 .105
Moderate 67.84±10.90

룹의 자신감 총합이 68.02점(±10.43)으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p=.034)를 나타내었다.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그

리고 교내 실습의 ‘상’과 ‘중/하’ 만족도 정도에 따른 핵심기

본간호술의 자신감 총합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방법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근육주사는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한 경우에 자신감이 가장 

높았고 경험하지 않은 경우 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34, p=.020). 피하주사는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t=2.93, 

p=.004)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t=3.12, p=.002), 수혈요법은 시

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t=2.47, p=.014), 간헐적 위관영양은 

임상실습을 한 경우(t=4.71, p<.001), 단순도뇨는 임상실습을 

한 경우(t=2.22, p=.027), 유치도뇨는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

우(t=2.44, p=.015), 배출관장은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

(t=2.83, p=.005)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t=2.62, p=.009)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술 후 간호는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

(t=2.36, p=.019)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t=4.78, p<.001), 입원관

리는 임상실습을 한 경우(t=4.14, p<.001), 격리실 출입 시 보

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는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

(t=2.19, p=.029)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t=2.23, p=.027), 산소포

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는 시뮬레이션실습을 한 경우

(t=3.04, p=.003)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t=3.25, p=.001)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은 시뮬

레이션실습을 한 경우(t=3.08, p=.002)와 임상실습을 한 경우

(t=4.34, p<.001), 기관내 흡입은 임상실습을 한 경우(t=3.41, 

p<.001), 기관절개관 관리는 시뮬레이터실습을 한 경우(t=3.14, 

p=.002), 그리고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는 임상실습을 

한 경우(t=2.07, p=.043)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시뮬레이션·임상실습 학습 형태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별 수행 자신감의 차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근육주사(p=.020), 피하주사

(p<.001), 수혈요법(p=.032), 간헐적 위관영양(p<.001), 단순도

뇨(p=.011), 유치도뇨(p=.008), 관장배출(p<.001), 수술 후 간호

(p<.001), 입원관리(p<.001),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p=.011),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p<.001),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p<.001), 기관내 흡

입(p<.001), 그리고 기관절개관 관리(p=.014)에서 경험한 시뮬

레이션 ․ 임상실습 학습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헐적 위관영양,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 그리고 비강 캐

뉼라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 임상실습 경험이 모두 

없는 그룹에 유의하게 수행 자신감이 낮았다. 반면, 피하주사, 

유치도뇨, 관장배출, 그리고 기관내 흡입은 해당항목에 대하

여 시뮬레이션 ․ 임상실습 경험이 모두 있는 그룹에 유의하게 

수행 자신감이 높았다. 수혈요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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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Yes vs No for Simulation or Clinical Experience 

                                                (N=231)

Items Yes/No
Simulation lab Clinical practicum

Mean±SD t p Mean±SD t p

Vital signs Yes 4.38±0.54 -1.44 .150 4.42±0.54 1.34 .179
No 4.49±0.55 4.14±0.69

Oral medication Yes 3.98±0.71 0.90 .368 3.97±0.71 1.47 .141
No 3.89±0.71 3.83±0.71

IM injection Yes 3.51±0.72 1.51 .132 3.56±0.69 2.34 .020
No 3.35±0.82 3.32±0.83

SQ injection Yes 4.00±0.80 2.93 .004 3.91±0.87 3.12 .002
No 3.66±0.93 3.50±0.86

Epidermal injection Yes 3.52±0.77 1.41 .158 3.46±0.74 0.43 .665
No 3.37±0.85 3.40±0.86

Infusion Yes 3.18±0.86 1.19 .234 3.25±0.81 1.72 .086
No 3.05±0.76 3.06±0.83

Blood transfusion Yes 3.05±0.86 2.47 .014 2.90±1.02 0.72 .469
No 2.72±0.84 2.78±0.82

Intermittent L-tube feeding Yes 3.61±0.84 1.72 .086 3.77±0.84 4.71 <.001
No 3.41±0.85 3.26±0.79

Nelaton catheterization Yes 3.34±0.76 1.62 .105 3.48±0.81 2.22 .027
No 3.17±0.83 3.19±0.79

Foley catheterization Yes 3.25±0.80 2.44 .015 3.31±0.93 1.59 .112
No 2.97±0.89 3.06±0.85

Enema intervention Yes 3.22±0.79 2.83 .005 3.25±0.87 2.62 .009
No 2.85±0.89 2.88±0.87

Preoperative Care Yes 3.97±0.73 1.48 .140 3.96±0.77 1.82 .069
No 3.82±0.80 3.78±0.78

Postoperative Care Yes 3.80±0.76 2.36 .019 3.88±0.78 4.78 <.001
No 3.52±0.83 3.38±0.79

Admission management Yes 3.94±0.80 1.91 .057 3.95±0.82 4.14 <.001
No 3.70±0.84 3.50±0.80

Isolation management Yes 3.76±0.73 2.19 .029 3.65±0.78 2.23 .027
No 3.49±0.80 3.42±0.78

Pulse oximeter & EKG monitor Yes 3.86±0.76 3.04 .003 3.80±0.83 3.25 .001
No 3.51±0.93 3.38±0.86

Nasal O2 inhalation Yes 3.64±0.77 3.08 .002 3.66±0.79 4.34 <.001
No 3.30±0.89 3.17±0.84

Tracheal suction Yes 3.47±0.74 1.87 .062 3.53±0.81 3.41 .001
No 3.27±0.89 3.16±0.82

Tracheostomy care Yes 3.19±0.78 3.14 .002 3.03±0.85 0.91 .359
No 2.83±0.81 2.92±0.80

Basic life support Yes 3.60±0.90 -0.04 .967 3.86±0.79 2.07 .043
No 3.60±0.88 3.55±0.90

IM=Intramuscular; SQ=Subcutaneous; IV=Intravenous; EKG=electrocardiogram

논    의

본 연구는 신규졸업간호사를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

한 수행 자신감을 파악하여 학부교육 및 신규졸업간호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세부 항목별로 수행 자신감을 파악한 결과, 

5점 척도 중 4점 이상으로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한 핵심기본

간호술은 활력증후측정뿐이었으며, 경구투약, 수술 전 간호, 

피하주사, 입원관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수술 

후 간호의 순으로 수행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 정도가 높았던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대상자들은 시

뮬레이션 실습보다는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했다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았다. 이는 Cho와 Kwon (2007)이 간호학생의 임상실

습 중 경험한 간호수행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실습병원의 간

호술기에 대한 임상실습 지도는 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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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th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          (N=231)

Items
No Experiencea Simulation or

Clinical Practicumb
Simulation &

Clinical Practicumc
    F p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Vital signs 4.16±0.75 4.51±0.53 4.39±0.55    1.85 .158
Oral medication 3.80±0.69 3.93±0.73 4.05±0.67    1.46 .234
IM injection 3.21±0.87 3.49±0.75 3.57±0.66    3.99 .020 a<b=c
SQ injection 3.41±0.87 3.73±0.92 4.12±0.75    9.03 <.001 c>a, b
Epidermal injection 3.33±0.90 3.50±0.76 3.50±0.76    1.07 .342
Infusion 2.95±0.74 3.17±0.85 3.13±0.82    2.18 .114
Blood transfusion 2.70±0.80 3.03±0.91 2.90±0.99    3.49 .032
Intermittent L-tube feeding 3.19±0.76 3.59±0.87 3.90±0.77   10.87 <.001 a<b, c
Nelaton catheterization 3.10±0.88 3.27±0.76 3.70±0.73    4.55 .011 a<b=c
Foley catheterization 2.96±0.87 3.15±0.85 3.66±0.61    4.97 .008 c>a, b
Enema intervention 2.81±0.89 3.05±0.82 3.73±0.59    8.47 <.001 c>a, b
Preoperative Care 3.75±0.80 3.88±0.78 4.05±0.72    2.42 .091
Postoperative Care 3.31±0.75 3.83±0.86 3.87±0.67   13.02 <.001 a<b, c
Admission management 3.45±0.80 3.91±0.81 4.00±0.81    9.72 <.001 a<b, c
Isolation management 3.36±0.77 3.61±0.81 3.82±0.67    4.57 .011 a<b=c
Pulse oximeter & EKG monitor 3.26±0.89 3.61±0.89 3.93±0.74    8.92 <.001 a<b=c
Nasal O2 inhalation 3.02±0.88 3.45±0.82 3.78±0.73   13.19 <.001 a<b, c
Tracheal suction  3.10±0.90 3.32±0.81 3.69±0.71    7.55 .001 c>a, b
Tracheostomy care 2.81±0.79 3.04±0.81 3.35±0.78    4.37 .014 a<b=c
Basic life support 3.51±0.86 3.61±0.93 3.77±0.75    0.68 .503

IM=Intramuscular; SQ=Subcutaneous; IV=Intravenous

향상시킨다(Johns, 2003). 따라서 임상실습 시 수행하더라도 

환자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좀 더 낮은 비침습적 항목들은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의 수행능력 자신감 향상을 위해 계속적

으로 연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대상자들이 수행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항목은 배

출관장, 기관절개관 관리, 그리고 수혈요법이었다. 핵심기본간

호술 세부항목별로 수행 자신감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어 

위 항목들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배출관

장, 기관절개관 관리, 그리고 수혈요법은 기본간호이며 모두 

낮은 학생실습 빈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임상실

습 수행정도와 교육방법에 따라 수행 자신감에 차이가 나타

남으로(Baxter & Norman, 2011; Dearmon et al., 2013; George 

et al., 2008) 위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위 항목들은 임

상실습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출관장 20.3%, 기관

절개관 관리 23.8%, 그리고 수혈요법 13.9%에 불과했으며, 또

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경험의 빈도도 낮았다. 대상자들

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이 항목들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이나 시뮬레이션 실습의 빈도가 많은 경우에서

도 적은 경우보다 자신감이 높았다. 따라서 수행 자신감이 부

족한 이들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술기 학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임상실습을 통한 학습의 경험 유무에 

따라 대상자들은 다른 핵심기본간호술 항목들에서도 자신감의 

차이를 나타냈다. 간헐적 위관영양,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의 

경우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험하지 않은 대상

자들에서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피

하주사, 유치도뇨, 관장배출, 그리고 기관내흡인의 경우 시뮬

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한 경우에 유의하게 수

행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뮬레이션실습이 

졸업학생의 간호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한 후 임상에서 간호를 수행할 

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환자와 동료와의 상호작용

이 증가하며 더 나아가 임상수행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는 보고 결과를 뒷받침한다(Dearmon et al., 2013; Kim & 

Choi, 2008).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체계화된 임상실습교육의 

구성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자신감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Kang et al., 2006; Lee, Lim, & Kim, 2011). 또

한 임상수행항목에 따라 시뮬레이션과 임상실습을 통한 적절

한 학습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행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xter & Norman, 2011; Dearmon 

et al., 2013; George et. al., 2008).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의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외에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통합수기 

실습의 강화를 통하여 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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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들의 86.6%와 35.9%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

해 시뮬레이터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교육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대비하여 학부

과정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실습기

관과 병원 현장지도자들의 긴 한 협조 하에 다양한 임상교

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Kang et 

al., 2006). 본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습병원 지도

의 만족도가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자신감 총합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이 

이미 기본간호수행 항목으로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실습경험과 지도가 중요함을 

반증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시 수행하더라도 환자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은 비침습적 항목들과 임상실습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항목들(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

도 모니터, 기본 심폐소생술)은 환자에게 직접 수행해야 하는 

단순 침습적 항목들(위관영양, 근육주사, 피내주사, 기관내 흡

인, 단순도뇨, 정맥주사, 유치도뇨)보다 더 수행 자신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KABON이 시뮬레이션기반 학습

이 필수라고 표현한 주요 항목들과 일치하며(Lim, 2011), 시

뮬레이션 활용 교육경험이 86.6%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간호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학습성과의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겠다. 특히 현 시점과 같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침습적 항목

들에 해당하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효율적인 병원실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와 신규졸업간

호사들이 임상에 배치되기 전, 단순 침습적 항목들에 대해 수

행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습과 유사한 실습환경 속

에서 임상사례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효과

적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나 임상실습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기본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한심폐소생협

회에서 시행하는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자격증 취득

의 증가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

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서울 · 경기 지

역에 위치한 4개 종합병원에 채용된 신규졸업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신규졸업간호사

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20가지의 핵심기본

간호술 술기범위의 방대함 때문에 실제 수행력은 측정하지 

못하였고, 신규졸업간호사가 지각한 수행 자신감은 5점 척도

화하여 자가 보고에 의해 측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자신감 지

각정도와 실제 수행력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수행

력 측정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KABON에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프로토콜을 2011

년에 개발하여 각 대학에 고지한 것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

이 응답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프로토콜 절차 전

체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졸업 후 핵심기본

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을 파악하였고 취약한 항목을 찾

아 고찰함으로써 학부교육 및 신규졸업간호사를 위한 효율적

이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최

종합격하여 예비교육을 받고 있는 231명의 신규졸업간호사를 

대상으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을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배출관장, 

기관절개 관리와 수혈요법의 핵심간호술에 대한 수행 자신감

이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 시뮬레이션이나 임상

실습경험의 빈도가 낮았다. 또한 간헐적 위관영양, 수술 후 

간호, 입원관리의 경우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

험하지 않은 대상자들에서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 반대로 피하주사, 유치도뇨, 관장배출, 그리고 기관내

흡인의 경우 시뮬레이션 실습과 임상실습을 모두 경험한 경

우에 유의하게 수행 자신감이 높았다. 그리고 전체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임상실습병원에서의 실습지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높았다. 

따라서 신규졸업간호사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향상

을 위해서는 실습기관과 병원 현장지도자들의 긴 한 협조 

하에 다양한 임상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위 

항목들에 대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에 배치하기 전 임상실습과 유사한 실습환경 속에

서 다양한 임상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통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향후 객관적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력 

수준을 측정하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

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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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measure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of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performed by new graduate nurses in Korea. Methods: The tool used in this study was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confidence in 20 item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which was structured based 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tool. 231 new graduate nur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is questionnaire had Cronbach's α .918. Results: Subjects who experienced simulation education and 
standard patient education were 86.6% and 35.9%, respectively. Item enema intervention, tracheostomy care, and 
blood transfusion showed low practice confidence level. These it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on whether the 
subjects experienced simulation and clinical practicum or not. Conclusion: Developing and managing clinical 
education program under deep cooperation between practicum agency and clinical instructor are needed. Simulation 
practicum will complement insufficient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newly graduated nurses before they 
allocate at the clinic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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