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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학습경험, 요도인식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질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는 D지역 소재 일개 학 간호학과에 재학 인 간호학생 

231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5년 5월11일에서 6월18일까지 실시하 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피어슨 상 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습경험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하주사 순으로 높았고, 요성인식은 정맥요법, 근육주사, 활
력징후 순으로 높았으며,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 격리실 출입시 보호 장구 착용  폐기물 리, 입원 리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경험은 학년,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은 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학습경험, 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과의 상 계에서는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에서 정  상 계를 보 고, 수행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략 수립 시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earning efficacy on 
nursing students' self-confidence. Research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231 university students in D city,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Learning experience was high in the order of vital sign check, intramuscular injection, and subcutaneous
injection. Recognition of importance was also high in the order of vein therapy, intramuscular injection, and vital sign
check. Self-confidence was high in the order of vital sign check and wearing of protective equipment. As for the 
learning experie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tudents' school year. As for the correlation
among all variants,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kills', 'self-confidence',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efficac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strategy that ensures students' education of self-efficacy and improvement of their learning experience to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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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은 국내외 보건의료 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간호학

생을 배출하기 해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와 함께[1], 
임상 장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 으로 요구

되는 간호사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강화하는 교
육과정이 용되고 있다[2,3]. 이와 련하여 한국간호
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에서는 간호교육과정 에 필수 으로 학습

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술 20개 항목을 도출하여 핵심
기본간호술로 제시하 다. 핵심기본간호술은 졸업학년
까지 성취해야할 가장 핵심 이고 기본이 되는 간호교육 

로그램으로, 졸업 시 보장해야할 학습성과 12가지 역
량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4,5,6]. 한 제 2주기 간호
교육인증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제시하여 졸업학년의 핵

심기본간호술 성취수 이 일정수  이상 유지되도록 

리하여 임상 장에서의 응과 문직 간호사로서의 역

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 듯 핵심기본간

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가장 핵심 이고 기본 인 

실무능력으로,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임상상황에서 

한 지식과 기술, 단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의 기 가 되는 부분이다[8,9]. 
즉, 핵심기본간호술은 일회성 찰과 수행 실습으로 습
득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라 통합  공지식의 용

과 기술의 숙련성이 요구되는 문  기술이므로, 기본
간호수행능력이 비된 졸업간호사를 배출하기 해서

는 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의 3개 실습교과(기본간호학실
습, 시뮬 이션실습, 임상실습)에 단계 으로 연계성 있

게 편성하여 교육해야 한다[10]. 그러나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24개 항목의 학습경험은 기본
간호실습 33.3∼95.2%, 임상실습 5.0∼98.2%, 시뮬 이

션 실습 16.3∼68.1% 수행률을 보여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은 기본간호실습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 
반면 임상실습  시뮬 이션, 통합실습에서는 학습경험 
수 이 낮고, 수행도 조한 것으로 나타나 졸업시 으

로 갈수록 수행경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성취수 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측된

다. 이처럼 국내 임상간호 장은 환자권리와 안 에 

한 요구 등으로 간호학생들이 수행 주의 실습을 실시하

지 못하고[11] 찰 주의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내 실습교육을 통해 졸업시 에 요구되는 임상수행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략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Yoo와 Yoo(2011)는 수동 이며 반복 인 훈련은 역

동 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필요한 간호사의 자기주

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요약 인 간호

술기만 단순 암기된 후 곧 소멸하게 된다고 하 다[12]. 
그러므로 학생스스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

과 탐구방법을 배우고 간호문제를 직  해결하면서 실무

경험을 타당화 시키는 등 학습과정에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참여를 통해 간호업무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키

는 략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수행자신감은 어떠한 일을 뜻 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13],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자신감은 간호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신의 지식과 

실무기술에 한 믿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학습에 한 
자신감은 학습의 결과이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필수

인 동기유발 요인이므로 여러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기

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에 극 으로 참여하

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14].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수행자

신감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15]. 학습 자기효능
감은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해 학습자의 인지과정

과 학습수행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16]. 이처럼 학습 자기효능감은 자기조  학습에 

한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한

편 학습자의 목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업수행과 학습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조 해나가는 자기조 학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7]. 따라서 학습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
취결과나 행동을 설명하는데 요한 변인으로 핵심기본

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한 핵심요

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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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핵심기본간호술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간호학

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 까지 수

행된 연구는 학습유형과 문직 자아개념 등의 변인이 

수행자신감에 향력이 있는지 악하는 연구가 부분

이었다[15][19].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성
취수 을 졸업시 까지 일정수  이상 유지하고, 리하
기 해서는 실제 으로 핵심술기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된다.  Dillon(2002)은 간호학
생은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나 자신감이 

상승하고, 요성을 높이 인식하는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에 수행자신감이 높다고 하 다[20].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교내 통합실습수업을 통해 실제 간호학생들의 핵심

기본간호술에 한 학습경험과 요성인식, 학습 자기효
능감, 수행자신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어떤 변인이 
수행자신감에 가장 강력한 향력이 있는지,  자기주

도  학습의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한 학

습 략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해 련 변인인 학습경험과 요성인식, 학습 자기
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한 학습 략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요 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을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경험, 요성인

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 계를 악

한다.
4) 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독립변수인 일반  특

성, 학습경험과 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종속변
수인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상은 D지역 소재 일개 학 간호학과에 재학

이면서 통합실습 수업을 주당 1학 , 2시수를 수강하고 
있는 3, 4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로 편의 추출하

다.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진행 내용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 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 표
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회귀분석을 해 설명변수의 수
가 15개일 때, 유의수  α=.05, 검정력(1-β)=0.95, 간

효과크기=0.15를 기 으로 최소 220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회수  부 한 작성 등으로 인해 분

석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설문지 등을 10% 정도로 고려
하여 표본수를 240부로 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240부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 회수하 으며, 불충분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231부를 최종 분석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5월11일에서 6월18일까지

다. 자료수집을 해 연구자가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연구참여는 자발 으로 결정하며, 비 보장

과 함께 설문도  언제든지 연구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연구동의서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배부

하 다. 설문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
서 조사하 으며, 설문지를 개별 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  1명이 직  회수하 으며, 설문지 작성 시
간은 10분정도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s)

핵심기본간호술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임상 장에서의 응과 문직 간호사로서

의 역량을 보장하기 해 일정수  이상으로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개 항목을 말한다[6].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학 교수  

장실무자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정 받은 도구이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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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은 핵심기본간

호술 20개 항목을 교내 통합실습수업에서 교수가 핵심
기본간호술 시범보이는 것을 찰한 후 본인이 직  

비, 시행, 정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개월 동안 각 항
목당 수행한 빈도를 의미한다. 수행 빈도는 각 해당항목
의 간호술을 5  likert scale로 측정하 으며, ‘자주(거
의 매일)’ 수행은 5 , ‘월 10회’ 4 , ‘월 5-9회’ 3 , 
‘월 1-4회’ 2 , ‘ 하지 않음’을 1 으로, 수가 높을
수록 수행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5 이다.

 
2.3.2 중요성인식(Recognition of importance)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 간호학 교수  장실무자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

를 검정받은 도구이다[21]. 핵심기본간호술 요성 인식
은 간호학생들이 20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해 각 
항목별로  자신이 어느 정도 요하게 여기는 지에 해 

5  likert scale로 측정하 다. ‘매우 요하다’ 5 , ‘
요하다’ 4 , ‘보통이다’ 3 , ‘별로 요하지 않다’ 2 , 
‘  요하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요성

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7 이다.

2.3.3 학습 자기효능감(Motivation to learn)

학습 자기효능감은 Ayres(2005)[22]가 개발하고 
Park[23]이 번안한 도구로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개인의 신념이다. 이 도구는 총10문항
으로 이루어진 7  likert scale 이었으나, Kim과 
Kim(2014)[16]이 7  척도를 5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 다. 학습 자기효능감 총 의 범 는 

5 에서 5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4 으며 본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3 
이다

2.3.4 수행자신감(Self-confidence)

수행자신감은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하는 자신의 지

식과 실무기술에 한 주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24], Han 등(2014)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핵심
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 5  likert scale로 측정한 수
를 의미한다[10].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  ‘잘 할 수 있다’ 4 ,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 ,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 , ‘
 못하겠다’ 1 으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9 이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참석한 상자 자료는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1)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 다.
2)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학습경험, 요성 인식, 학
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은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3) 일반  특성에 따른 수행자신감 비교는 t-test 는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
비교방법을 이용하 다.    

4)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요성인식, 학습 자기
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 계는 피어슨 상

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5)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 요인은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분석 하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에 상자들

에게 연구의 목 , 방법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
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참여는 자유의사이며,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희
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4명(88.3%), 남학
생 27명(11.7%)명으로 부분 여학생이었다. 종교는 없
음이 131명(56.7%)으로 많았으며, 3학년 119명(51.5%), 
4학년이 112명(48.5%) 차지하 다. 공만족도는 만족

한다 89명(38.5%), 보통이다 84명(38.5%)을 나타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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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31)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ale 27(11.6)

Female 204(88.4)

Religion

Christianity 38(16.5)

Catholicism 14(6.1)

Buddhism 44(19.0)

No religion 131(56.7)

Other 4(1.7)

Grade
3rdgrade 119(51.5)

4thgrade 112(48.5)

Incentives 
to select  
nursing

Interest and character 166(71.9)

Recommendation of around 50(21.6)

Chance of service 3(1.3)

High school grades 12(5.2)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24(10.4)

A little satisfaction 89(38.5)

Normal 84(36.4)

A little dissatisfied 30(13.0)

Very disappointed 4(1.7)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practicum

Very satisfaction 16(6.9)

A little satisfaction 91(39.4)

Normal 90(39.0)

A little dissatisfied 26(11.3)

Very disappointed 8(3.5)

 

3.2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상자의 학습경험, 요성인식, 학습자기효능감, 수
행자신감을 살펴보면 학습경험 2.84±0.80 , 요성인식 
4.04±0.54 , 학습 자기효능감 3.01±0.12 , 수행자신감 
3.75±0.89 으로 나타났다[Table 2].
핵심기본간호술기별로 살펴보면 학습경험은 활력징

후(3.68±1.07), 근육주사(3.03±2.23), 피하주사(3.02±0.99) 
순으로 많이 경험을 하 고, 요성인식은 정맥주사

(4.81±0.63), 근육주사(4.17±1.03), 활력징후(4.13±1.33)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행자신감은 활력징후
(4.47±0.75), 격리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4.07±0.82) 입원 리하기(4.06±0.85)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Table 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31)              

Variables M±SD Range

Learning experiences 2.84±0.80 1.15～5.00

Recognition of importance 4.04±0.54 2.50～5.00

Learning self-efficacy 3.01±0.12 2.70～4.20

Self-confidence 3.75±0.89 1.95～5.00
  

Table 3. Learning experiences, Recognition of importance, 
Self-confidence by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N=231)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Learning 
Experiences Priority

Recognition 
of 

Importance Priority
Self-

Confidence Priority

M±SD M±SD M±SD
Vital sign
check 3.68±1.07 1 4.13±1.33 3 4.47±0.75 1

Oral 
medication 2.69±0.97 18 2.98±1.49 9 4.03±0.87 4

Intramuscular 
injection 3.03±2.23 2 4.17±1.03 2 3.74±0.94 11

Subcutaneous 
injection 3.02±0.99 3 3.50±1.16 5 3.86±0.89 6

Intradermal
injection 2.75±1.05 14 3.37±1.17 7 3.63±0.93 15

Intravascular 
injection 2.98±1.09 4 4.81±0.63 1 3.51±1.03 17

Transfusion 2.63±1.10 19 3.53±1.31 4 3.24±1.06 20
Intermittent
tube feeding 2.81±0.97 10 2.61±1.16 13 3.77±0.91 9

Simple 
catheterization 2.83±1.06 9 3.09±1.09 8 3.65±0.92 13

Indwelling 
catheterization 2.90±1.09 6 3.41±1.18 6 3.56±0.99 16

Cleansing 
enema 2.71±1.05 17 2.35±1.09 17 3.66±0.97 12

Preoperative 
care 2.74±1.00 15 2.89±1.26 10 3.79±0.94 8

Postoperative 
care 2.71±1.00 16 2.80±1.24 12 3.76±1.03 10

Management
admission 2.78±1.080 11 2.14±1.35 19 4.06±0.85 3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
waste 
disposal

2.85±1.06 8 1.93±1.21 20 4.07±0.82 2

Pulse 
oxy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2.77±1.04 12 2.45±1.20 15 3.80±0.99 7

Oxygenation
(nasal
cannular)

2.88±1.01 7 2.30±1.10 18 4.02±0.87 5

Endotracheal
suction 2.90±1.06 5 2.88±1.24 11 3.64±0.96 14

Tracheostomy
care 2.77±1.11 13 2.54±1.23 14 3.32±1.06 19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defibrillator 
apply

2.42±1.24 20 2.42±1.47 16 3.33±1.3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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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haracteristics
Learning 

experiences
t / F
(p)

(Scheffe)

Recognition of
importance

t / F
(p)

(Scheffe)

Learning
self-efficacy

t / F
(p)

(Scheffe)

Self
-confidence

t / F
(p)

(Scheffe)M ± SD M ± SD M ± SD M ± SD

Gender
Male 2.86±0.86 .646

(.143)
3.00±0.06 -.520 3.93±0.68 -1.082 3.95±0.77 1.674

Female 2.84±0.80 3.02±0.13 (.604) 4.05±0.52 (.280) 3.72±0.67 (.095)

Religion

Christian 2.68±0.86

.839
(.502)

3.03±0.20 .384 3.97±0.51 1.065 3.71±0.71 .498

Catholic 3.10±0.82 3.01±0.83 (.820) 4.18±0.46 (.375) 3.92±0.71 (.738)

Buddhism 2.91±0.79 3.00±0.36 3.92±0.57 3.78±0.68

Other 2.72±0.69 3.00±0.00 4.15±0.83 4.03±0.73

None 2.84±0.79 3.02±0.12 4.07±0.53 3.71±0.68

Incentives to 
select nursing

Interest and   
character 2.88±0.80

0.801
(.494)

3.12±0.11

0.030
(.993)

4.02±0.54

0.129
(.943)

3.76±0.69

0.446
(.720)

Recommendation 
of around 2.77±0.84 3.02±0.18 4.06±0.58 3.73±0.68

Chance of service 2.40±0.84 3.00±0.00 3.90±0.92 3.92±0.24

High school 
grades 2.66±0.65 3.01±0.29 4.08±0.33 3.55±0.72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disappointeda 2.64±0.57

1.735
(.143)

2.92±0.15

1.630
(.167)

3.38±0.22

5.801
  (<.001)
e>a,b,c,d

3.04±0.84

2.942
(.021)

A little 
dissatisfiedb 2.63±0.84 3.00±0.60 3.94±0.62 3.54±0.80

Normalc 2.90±0.80 3.03±0.19 3.93±0.55 3.74±0.70

A little 
satisfactiond 2.78±0.73 3.01±0.48 4.10±0.47 3.78±0.61

Very 
satisfactione 3.15±0.97 3.00±0.41 4.38±0.44 4.04±0.59

Grade
3rdgrade 2.61±0.64 -4.743

(<.001)
3.02±0.17 .213

(.153)
3.95±0.59 -2.462

(.054)
3.44±0.62 -7.794

(.649)4thgrade 3.09±0.88 3.01±0.53 4.12±0.47 4.07±0.60

Satisfaction of
major 
clinical
practicum

Very 
disappointeda 2.54±0.52

1.796
(.131)

3.13±0.45

2.008
(.094)

3.70±0.39

9.080
(<.001)

e>a,b,c,d

3.34±0.66

3.440
(.009)

A little 
dissatisfiedb 2.67±0.56 2.99±0.68 3.78±0.63 3.53±0.84

Normalc 2.75±0.78 3.02±0.13 3.92±0.55 3.65±0.65

A little 
satisfactiond 2.98±0.88 3.00±0.44 4.16±0.45 3.90±0.66

Very 
satisfactione 3.04±0.74 3.02±0.73 4.54±0.37 3.94±0.60

Table 4. Differences of Learning experiences, Recognition of importance, Learning self-efficacy, Self-confid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3.3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 

일반  특성에 따라 학습경험, 요성인식, 학습 자기
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학습경험은 학년(t=-4.743, p<.0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성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공만족도(F=5.801, 
p<.001)와 실습만족도(F=9.080, p<.001), 수행자신감은 
공만족도(F=2.942, p=0.21)와 실습만족도(F=3.440, 

p=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 요성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과의 상 계를 검정한 결

과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r=.446, p<.001),학습 자기효
능감과 수행자신감(r=.456, p<.001)은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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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31)

Variables 
Self -

confid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Learning 
self-

efficacy

Learning 
experiences

Self-confidence 1

Recognition of
importance

-.046
(p=.485) 1

Learning 
self-efficacy

.456**
(p<.001)

.053
(p=.426) 1

Learning 
experiences

.446**
(p<.001)

-.054
(p=.410)

.128
(p=.051) 1

  

*p<.01, **p<.001

3.5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향을 미치는 상 성 

분석을 시행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94～0.984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17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이 없고, Dubin-Watson 상 계수가 1.636을 
나타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고, 잔차의 정규분포
성이나 등분상성의 표 화 측값과 표 화 잔차의 산

도 상에서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자신감에 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64.45, p<.001), 결정계수는 .361 고, 수정된 결정계
수는 .356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순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35.6% 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elf-confidence
                                   (N=23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707 .290 2.442 .015

Learning
experiences

.337 .046 .394 7.389 <.001

Learning 
self-efficacy

.516 .068 .406 7.599 <.001

R2=36,1, Adj. R2=35.6, F=64.4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한 학습 략의 기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 상자가 20개 핵심기본간호술 각 항목을 학습한 

경험은 평균 2.84회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합실습 수
업이 주당 1학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학습경험이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하주
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활
력징후, 근육주사, 피내주사 순[10], Kim 등(2011)의 연
구에서 활력징후, 투약, 감염 리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와 일부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25]. 
핵심기본간호술 요성 인식은 4.04 으로 나타나 핵

심기본간호술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Bae 등(2012)의 연구에서 4.61 으로 나타나 본 연

구보다 높았다[5]. Bae 등(2012)의 연구 상자들은 12개 
학습성과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성과 문항을 

악한 것으로, 간호 학생의 경우 제 2주기 간호교육인
증평가 지표인 ‘6.1.2.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항목에 
비하여 술기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지표보다 

훨씬 더 높게 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유추된다[5]. 간호
학생들이 간호 학 졸업 시 임상 장에 빠르게 응하

고, 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해 가장 요
하다고 생각하는 술기 항목은 정맥주사. 근육주사, 활력
징후 순이었다. Cha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 산소포화
도 측정과 심 도 모니터링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

부분 차이가 있었다[26]. Cha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상자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투약수행의 빈도가 많고, 
 투약이 간호업무에서 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26]. 반면, 본 연구 상자는 간호학생

으로 정맥주사는 수행 차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술

기로, 기본간호실습단계의 수행만으로 습득되기 어려운 
간호술이라 반복 인 연습을 실시하면서 요성을 높이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활력징후는 환자간호에서 기본
이고 필수 인 사정내용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요 지표로서, 간호사의 주요업무일 뿐만 아니라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  간호사로 부터 97.9%로 가장 많이 
임받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9]. 반
로 요성이 낮은 항목은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

용  폐기물 리, 입원 리하기, 비강캐 라를 통한 산

소공  순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수 , 입원 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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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난 Han 등(2014)의 연구와 일부분 유사하
다[10].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학습 자기효능감은 3.01 으

로 간이상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5)의 연구에서 
3.91 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고[15], Jho(2014)의 
연구에서 2.92 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27]. Lee 등
(2015)의 연구 상자는 간호 학생 4학년 학생이고[15], 
본 연구 상자는 간호 학생 3학년 51.5%로 4학년 
48.5%보다 높고, Jho(2014)의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이
라, 4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27]. 즉, 4학년이 3
학년보다 실습경험이 많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과 더불어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능력에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맥락이 일치한다[19]. 
수행자신감은 3.75 으로 간이상으로 나타나 Lee 

등(2015)의 연구 2.96 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 이는 
제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비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을 지속 으로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14].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항목은 활력징후로 나타났고, 
다음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 입
원 리하기, 경구투약, 비강캐 라를 통한 산소공  순

으로 나타났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활력징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산소포화도,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10], 신규졸업간호사 
상 Kim 등(2014) 연구에서 활력징후, 경구투약, 수술 
 간호, 피하주사, 입원 리하기 순으로 나타나 간호학

생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활력징후를 가장 자신감이 있

는 술기로 생각하고 있었다[27]. 활력징후는 자체항목 
외에도 수 요법, 입원 리하기의 수행 차에 포함되어 

있어 반복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시 임을 통

해 실제 상자들에게 수행해보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서도 찰학습에 그치지 말고 
직  상자에게 수행을 통한 실습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자신감
이 낮은 항목은 수 , 기 개  리,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 정맥주사, 유치도뇨 순으로 나타났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수행자신감이 낮은 항목은 수 , 
장, 도뇨, 기 개  리,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 
순으로 나타나 부분 난이도가 상인 항목에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난이도 상, , 하

에 따라 수 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난이도에 따른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경험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선행연구[19,28]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
는 4학년이 3학년보다 교육기간이 1년 더 길어 교내외 
실습 경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하 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기존연구[14,19]에서 공에 만족할수록 

성취동기를 증진시켜 기본간호수기술을 성공 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커진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임상
실습병원에서의 실습지도 만족도가 높을수록[29], 학교
생활  실습에 극 인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이 높은 Park과 Lee(2008)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한
다[8]. 실습만족도는 내부  외부 실습모두를 말하는 것
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인지  능력이 보다 더 자유롭게 

발휘되기 때문에 실습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습한 내용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외부 실습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상자들의 학습경험과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

능감과 수행자신감은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이 높을수록 수행자신
감이 증가하는 것은 Kim(2003)의 연구에서 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30],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31]. 부

분의 간호 학에서는 핵심술기능력을 함양시키기 해 

기본간호실습 부터 교수자가 술기행 를 일 일로 찰, 
평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복 인 간호

술기는 효과 이지 않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술기능

력에 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해 시뮬 이

션실습 (Simulation), 객  구조화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수행능력평가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등[21] 다양한 실습
방법을 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 이션 실습은 간호수기술 실습, 객  구조화 임

상시험은 비  사고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학
습방법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독립 인 학습능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교육방법이며, 학생들에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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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상황에 한 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문간호기술
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12]. 한  학습자 본인

이 자기성찰을 통하여 본인의 강 과 취약 을 스스로 

악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 

한다고 알려졌다[32]. 그러므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
략으로 학생 스스로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주도 으로 학

습할 수 있도록 학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

안이 효과 일 것으로 본다.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15],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학습자가 주
어진 학습과제의 수행을 해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
습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주어진 학습과제의 수행과정

동안 문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학업성취

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33].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련 변인은 학습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

다. Park과 Lee(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8],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식을 실질  수행으로 이

끌 수 있다는 요한 매개변수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행

동을 선택하고, 노력의 투입을 결정하여 학습과정에 참
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조 학습[34], 문제해결능력
[35], 학업성취[36]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ho(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

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하 는데,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 향요인, 즉, 성취경험, 리경험, 언어  

설득, 생리 상태 요인 4가지  학생들의 과거 삶 속에
서의 수행 실패와 찰 주의 임상실습 등으로 인해 성

취경험이 부족하 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7].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학습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성취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요하

며, 교내에서 시뮬 이션, 임상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한 
실습과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실습경험을 통해 성취경험

을 향상시키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수행자신감에 두 번째로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학습경험이 차지하 다. Han 등(2014)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해본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

다 수행자신감이 높았고[10],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31]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핵

심기본간호술은 술기 주의 간호행 이므로 반복연습과 

수행이 학습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의 실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

험 비율이 졸업시 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실정이고, 임
상실습에서는 상자의 권리와 안 에 한 요구 상승 

등으로 주로 찰 주의 실습에 그치고 있으며, 안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뮬 이션 실습은 용범 가 제한

이고, 운  내용과 방법이 체계 이지 못하여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학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므로 2학년부터 4학년 졸업시 까지 반복 인 연습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통합실습 등의 교과과정과 다양한 비교과과정 훈

련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용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고 

본다.  
변하는 의료 환경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한 상자의 요구도 증가에 따라 문 이고 독자 인 

간호수행이 강조되면서, 간호 학생은 신입간호사 진입 

시 실무역량을 갖춘 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졸

업시 까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역량에 학
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이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해 학습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략방안을 마련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일개 교과목 교내수업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내용만 조사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 분석에 한계 이 있음을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한 학습 략의 기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험과 요성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시되었다.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학습경험은 2.84
, 요성 인식 4.04 , 학습 자기효능감 3.01 , 수행
자신감 3.75 으로 모든 변인이 간이상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기별 학습경험은 활력징후, 근육주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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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사 순으로 나타났고, 요성인식은 정맥주사, 근육
주사, 활력징후, 수행 자신감은 활력징후, 격리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 입원 리하기 순으로 나

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습경험은 학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요성인식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습 자기효능감과 수행자
신감은 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간호학생의 학습경험과 학습 자기효능감은 수행자신
감과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자신감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습 자기효능감을 강화시

키고, 학습경험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학

생의 핵심기본간호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략으로 

20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난이도별, 학년별로 차별
화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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