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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핵심기본간호술은 임상상황에서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요한 임상수행능력의 기 가 되어, 한국간호교육평가

원에서 간호사 직무수행 시, 수행 빈도와 요도가 높아 간호

학 교육과정  필수 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

술로 규정하 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

tion [KABONE], 2012). 이를 해 교육기 에서는 주로 부분

모형을 사용하여, 반복 인 훈련을 통해 차에 따라 수행하

도록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 인 

훈련만으로는 역동 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간

호사의 자기주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이는

간호 술기 차에 한 단순 암기에만 을 두는 것이다(So

ng & Lim, 2016; Yoo & Yoo, 2001).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을 임상에서 주도  역량을 발휘하며 통합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단순 반복 인 실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직무능력의 부분을 차지하며, 임상실무에 

필요한 비  사고, 문  기술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

고 지식, 태도와 기술을 통합 으로 용하는 것으로(Kim, Ka

ng, Kim, Jang, & Choi, 2008), 간호사가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에 포함된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와 안 에 한 인식

증가로 간호학생들은 직 인 간호수행보다는 찰  보조

업무 주의 임상실습을 하여 이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술기의 

용에 한 자신감과 간호수행능력을 하시키는 원인이 되

고 있다(Yoo, Yoo, Hong, & Son, 2006). 효과 인 핵심기본간

호술 실습교육과 자기주도 인 학습의 증가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Choi, 2014; Jho, 2014; Yang & Park, 2004). 자율

실습은 자기주도 인 학습의 형태로서, 다수의 간호교육기

에서는 부족한 실습시간을 보완하여 기본간호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자율실습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하도

록 권장하고 있으나 간호학생들의 자율실습에 한 흥미와 

자율 인 참여율이 낮다(Paik, 2004). 자율실습시간의 증가는 

기본간호술의 향상과 비례 인 계가 있으므로(Park & Choi, 

2016) 핵심기본간호술의 주도 인 수행, 자율실습  임상수

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의 개발이 실히 요구

되어진다. 효과 인 간호교육을 한 교수방법으로는 사례학

습, 표 화환자학습, 비디오녹화학습, 시뮬 이션 등이 있으나

(Wright, Hogard, Ellis, Smith, & Kelly, 2008; Yoo & Yoo, 20

01), 이를 용하기 해서는 구조화된 사례, 표 화환자 훈

련, 비디오 장비, 시뮬 이터 등의 장비와 운 을 한 노력

이 요구되어 시간  경제  제한이 있는 교수자는 손쉽게 

용하기 어렵다.

국외에서는 여러 분야의 술기  수행력 향상을 한 교수

학습방법으로 이미지 상상훈련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스포

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교육, 환자 치료 등의 분야

로 확 되어(Sanders et al., 2008), 학습자의 불안감소  수행

능력 향상, 목표 지향 인 행동  자기주도 인 활동으로의 

참여 동기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Chan & Cameron, 201

2; Karagozoglu, Tekyasar, & Yilmaz, 2013). 

이미지 상상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PETTLEP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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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미지 상상훈련 한 

구체 인 7가지 필수요소를 제시하 다. 과제를 수행할 때 필

요한 기구나 자세를 의미하는 신체  특징(Physical characteris

tics), 술기가 수행되는 환경(Environment), 실제 수행되어야 하

는 술기과제(Task), 술기나 과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속도(Timi

ng), 과제 숙련도(Learning), 과제를 완료한 후 느껴지는 정서

(Emotion), 학습자의 내 ㆍ외  (Perspective)등이 7가지 

요소에 포함된다(Holmes & Collins, 2001). PETTLEP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상상훈련의 용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간

호학생을 상으로 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확인한 연구

(Wright et al., 2008)등 소수에 불과하 으며 국내연구의 사례

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 양성에 있어서 

필수 으로 학습되어야 하며, 임상수행능력에 기 가 되는 핵

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에 PETTLEP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하여 임상수행능력, 자기주도 인 자율실습,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효율

이며 체계 인 실습교육을 한 교수학습방법에 한 근거마

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에서 PETTLEP 모델

의 이미지 상상훈련이 임상수행능력, 자율실습시간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

∙ 가설 1: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실험

군의 임상수행능력 수는 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 가설 2: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실험

군의 자율실습시간은 조군보다 많을 것이다.

∙ 가설 3: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실험

군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수는 조군보다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핵심기본간호

술 실습교육이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gure 1>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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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

이다(Figure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C도 소재 일 간호 학에서 핵심기본간

호술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재학생  연구의 목 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8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에 필요

한 표본 수 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

(Park & Choi, 2016)를 근거로 효과크기(effect size) .80, 검정

력(1-β) 0.8, 유의수 (α) .05를 기 으로 t-test를 한 표본수

를 산정한 결과 실험군 26명, 조군 26명 총 5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42명, 조군 46명으로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연구 차

연구 차는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주당 3시간씩 총 9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사

 조사로 임상수행능력,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의 사

수인 기본간호학 수와 기본간호학 실습 수, 자율실습시간

을 확인하 다.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 용 후 

사후조사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수, 자율실습시간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 다. 자율실습실은 연구가 시작된 이

후에 개방되어 모든 연구 상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자율실습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사  조사  

연구 상자들은 블록타임제 수업으로 수업과 실습을 2개 

반씩, 4주를 교 로 진행하고 있어, 실습을 같이하는 2개 반

을 실험군으로, 수업을 같이하는 2개 반을 조군으로 임의할

당하여 실험의 확산효과를 방지하 다. 사  조사에서는 일반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의 사 수인 기본간호학 

수  기본간호학 실습 수, 자율실습시간, 임상수행능력

에 한 사  설문을 시행하 다. 자율실습시간에서 모든 연

구 상자의 사  자율실습시간은 0시간이었음을 확인하 다.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의 용(실험군)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은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교육 후 용되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실습시간에 다

루지 않았거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어려워하고, 임상수

행빈도가 높은 간호술인(Kim, Hwang, & Lee, 2014), 유치도

뇨, 기 개  리, 단순도뇨, 수 ,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

도 모니터 용의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실습을 진행하 다. 

학습목표는 선행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

(KABONE, 2012)의 핵심기본간호술 로토콜 2 에 따라 무

균술을 용하여 차별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 고 환자 

확인, 수행 목  설명, 무균술, 환자교육에 해 강조하 다. 

실습수업은 선행지식 확인과 물품 비, 수행 시 주의사항에 

한 이론설명, 동 상시청,  실습, PETTLEP 모델의 이미

지 상상훈련 용, 실습종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술기별 

교육시간은 교수의 설명  동 상 시청, 상자들의 반복학

습시간과 기존 문헌을 참고로 술기별 3시간씩 총 9주로 구성

하 다. 실습조의 구성은 조별 4-6명으로 실험군 10조, 조군 

10조로, 각 5조씩 날짜와 시간을 달리 용하여 실습하 다. 

실험처치인 PETTLEP 모델을 용한 이미지 상상훈련은 실험

군에게만 용하 고, 그 이외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교육은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되었으며, 실험군, 조군 모두 연구자

가 직  수업을 진행하 다.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의 빈도는 선행연구(Cum

ming & Hall, 2002)를 고찰한 후 임상실습을 통해 기본간호술

의 수행을 찰한 경험이 있는 3학년임을 고려하여 실습교육 

시 2회/주의 빈도로 연속하여 실시되었고, 그 후 자율 으로 

각 기본간호술 항목에 해 용하도록 하 다.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은 선행연구(Schuster et a

l., 2011)를 고찰한 후 각각의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이 끝난 후 

실시되었으며, 연구 상자가 부분 여성임을 고려하여 이미

지 상상훈련은 약 1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상자에게 을 

감도록 하고 PETTLEP 모델의 필수요소를 다음의 순서에 따

라 연구자가 단계별로 목소리로 안내하며 연구 상자가 스스

로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하 다. 

∙ ‘나는 자유자재로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P: Physical characteristics)

∙ ‘나는 지  병동 간호사로 환자의 안 를 책임지고 있습니

다(E: Environment)

∙ ‘지  환자는 한 상태로 ○○핵심기본간호술을 필요로 

합니다 (T: Task).

∙ ‘나는 환자의 담당간호사로 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

어야 합니다(T: Timing). 

∙ ‘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올바로 수행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습했던 순서를 차별로 머릿속에 그려

니다.’(L: Learning) 

∙ ‘나는 자신있게 환자에게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어, 나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E: Emotion) 

∙ ‘○○핵심기본간호술을 수행하니, 환자가 편안해졌고,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유능한 간호사라

고 생각됩니다.’(P: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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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

 사후조사는 실습교육 후 술기평가를 완료한 당일에 구조

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임상수행능력과 자율실습시간을 측정하

다. 

자율실습은 개방형 실습실을 이용하여 자율 으로 실시하도

록 격려하 으며 자율실습 시간의 측정은 임상경력 3년 이상

의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교가 1명 상주하여 물품을 

리하고, 연구 상자들이 시행한 자율실습시간을 확인하 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능력 평가는 실습교육이 주단 로 실

시되어 일 성을 유지하기 해 실습교육 완료 1주일 후에 

연구 상자의 표가 각 항목에 임의로 번호를 지정한 후, 번

호가 힌 종이 1개를 연구 상자가 무작 로 뽑기를 하여 

나오는 번호에 지정된 술기를 교수가 1:1로 평가하고, 연구

상자가 선정한 동료 1인이 평가과정을 찰하게 한 후 교수, 

동료, 연구 상자가 동의한 수로 하 다. 평가 종목으로 선

택된 핵심기본간호술의 분포에서 기 개 리는 실험군과 

조군 각각 19%, 15.2%, 수 요법 23.8%, 15.2%, 단순도뇨 

21.4%, 28.3%, 유치도뇨 16.7%, 19.6%, 심 도 모니터  산

소포화도 용은 19.0%, 21.7% 다. 핵심기본간호술 련 지

식은 학기말 필기시험에서 5가지 항목에 한 선행지식, 물품

비, 수행 시 주의사항, 무균법, 환자 교육내용에 하여 질

문하여 기술하게 하 으며, 답변의 성을 평가하 다. 

연구 도구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해 Lee 등(1990)이 개발하고 Ch

oi (2005)가 수정한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설문

지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5개의 하 요인, 즉 간호과정 11

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 력 계 8문항, 인 계/의사소

통 6문항  문직 발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1=매우 못 한다’에서 ‘5=매우 잘 한다’까지 수

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

도 Cronbach’ α는 .96,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92, 본 연구

에서는 .95 이었다.

●자율실습시간 

자울실습시간은 개방형 자율실습실을 연구 상자가 미리 신

청하여 이용한 후 자율실습실에 상주하는 실습조교로부터 확

인받은 시간을 의미한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평가는 술기평가와 련 지식으로 

구성하 다. 술기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

술 평가 항목 로토콜 제2 을 기 으로 연구자가 체크리스

트 형태로 변형하 다. 술기평가항목은 선행연구(Kim et al., 2

014)를 근거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5개 항목이며, 평가 

수는 4  척도(4 : 제한된 시간 내에 90% 이상 정확히 수

행, 3 : 시간을 과하여 90%이상 정확히 수행, 2 : 80% 

이상 90%미만 정확히 수행, 1 : 80% 미만 정확히 수행)로 

최소 1 부터 최  4 까지이다. 지식은 핵심기본간호술 필기 

수로 8개 문항을 2  척도(0 : 오답, 1 : 부분 정답, 2 : 

완  정답)로 평가하 다. 최소 0 부터 최  16 까지이다.

연구의 윤리  고려

자료 수집  기  내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

o: 산학 력처-378).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차, 연구

방법  익명성, 강제성이  없음, 연구도  언제든지 참

여를 철회할 수 있고 불참이나 철회로 인해 수나 개인 평

가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연구 목 으로만 연구결과가 사

용됨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한 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 다.

∙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핵심기본간호수행능력의 

사 수인 기본간호학 수, 기본간호학 실습 수에 한 

사  동질성은 χ2, t-test로 확인하 고, 두 그룹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 핵심기본간호수행능력의 사 수인 

기본간호학 수, 기본간호학 실습 수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는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정규성을 검증

하 다.

∙ 실험군과 조군의 임상수행능력, 자율실습시간, 핵심간호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실험처치 후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질성  정규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사  동질성 검증은 성별, 연령, 공만

족도에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

의 일반  특성은 동질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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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행능력, 핵심기본간호수행능력의 사 수인 기본간

호학 수, 기본간호학 실습 수의 Kolmogorov-Smirnov를 이용

한 정규성 검증에서 두 군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

다(ρ>.05). 실습교육 실시  실험군과 조군의 임상수행능력

에 한 동질성 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사  임상수행능력은 동질하 다. 자율실습시

간은 모든 상자의 사  자율실습시간이 0시간이었음을 확

인하 다(별도의 표 제시는 없음).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지식능력에서 기본간호학 수, 술기능력에서 기본간호학 실

습 수를 확인하 고 두 집단의 차이가 없어(ρ>.05) 사  동

질함을 확인하 다(Table 2). 

PETTLEP 모델을 용한 상상훈련의 효과 검증

임상수행능력에 한 PETTLEP 모델을 용한 상상훈련의 

효과에서 실험군은 3.46 에서 3.86 , 용하지 않은 조군

은 3.62 에서 3.89 으로, 두 군 모두 사 -사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으나(ρ<.001, ρ=.006), 두 군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어 제1가설인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

련을 용한 실험군의 임상수행능력 수는 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임상수행능력의 하 요인  

교육  력 계, 문직 발  역에서 실험군은 사  사후 

각각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으나(t=-3.550, ρ=.001)(t=-3.387, 

p=.002), 조군에서는 사  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ρ>.05)(Table 3). 

자율실습시간에서는 실험군이 4.58±1.65시간, 조군이 3.25± 

1.15시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4.293, p<.001),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실험군의 자율실습시간은 

조군보다 많을 것이다.’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핵심기본간호술 평가에서는 실험군에서 지식이 13.64(±2.33)

, 술기 3.67(±0.65) , 조군에서 지식이 13.98(±2.37) , 술

기가 3.61(±0.65) 으로 술기에서 실험군이 높은 수를 나타

냈지만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3가설인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실험군의 핵심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88)

Variables Categories

Exp. (n=42) Cont. (n=46)

χ2 or t p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2(4.8) 7(17.9)
2.977 .156

Female 40(95.2) 39(82.1)
Age 24.7±6.0 23.8±2.6 0.885 .380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29(69.1) 33(71.7)

0.677 .862Neutral 12(28.6) 12(26.1)
Dissatisfied 1(2.3) 1(2.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88)

Variables
Subcategories or

categories

Exp. (n=42) Cont. (n=46)
χ2 or t ρ

Mean±SD or n(%)

Clinical competence (total) 3.46±0.49 3.62±0.47 -1.567 .121
Nursing process 3.37±0.57 3.51±0.54 -1.182 .241
Nursing skills 3.41±0.55 3.56±0.53 -1.150 .197
Teaching/coordinating 3.48±0.62 3.73±0.62 -1.928 .057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50±0.55 3.70±0.56 -1.653 .102

Professional development 3.59±0.60 3.68±0.60 -0.708 .481
Achievement of basic 
fundamental 
subject in 
nursing knowledge (grade) 

  ≥A 15(35.7) 11(24.0)

3.849 .160
  B≤ - <A 20(47.6) 29(63.0)
  C≤ - <B 7(16.7) 6(13.0)
  D≤ - <C 0(0) 0(0)

Achievement of basic 
fundamental 
practice subject in nursing skill 
(grade)                      

  ≥A 36(85.7) 38(82.6)

1.042 .867
  B≤ - <A 5(11.9) 7(15.2)
  C≤ - <B 1(2.4) 1(2.2)
  D≤ - <C 0(0) 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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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술 수행능력 수는 조군보다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기 가 되는 핵심기본간호술 실

습교육에 PETTLEP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

하여 임상수행능력, 자율실습정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

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효율 이며 체계 인 실습교육

을 한 교수학습방법에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 용 후 임상수행능력에

서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수련

의를 상으로 방 경 수술  이미지훈련을 수행한 집단의 

외과  수행능력이 더 향상된 연구결과(Komesu et al., 2009)

와는 상반되고 외과의를 상으로 내시경 인 담낭 제술 수

행 과제에 해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한 후 수행능력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Immenroth et 

al., 2007)와는 유사하다. 임상수행능력이 두 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서 연구기간과 평가시 , 연구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연구기간과 평가시 에서 임상수행능력

과 같은 인지  역의 과제에서 정 인 효과를 나타낸 선

행연구의 기간은 평균 34일 이내, 평가시 은 실험 후 2일 이

내 던 과 (Komesu et al., 2009; Schuster et al., 2011) 비교

할 때 본 연구의 60일 동안의 연구기간과 실습교육 완료 1주

일 후의 평가시 이 연구 상자의 이미지 상상훈련에 한 

집 력을 감소시켜 훈련의 효과에 부정 인 향을 미쳤으리

라 생각된다. 교과과정의 흐름을 반 하고 항목별로 충분한 

실습시간의 제공과 연구진행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함이었으

나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기간이 길어 실험효과의 확산과 희

석의 가능성이 있었다. 두 번째로 연구 설계에서 상상훈련 시

간, 방법  장소, 상자 선정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먼

 정 인 결과를 나타낸 이미지 상상훈련의 1회 제공시간

은 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7분 정도 으므로

(Schust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실습 후

에 1회에 10분씩, 주 2회 제공한 시간이 생생한 이미지를 상

상하는데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미지 상

상훈련 방법은 개별이미지를 상상하게 하거나 일 일 이미지 

상상훈련을 권장하며 훈련 장소로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ompetence, Pre-Pos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N=88)

Variables Subcategories

Exp. (n=42)
t(ρ)

Cont. (n=46)
t(ρ)

D t(ρ)pre post pre post

Mean±SD Mean±SD

Clinical competence 
(total)

      3.46±0.49 3.86±0.53
-5.362
(<.001)

3.62±0.47 3.89±0.55
-2.867
(.006)

0.130
-0.341
(.734)

Nursing process 3.37±0.57 3.76±0.57
-4.800
(.006)

3.51±0.54 3.78±0.59
-2.564
(.014)

0.131
-0.088
(.930)

Nursing skills 3.41±0.55 3.85±0.58
-5.431
(<.001)

3.56±0.53 3.91±0.59
-3.207
(.003)

0.137
-0.498
(.620)

Teaching
/coordinating

3.48±0.62 3.84±0.62
-3.550
(.001)

3.73±0.62 3.93±0.63
-1.620
(.112)

0.161
-0.704
(.4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50±0.55 3.89±0.64
-3.387
(.002)

3.70±0.56 4.01±0.66
-2.930
(.005)

0.154
-0.880
(.381)

Professional 
development

3.59±0.60 3.98±0.59
-3.961
(<.001)

3.68±0.60 3.93±0.65
-1.788
(.081)

0.160
0.418
(.67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D=difference of mean changes between two groups

<Table 4> Comparison of Open Laboratory Practice Time, Core Nursing Skills Competence between Two Groups at 

Posttest (N=88)

Variables
Exp. (n=42) Cont. (n=46)

D t p
Mean±SD

Open laboratory practice time (hr) 4.58±1.65 3.25±1.15 1.33 4.293 <.001
Core nursing skills competence
   Knowledge competence 13.64±2.33 13.98±2.37 -0.335 -0.669 .505
   Skill competence 3.67±0.65 3.61±0.65 0.058 0.418 .67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D=difference of mean changes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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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합하고 학습의 기단계에 있는 상자가 효과가 높

다(Hall, 2002).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이미

지 상상훈련을 실습실에서 집단으로 시행하여 개인별 이미지 

상상의 생생함의 차이를 고려할 수 없었으며, 훈련장소인 실

습실은 다른 강의실과 근 하여 있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소리를 차단할 수 없어 수업 간에 들려오는 잡

음이 상자의 이미지 상상훈련으로의 몰입을 방해했을 수 

있다. 수행능력이 향상된 Komesu 등(2009)의 연구에서 연구

상자가 신입 수련의 던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상자가 

임상실습과 기본간호학 실습의 경험이 있는 3학년 간호학생

으로 5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을 처음 배우는 단계가 아니

었던 이 실험효과의 희석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연구기간과 평가시 , 연구 상자  방법을 달리한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실험군이 조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의 사 , 사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간호교육자에게 고무 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임상수행

능력이 임상수행에 한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력

계, 인 계  의사소통  문직 발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복합 인 역의 인지  과정을 확인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이미지 상상훈련이 인지  과제 수행능력에 효과

가 있으며(Wrisberg & Ragsdale, 1979), 다양한 상황에서 복합

인 과제에 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Holmes & Collins, 

2001)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다. PETTLEP 모델 기반의 이

미지 상상훈련 용 후 임상수행능력에 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용과 

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상상훈련에서 동작에 한 이해능력

이 증진되고, 긴장완화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표 력이 증

가되었다는 연구(Hwang & Lee, 2013)는 이러한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 특히 임상수행능력의 하부 역  교육  

력 계, 문직 발 역에서 실험군에서만 사 , 사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는데(p<.05),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기

본간호실습 시 간호술의 차와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

자  보호자에게 그 과정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고 자신감 

있게 설명함으로써 극 인 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을 함양하고 문직으로 발 할 수 있는 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핵심

기본간호술 실습 시 이미지 상상훈련의 용이 임상수행능력 

 교육  력 계, 문직 발 에 해 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기회를 제공

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자율실습시간에서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 용 후 실험군에서 자율실습시간이 의미 있게 증

가하 다. 이는 운동선수 상의 연구에서 이미지 상상훈련이 

내 동기의 증가에 향을 미치고(Sari, 2015), 이미지 상상훈

련 용 후 운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의 강화  

운동시간이 증가한 연구(Giacobbi Jr, Dreisbach, Thurlow, Ana

nd, & Garcia, 201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훈련에 요한 자율실습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의 용

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뇌과학 분야에서 이미지 상상은 실

제 인 실습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Hol

mes & Collins, 2001), 자기사정(Self-assessment)을 진하여 

학습동기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방법(Sharma et al., 

2016)으로 사용되므로 자율실습시간의 증가에 효과를 나타냈

다고 사료된다. 자율실습은 기본간호술에 한 자신감을 증진

시키고 기본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Yoon & 

Choi, 2016), 자율실습시간이 증가한다면 기본간호술에 한 

자신감과 술기능력도 향상되리라 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자율실습시간은 증가하 으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

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능한 이유로서 

교수 1명이 최  25명-27명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핵심기

본간호술 교육여건상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 에 모든 학

생에게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세한 피드백을 해  수 없어 일

부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율실습에 참여하 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가항목에 포함

된 유치도뇨나 기 개  리는 차별 순서뿐만 아니라 

멸균행 의 유지와 동시에 핵심요소의 수행이 요구되는 간호

술로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이 제시한 난이도  상에 속하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이라는 이 작용했으리라 추측된

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서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의 생들에게서 상상훈련을 용하여 

수술과정에 한 기  술기능력이 실험군에게서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Sanders et al., 2008)와 상반되며, 간호 학생을 상

으로 PETTLEP 모델의 상상훈련을 기본간호술에 용한 후 

압측정에서 실험군의 기본간호술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Wright et al., 2008)와도 상반된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서 연구설계와 상자 선

정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겠다. Wright 등(2008)의 연구에서

는 압측정과 멸균요법의 2가지 항목에 해 4주 동안 주 3

회씩 시행했고, Sander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이미지 상상훈

련 실시  이완요법을 용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단

계를 포함하 다. 이에 비교해 본 연구에서는 유치도뇨, 기

개  리, 단순도뇨, 수 ,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 도 모니

터 용의 5개 항목을 9주 동안 주 2회씩 실시하여 연구기간

이 다소 길고 실습항목이 많았으며,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하기  충분한 이완을 선행하지 않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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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상훈련의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 과제

를 처음 경험하는 상자에게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

훈련을 용하 을 때 효과 이라는 선행연구(Schuster et al., 

2011)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상이 임상실습을 2회 이상 

경험한 간호학과 3학년인 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해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서 이미지 상상훈련을 용할 때는 핵심

기본간호술 차 수행 시 정확한 멸균술에 한 평가가 어려

운데 반해 실제 평가에서는 차별 요구되는 멸균술을 포함

하여 평가한 것이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비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서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실험군에 참여한 학생들 42명  88%인 37명이 

PETTLEP 모델의 상상훈련을 핵심기본간호술 수업시간에 도

입하는 것에 찬성하 고,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

이 기본간호술을 수행하면서 임상간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

이 되었다는 강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미지 상상훈련은 다

양한 분야에서 도입하여 응용하고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교수

와 학생이 만족하는 효과 인 핵심기본간호술 실습방법을 찾

기 한 노력으로 추후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학년 

는 2학년을 상으로 단일항목을 용하여 이미지 상상훈련

을 용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간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안 하게 근하여 수행할 수 있는 PE

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을 시험 으로 핵심기본간호

술 실습에 도입하여 임상수행능력  교육  력 계, 문

직 발 의 향상  자율실습 시간의 증가에 용 가능한 교

육 방법임을 확인하 다는데 있다.

결론 및 제언

PETTLEP 모델의 이미지 상상훈련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능력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수행능력  교육  

력 계, 문직 발 의 향상과 자율실습시간의 증가를 나타

내어, 통합 인 핵심기본간호술 실습교육에 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PETTLEP 모델의 이

미지 상상훈련은 실습교육에 손쉽게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상과 시 , 항목을 달리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 학

의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에 제한 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임상실습을 경험하

지 않은 1학년 는 2학년을 상으로, 연구기간을 단축시키

고 평가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구성하여 기본간호실습에 용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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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magery Training on Outcomes of Clinical 
Competence, Voluntary Practice Time and Nursing Skills

Kim, Su youn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imagery training on outcomes of clinical 
competence, voluntary practice time and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during a core basic nursing skills course. 
Methods: The design was a pre-post test design with two groups consisting of 88 nursing 3rd-year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was assessed with a pre-post test, and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and voluntary practice 
time were assessed at the post-test point.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16 to June, 2016. Results: The 
pre-post differences of all subcategories of clinical competenc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p<.05).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aching/coordinat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eas (p>.05). The experimental group practiced 1.33 hours more than the control group 
in voluntary practice.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p>.05). Conclusion: Imagery training during a core basic nursing skills course showed positive effects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improvement and increase of voluntary practi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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