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임상환경은 능

숙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직 간호사를 요구하

며 이를 해 간호교육은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임상실습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있다[1-2].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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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임상수행 경험과 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한 연구이다.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임상수행경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

특성은 학년이며,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그리고 수행자신감은 순상 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으로 31.2%의 설명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임

상수행능력을 높이기 해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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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xperience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CBN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208 nursing students attending nursing department and understand 

which factor, either experiences of CBNS or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has an impact on clinical 

competence. Ou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s of CBN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The factor that had the biggest impact on clinical 

competence was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both factors was 31.2%,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se findings, nursing educate need to develop a curriculum to increase 

self-confid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i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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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임상상황과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의 간호와 직

으로 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상자의 건

강을 증진시키고 유지, 회복시키기 한 지식과 기술, 태

도 능력을 지녀야 하며[3], 간호학생은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 상

황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능

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게 된다.

임상실습교육이 학습 성과를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하

기 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임상환경이 만들어져야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갖추어야 한다[4]. 그러나 재의 임상

에서의 실습교육은 긴장되면서도 역동 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측할 수 없는 환경과 상자의 간호에 한

높은 요구 그리고 사고의 험성 임상실습교육을

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간호수행보다는 찰 주

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임상실습기 의 부족과

학실습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 임상실습교육이 효율

으로 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5-6].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이

론과 임상실습교육시 핵심 간호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해 간호사의 직무수행 빈도

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로토

콜 평가채 표를 개발하여 졸업시 의학생을 상으

로 간호교육기 평가에 반 하고 있으며 핵심기본간호

술 항목을 통합실습교육 등으로 융합하여 학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7], 간호교육자들도 임상실무를 원활하

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하여 임상

장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이론과 핵심 인기술이 되

는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통해 신규간호사의실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8].

간호 학생은 교내에서 학습한 이론 지식과 핵심기

본간호술을 임상상황에 용함으로써 통합 으로 학습

하게 되며, 이들이 핵심기본간호술과 함께 요구되는 기

본간호술을 확실하게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게되면 졸업

한 간호학생을 임상 장에 바로 투입하지못하고 간호술

에 해 재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시간 비용, 노력

등 이 으로 낭비하게 된다[9].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수행자신감은 문인으로서

의 역할과 책임감을 인식하게 하며, 능동 이고 자발

으로 행동하게 하고, 보다 극 으로 학습에 임하는 동

기가 되며 학습효과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

로[10-12], 간호 학생에게는 실습에 극 으로 참여하

게 하고 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을 높이며[10], 신규간호사

에게 있어서는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13].

임상수행능력은 아는 수 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4], 학교교육과정에서 경험

을 통해 갖추어야 하며, 그 역량을 높이기 해 실무수행

에 한 자신감이 필요하다[15]. 이러한 간호수행 자신감

을 높이기 해 교육과정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을

한 교수학습 략에 한 용 평가가 필요하며

[16], 간호실습교육에 있어 부분 임상실습 교내에서

교육되어지는 핵심기본간호술[9]과 임상실습과의 연계

성이나 임상수행능력과 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의 임상수행능력에 한 연구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문직업성, 문직 자아개념, 비 사고

경향, 리더십 등과 련된 추상 개념과 련된 연구

[17-23]로 임상실습 동안의 기본간호술 수행경험이나 간

호사 직무수행에 있어 빈도와 요도가 높은 핵심기본간

호술 수행경험 그리고 수행자신감과 련한 연구가 부족

하고 통합실습교육으로 권장되는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에 한 효과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학이 실무학문으로써 실습교육의 재평가가 더욱

요시 되며 앞으로 교내실습과 임상실습과의 연계성 평

가는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교내에서 주로 학습되어지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에

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동안의 수행경험 정도와 그에

따른 수행자신감 그리고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악하고,

그들의 상 계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여 간호실습교육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1) 상자의 일반 특성 일반 특성에 따른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경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악한다.

2) 학년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과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 정도를 악한다

3) 핵심기본간호술 직 수행여부에 따른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악한다.

4)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정도, 수행 자신감 임

상수행능력 정도의 계를 악한다.

5)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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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계

본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수행정도,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알아

보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정  료 수집 

본 연구는 D지역에소재한 일개 보건 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표집하 다. G*Power 3.1.9.2 로그램을 이

용하여, 효과크기 .1, 유의수 .05, 검정력(1-β).9와 9개

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에필요한 정수

의 표본크기 계산결과총 207명이 필요한것으로나타나

3,4학년 250명 모두를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이

었으며, 상자에 한 윤리 고려를 하여 연구자 소

속 학의 생명윤리 심의 원회로부터 IRB승인

(1041490-201805-HR-005)을 받은 후 수행하 다. 연구

진행은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방법,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철회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

이익은 없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서면으로 설명하

고 연구 참여 서면 동의서를받은 218명에게설문을 진행

하 다. 이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

외한 208명 자료만을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2.3 연 도  

2.3.1 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한 지식, 단, 기

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24],,

Schwrian[25]의 Six-De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26]가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27]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간호과정 11

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 력 계 8문항, 인

계/의사소통 6문항, 문직 발 9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최 45 에서 최고 225 까지이고, 각 문항은

5 Likert척도로서 ‘매우 못한다’1 에서 ‘매우잘한다’ 5

까지 수를 주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6]가 개발한 신뢰도는

Cronbach's α=0.96이었으며, Choi[27]의 연구에서는 0.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97이었다.

2.3.2 핵심기본간 술 수행 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에 해단순도뇨와 유

치도뇨가 ‘도뇨간호’로 단일화하고 ‘피하주사’에 ‘간이

당측정 검사’의 추가, 수술 후 간호가 ‘배액 리’, ‘IV

PCA 리’로 분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 도 모니터

용을 분리하여 23개 항목에 한간호 학생의 수행함에

따른 주 인 자신감 정도에 한 수로, Bang[13]의

연구에 근거하여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 , ‘잘 할 수 있

다’ 4 ,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 ,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 , ‘ 못하겠다’ 1 까지 선택하여 설문지에

작성한 평가 수를 나타낸다. 측정 수가 높을수록 수

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Bang[13]

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5이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핵심기본간 술 수행경험

한국간호교육평가원[7]이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

호술에 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가 ‘도뇨간호’로 단일

항목으로 합쳤으며 ‘피하주사’에 ‘간이 당측정 검사’의

추가, 수술 후 간호가 ‘배액 리’, ‘IV PCA 리’로 분

리되고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 도 모니터 용을 분리하

여 4개항목 추가하고 심페소생술 제세동기 용은 제

외하여 총 22개 항목이 도구에 포함되었다.

학생이 임상실습 체 과정을 통해 직 수행해 본경

우에는 ‘수행경험’ 3 , 단순히 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

니라 환자에게 용되는 이유나 방법을 알고 찰한 경

우와 간호사를 도우면서 함께 수행했지만 간호사가 주도

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 찰경험’ 2 , 수행경험도 찰경

험도 없는경우에는 ‘미경험’ 1 으로 처리하 으며 최

22 에서 최고 66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85이었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를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 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수행자신

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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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경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검증을

하 다. 학년과 핵심기본간호술 직 수행 여부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test로 분석하 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수행자

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고,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하 다. 독립변수에 한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변수들간의다 공선성은 공

차한계 (Tolerance) 0.71∼0.97의 범 로 0.1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28∼1.415의 범 로 기 10을

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에서 1.998

로 나타나 체계 상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 결과

3.1 적 특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87.0%이며, 종교가

있는 자가 37.5%이었다. 상자가 원하는 취업처는 병원

이 87.0%이었으며 병원이외의 취업처를 원하는 상자

가 13.0%이었다.

간호학과의 입학 동기는 ‘취업률고려’ 41.8%, ‘ 성 고

려’ 28.8%이었으며, 교우 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

가 52.9%이며 ‘좋은 편’이 43.3%이었고, 성 에 있어서는

‘3.0∼3.9’가 65.9%이었고 ‘3.0미만’과 ‘4.0이상’은 각각

18.8%, 15.4%이었다. 간호학과 입학 형은 일반고 출신

이 69.7%이고 특성화고 출신이 6.7%, 졸자 형은

18.3%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변인과의 계는 학년에서만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t=-8.234, p<.001), 수행자신감

(t=-3.298, p=.001)과 임상수행능력(t=-2.576, p=.011)이

통계 차이가있었으며 성별, 종교, 취업처, 입학동기

교우 계, 성 등에서는 통계 차이가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정도는 평균

2.13(±.23) , 수행자신감은 3.36(±.61) 이고 임상수행능

력 정도는 3.39(±.51) 이었다. Table 1

Table 1. Practice Experiences of CBNS, Self-confid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s Categories　
Experiences of CBNS Self-confidence Clinical Competence

n　 %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27 13.0 2.15 (.17) .619
(.537)

3.59 (.57) 2.156
(.032)

3.41 (.48) .220
(.826)Female 181 87.0 2.13 (.23) 3.33 (.60) 3.38 (.52)

Grade Grade 3 114 54.8 2.03 (.20) -8.234
(.000)

3.24 (.61) -3.298
(.001)

3.30 (.49 -2.576
(.011)Grade 4 94 45.2 2.25 (.19) 3.51 (.57) 3.48 (.52)

Religion Protestant 42 20.2 2.09 (.25) .882
(.483)

3.39 (.62) .110
(.954)

3.35 (.48) 2.026
(.111)Catholic 21 10.1 2.16 (.14) 3.40 (.70) 3.29 (.55)

Buddhist 15 7.2 2.17 (.19) 3.30 (.51) 3.14 (.31)

None 130 62.5 2.13 (.23) 3.35 (.60) 3.44 (.53)

Employment
field

General Hospital or Clinic 181 87.0 2.13 (.22) -.219
(.827)

3.38 (.59) 1.387
(.167)

3.41 (.52) 1.477
(.141)No General Hospital & clinic 27 13.0 2.14 (.25) 3.20 (.69) 3.25 (.47)

Motivation
for
admission

Grades in high school 28 13.5 2.13 (.27) .974
(.423)

3.18 (.58) 1.015
(.401)

3.26 (.52) .670
(.614)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b 60 28.8 2.10 (.19) 3.39 (.55) 3.39 (.52)

Getting a job easily 87 41.8 2.16 (.23) 3.39 (.62) 3.44 (.49)

Recommendation or Othersd 33 15.9 2.11 (.22) 3.42 (.71) 3.35 (.48)

Academic
achievement

< 2.9 39 18.8 2.12 (.23) 1.913
(.150)

3.38 (.65) .393
(.675)

3.40 (.46) .249
(.785)3.0 ~ 3.9 137 65.9 2.15 (.21) 3.37 (.61) 3.37 (.52)

4.0 ≤ 32 15.4 2.06 (.26) 3.27 (.54) 3.43 (.55)

Satisfaction of
CBNS practice

Satisfaction 128 61.5 2.13 (.25) .039
(.962)

3.42 (.65) 1.513
(.223)

3.71 (.51) 1.930
(.148)Common 70 33.7 2.13 (.19) 3.28 (.52) 3.76 (.57)

Dissatisfaction 10 4.8 2.14 (.12) 3.22 (.53) 3.90 (.60)

208 100 2.13 (.23) 3.36 (.61) 3.39 (.51)

* CBNS: Core Basic Nurs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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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핵심기본간 술 수행경험  수행 신감

상자의 학년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과 수행자

신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학년별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경험을 살펴보면, 직 수행 한 가장 높은 순 항목은

활력징후로 3학년이 107명(93.9%), 4학년이 94명(100%)

이며, 다음은 간이 당측정검사로 3학년이 82명(71.9%),

4학년이 85명(90.4%)이었다.

Table 2. Practice Experiences of CBNS, Self-confid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CBNS items 

(N=208)

CBNS items

Experiences of CBNS
Self-confidence of CBNS

3rd grade 4th grade

Experience of
perforamance

Experience of
ovservation

No
experience

Experience of
perforamance

Experience of
ovservation

No
experience

3rd grade 4th grade t(p)

Vital sign 107(93.9) 7(6.1) 0(0.0) 94(100) 0(0.0) 0(0.0) 4.20(.85) 4.57(.66)
-3.457
(.001)

Oral medication 23(20.2) 87(76.3) 4(3.5) 46(48.9) 48(51.1) 0(0.0) 3.93(.82) 4.33(.72)
-3.668
(<.001)

Intramuscular injection 10(8.8) 93(81.6) 11(9.6) 28(29.8) 66(70.2) 0(0.0) 2.82(.99) 3.21(.98)
-2.885
(.004)

Subcutaneous injection 10(8.8) 98(86.0) 11(9.6) 38(40.4) 56(59.6) 0(0.0) 2.87(.93) 3.46(.95)
-4.398
(<.001)

Blood sugar test 82(71.9) 32(28.1) 0(0.0) 85(90.4) 9(9.6) 0(0.0) 4.47(.80) 4.63(.69)
-1.554
(.122)

Intradermal
injection(Including AST**)

15(13.2) 88(77.2) 11(9.6) 19(20.2) 75(79.8) 0(0.0) 2.85(.98) 3.26(.91)
-2.974
(.003)

Peripheral intravenous fluid
injection

15(13.2) 99(86.8) 0(0.0) 15(16.0) 79(84.0) 0(0.0) 2.78(.99) 2.95(.99)
-1.123
(.263)

Blood transfusion 4(3.5) 106(93.0) 4(3.5) 3(3.2) 91(96.8) 0(0.0) 2.35(.95) 2.53(.88)
-1.408
(.161)

Intermittent gastric tube
feeding

9(7.9) 92(80.7) 13(11.4) 25(26.6) 69(73.4) 0(0.0) 3.03(.98) 3.17(.97)
-1.022
(.308)

Nelaton or Indwelling
catheterization

5(4.4) 81(71.1) 28(24.6) 6(6.4) 82(87.2) 6(6.4) 2.40(.93) 2.65(.94)
-1.907
(.058)

Enema 0(0.0) 63(55.3) 51(44.7) 7(7.4) 71(75.5) 16(17.0) 2.33(.98) 2.65(.94)
-2.304
(.022)

Preoperative care 8(7.0) 77(67.5) 29(25.4) 16(17.0) 76(80.9) 2(2.1) 3.75(.87) 3.7`(.84)
.276

(.783)

Postoperative care 7(6.1) 89(78.1) 18(15.8) 14(4.9) 80(85.1) 0(0.0) 3.75(.85) 3.68(.85)
.548

(.584)

Drainage tube-JP, Hemovac
management

4(3.5) 82(71.9) 28(24.6) 12(12.8) 82(87.2) 0(0.0) 3.44(.95) 3.48(.91)
-.309
(.758)

IV PCA management 5(4.4) 85(74.6) 24(21.1) 11(11.7) 80(85.1) 3(3.2) 3.53(.97) 3.72(.97)
-1.453
(.148)

Management of admission 17(14.9) 95(83.3) 2(1.8) 18(19.1) 76(80.9) 0(0.0) 3.76(.90) 3.83(.93)
-.521
(.603)

Wearing protection
equipments when entering a
quarantine room and
managing medical wastes

32(28.1) 60(52.6) 22(19.3) 24(25.5) 60(63.8) 10(10.6) 3.42(.98) 3.45(.99)
-.174
(.862)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s

90(78.9) 20(17.5) 4(3.5) 78(83.0) 16(17.0) 0(0.0) 4.27(.91) 4.52(.77)
-2.097
(.037)

EKG monitoring 12(10.5) 86(75.4) 16(14.0) 29(30.9) 65(69.1) 0(0.0) 2.75(.96) 3.50(.97)
-4.323
(<.001)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42(36.8) 67(58.8) 5(4.4) 36(38.3) 58(61.7) 0(0.0) 3.62(.99) 3.94(.80)
-2.377
(.018)

Tracheal suction 6(5.3) 84(73.7) 24(21.1) 23(24.5) 63(67.0) 8(8.5) 2.95(.99) 3.23(.95)
-1.928
(.055)

Management of t-cannula 0(0.0) 59(51.8) 55(48.2) 9(9.6) 72(76.6) 13(13.8) 2.63(.97) 3.02(.97)
-2.47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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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서는 활력징후, 당측정검사 정맥수액주

입은 모든 학생이 직 수행하거나 찰한것으로 나타났

으나 배출 장과 기 개 리를 직 수행 한 학생

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는 도뇨(6.4%),

장(17%), 수술 간호(2.1%), IV PCA 리(3.2%), 격리

실 출입시 보호장구착용 폐기물 리(10.6%), 기 내

흡인(8.5%)과 기 개 리(13.8%)를 직 수행하거

나 찰하지도 못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과 4학년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

은 항목은 3학년에서 당측정검사(4.47±.80), 산소요법

(4.27±.91), 활력징후측정(4.20±.85) 순이었으며 4학년은

당측정검사(4.63±.69), 활력징후측정(4.57±.66), 산소요

법(4.52±.77) 순이었다. 이에 반해 낮은 항목은 3학년은

배출 장(2.33±.98), 수 요법(2.35±.95), 도뇨간호(2.40±.93)

순이었으며, 4학년은 수 요법(2.53±.88), 도뇨간호

(2.65±.94), 배출 장(2.65±.94) 순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있어 학년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활력징후(t=-3.457,

p=.001), 경구투약(t=-3.668, p<.001), 근육주사(t=-2.885,

p=.004), 피하주사(t=-4.398, p<.001), 피내주사(t=-2.974,

p=.003), 배출 장(t=-2.304, p=.022), 산소포화도 측정

(t=-2.097, p=.037), 심 도 모니터 용(t=-4.323, p<.001),

산소요법(t=-2.377, p=.018) 기 개 리(t=-2.478,

p=.014)로 나타났다.

3.3 핵심기본간 술 직접수행 여 에 따  수행

신감  상수행능력

핵심기본간호술의 직 수행한 군과 찰하거나 미수

행한 군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able 3과 같다. 핵심기본간호술 직 수행 여부

에 따른 수행자신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근육주사(t=3.077, p=.002), 피하주사(t=3.191,

p=.002), 당검사(t=2.140, p=.034), 피내주사(t=2.358,

p=.019), 수 요법(t=2.429, p=.016), 양(t=2.038,

p=.043), 배출 장(t=2.834, p=.005), 격리실 출입시 보호

장구 착용 폐기물 리(t=2.524, p=.012), 심 도 모니

터 용(t=2.881, p=.004)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근육주사(t=2.448, p=.015), 피하주사(t=3.511, p=.001),

당측정검사(t=3.182, p=.002), 심 도 모니터 용(t=3.127,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3. Self-confid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 in Performing CBNS items 

(N=208) 

CBNS items Performance
Observation

or No
experience

Self-confidence Clinical Competence

Performance
Observation

or No
experience

t(p) Performance
Observation

or No
experience

t(p)

Vital sign 200(96.2) 8(3.9)
3.36
(.60)

3.38
(.68)

-083
(.938)

3.39
(.51)

3.22
(.41)

.861
(.390)

Oral medication 69(33.2) 69(33.2)
3.36
(.59)

3.36
(.62)

-.069
(.945)

3.45
(.47)

3.35
(.52)

1.328
(.186)

Intramuscular injection 38(18.3) 170(81.7)
3.63
(.51)

3.30
(.61)

3.077
(.002)

3.57
(.60)

3.35
(.48)

2.448
(.015)

Subcutaneous injection 48(23.1) 160(76.9)
3.60
(.51)

3.29
(.61)

3.191
(.002)

3.61
(.57)

3.32
(.47)

3.511
(.001)

Blood sugar test 167(80.3) 41(19.7)
3.40
(.59)

3.18
(.62)

2.140
(.034)

3.44
(.51)

3.16
(.47)

3.182
(.002)

Intradermal
injection(Including AST**)

34(16.3) 174(83.7)
3.58
(.61)

3.32
(.59)

2.358
(.019)

3.53
(.62)

3.36
(.48)

1.773
(.078)

Peripheral intravenous
fluid injection

30(14.4) 178(85.6)
3.53
(.58)

3.33
(.61)

1.685
(.093)

3.51
(.52)

3.37
(.50)

1.408
(.161)

Blood transfusion 7(3.4) 201(96.6)
3.90
(.50)

3.34
(.60)

2.429
(.016)

3.53
(.60)

3.38
(.51)

0.778
(.437)

Intermittent gastric
tube feeding

34(16.3) 174(83.7)
3.55
(.64)

3.32
(.59)

2.038
(.043)

3.50
(.57)

3.36
(.50)

1.449
(.149)

Nelaton or Indwelling
catheterization

11(5.3) 197(94.7)
3.46
(.77)

3.35
(.60)

.574
(.566)

3.24
(.60)

3.39
(.51)

-.956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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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핵심기본간 술 수행경험, 수행 신감  

상수행능력 간  계

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r=.215, p=.002)과 수행자신감(r=.564, p<.001)에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핵심기본간호술 수

행경험과 수행자신감((r=.333, p<.001)은 순상 계가

있었다. Table 4

3.5 상수행능에 향  미치는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악하기

해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일반 특성에

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학년을 가변수로 변환한 후 독

립변수로 투입하 다.

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임상수행능력모형 검증 결과통

계 으로 유의하여(F=31.893, p<.001) 모형이 합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β=.549, t=8.955, p<.001)

으로 그 설명력은 31.2%이었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208)

Experiences
of CBNS

Self
-confidence

Clinical
Competence

Experiences
of CBNS

1

Self
-confidence

.333(<.001) 1

Clinical
Competence

.215(.002) .564(<.001) 1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77.731 8.575 9.064 <.001 .322 .312 31.893(<.001)

Grade 2.218 3.071 .048 .722 .471

Experiences of CBNS .051 .288 .012 .178 .859

Self-confidence .906 .101 .549 8.955 <.001

Enema 7(3.4) 201(96.6)
3.99
(.45)

3.34
(.61)

2.834
(.005)

3.72
(.55)

3.37
(.51)

1.793
(.074)

Preoperative care 24(11.5) 184(88.5)
3.51
(.60)

3.34
(.61)

1.251
(.213)

3.46
(.48)

3.38
(.52)

.713
(.476)

Postoperative care 21(10.1) 187(89.9)
3.52
(.61)

3.34
(.60)

1.258
(.210)

3.50
(.54)

3.37
(.51)

1.119
(.264)

Drainage tube-JP,
Hemovac management

15(7.2) 192(92.3)
3.64
(.45)

3.33
(.61)

1.945
(.053)

3.48
(.71)

3.38
(.49)

.763
(.447)

IV PCA management 16(7.7) 192(92.3)
3.55
(.58)

3.34
(.61)

1.299
(.195)

3.55
(.56)

3.37
(.51)

1.344
(.180)

Management of
admission

34(16.3) 173(83.2)
3.54
(.47)

3.32
(.63)

1.888
(.060)

3.53
(.47)

3.36
(.51)

1.815
(.071)

Wearing protection
equipments when
entering a quarantine
room and managing
medical wastes

53(25.5) 152(73.1)
3.53
(.60)

3.30
(.60)

2.524
(.012)

3.44
(.59)

3.36
(.48)

.962
(.337)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s

163(78.4) 40(19.2)
3.36
(.60)

3.35
(.65)

.143
(.887)

3.39
(.50)

3.38
(.56)

.084
(.933)

EKG monitoring 40(19.2) 167(80.3)
3.60
(.62)

3.30
(.59)

2.881
(.004)

3.60
(.49)

3.33
(.50)

3.127
(.002)

Oxygen therapy with
nasal cannula

74(35.6) 130(62.5)
3.45
(.63)

3.30
(.59)

1.744
(.083)

3.42
(.46)

3.37
(.54)

.664
(.507)

Tracheal suction 27(13.0) 179(86.1)
3.55
(.51)

3.33
(.62)

1.787
(.075)

3.46
(.47)

3.37
(.52)

.835
(.405)

Management of
t-cannula

9(4.3) 199(95.7)
3.66
(.51)

3.35
(.61)

1.591
(.113)

3.47
(.56)

3.38
(.51)

.556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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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간호 학생에게 임상실습교육은 통합 이며 체계

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간호사로서태도를 갖

도록 하며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기본이 되는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이론교육과 더불어그 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2,28].

특히 간호교육평가원 평가에서는 임상 실습환경과 실

습운 내용 그리고 간호학생의 실무능력을평가하기

하여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을 직 수행 할 수 있는지 평

가하고 있으나 임상의 실제 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

는 항목만으로 구성된 핵심기본간호술 조차도실제 경험

해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2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핵심기본간호술 경

험 정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악하고, 임삼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핵심기본간호술을 직 수

행한 경험이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와 간이 당측정검사

이었으며, 찰경험 조차 없는 항목으로 높은 것은 기

개 리와 배출 장으로 나타났다. 한 3학년에서

는 배출 장과 기 개 리를 직 수행 한 학생은

한명도 없으며, 한학기 실습만을 남겨두고 있는 4학년에

서 도뇨, 배출 장, 수술 간호, IV PCA 리, 격리실 출

입시 보호장구 착용 폐기물 리, 기 내 흡인과 기

개 리를 찰조차 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서 활력징후, 당측정, 산소

포화도가 수행경험이 높고 수술주기간호, 수 , 제세동이

낮다는 Han[9]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생들의 임상

실습 경험이 안 하고 단순한 간호활동에편 되어 있고

[5],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한 상자의 요구 증가에 따

른 간호사들의 고 험도 간호활동이 학생들에게 수행해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29]는 연구 결과라 생각된다.

한 간호교육에 있어 임상실습의 교육목표를달성함에 있

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을실무 장에서 통

합하고 용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직 수행하고 찰

한 간호활동에 해 검하고, 보다 실질 인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 실 으

로 제한된 임상실습 환경에서 변화하는의료 장에 맞는

능력을 갖춘 문인을 양성하기 해서라도임상실습 환

경에 한 분석과 임상 실습교육에만 념할 수있는 임

상실습교육 지도자의 역할을 확 시켜야 할 것이다[4].

본 연구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5 만

에 3.36 이었으며 수행 자신감이 높은 항목은 당측정

검사, 산소요법, 활력징후측정이었고, 낮은 항목은 배출

장, 도뇨간호, 수 요법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에 있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활

력징후,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배출

장, 산소포화도측정, 심 도 모니터 용, 산소요법 기

개 리이며 핵심기본간호술 직 수행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항목은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배출

장, 산소포화도 측정, 심 도 모니터 용, 간이 당검

사, 간헐 양, 격리실 출입시보호장구 착용 폐

기물 리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 장 학생실습 역에서 부분이 찰 주

인데 반해 활력징후와 간이 당측정은 직 수행의 기회

가 높아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Yang 등[30]과

Song[31]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학년이나 핵심기본간호

술 직 수행여부에 따른 통계 차이는 임상에서의 직

수행 경험이 수행에 한 자신감에 향을 다는 Han

등[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

고 당검사와 같이 수행과정이 비교 쉽고 간단하여

임상 장에서 직 수행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가하면 정맥주입과 같이 간호술의 난이도가

높아 한두번 직 수행 해 본다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

못하는 항목이 있어,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따라 기본

간호실습, 시뮬 이션실습 혹은 임상실습에 따른 수행의

자신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9],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따라 강화되어야 할 교육 장과 실습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실습교육에 있어 이에 한평가와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5 만 에 3.39

으로 Choi(3.58 )[29], Shin과 Cho(3.45 )[22], Park(3.09

)등[3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의료 장의 변화에 따른 상자의 질 의료서비스

에 한 증가와 학생들의 찰 주 실습으로 인한 임상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으로[22,33],

환자 상의 실습을 체할 수 있는 구체 인 교육방법

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실습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

험과 수행자신감에 순상 계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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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으로 그 설명력은 3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행자신

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며[13,34], 임상실

습에 한 경험이나 수행에 한자신감이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29]와 일치하는 것으로 통합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Moon[35]의 연구결과처럼 핵심기본간호술의 교내실습

과 임상실습을 연계한 융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간호학생들의 간호술 수행이 실 으로

어려운 임상 장에서 병원은 실습교육의 주체의식을 갖

고 극 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임상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한 새로운 개선 방안 모색 문

제해결로 간호교육이 실습교육을 통한 이론과실무가 통

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D지역 일개 보건 학교 간호 학생 208명

을 상으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

를 알아보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요인을 알아보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는 평균은 3 만

에 2.13 이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평균

은 5 만 에 3.36 이었고,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5

만 에 3.39 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수행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학년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에 있어 직 수행 경험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활력징후측

정과 간이 당측정검사이며, 수행자신감이 높은 항목도

간이 당측정검사와 활력징후이었다.

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경험

과 수행자신감에 순상 계를 보 으며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경험정도와 수행자신감도 순상 계가 있었다.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향력을 갖는변인은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으로 31.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

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에 한 자신감을 높이기 한 임상 장에서의 수행경

험을 늘리고 실 으로 부딪히는 실습경험의 어려움에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기

본간호술 항목에 따라 임상실습 수행경험이 있더라도

수행자신감과 임상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술기항목별 실습장소 실습방법에 따른 교육효

과에 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

과 학생을 상으로 하 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자를 다양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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