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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프 그램학습 과에 대한 요  분

남 미
거 대학  간호학과

Analysi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Needs 

about Program outcomes

Soung-Mi Nam

Dept of Nursing, Koje College

  약  본연구는간호 학생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요도와 재수 인식정도를조사하여간호교육요구와우선순

를 분석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K시에 소재한 일 학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을 상으로 2017년 10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56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로그램으로 t-test, 

ANOVA,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모델을활용하여분석하 다. 본연구결과 로그램학습성과항목 요도는

핵심기본간호술 용, 통합 간호술 용, 간호실무의법 , 윤리 기 이해와 용순이었으며, 재수 은치료 의사

소통 용, 핵심기본간호술 용, 간호 문직표 이해순으로나타났다. Borich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복성

확인을통한최우선순 항목은통합 간호술 용, 핵심기본간호술 용, 보건의료 간 력 계, 간호과정 용, 간호실

무의법 , 윤리 기 이해와 용이며, 차순 는치료 의사소통, 간호 문직표 이해로나타났다. 본연구는 로그햄

학습성과에 한교육요구와최우선순 차순 를 악하여교육과정개선에필요한기 자료와방법론 근을제공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for program outcomes in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included 256 nursing students at K college, and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30 to 

December 22, 2017. Data was analyzed with SPSS WIN 20.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Borich's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Results found that subjects recognized that the present level was 

high about 'Apply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Provid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Understanding nursing 

profession standards'. 'Provide fundamental nursing skills', 'Apply a nursing intervention', 'Understanding legal and 

ethical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and implement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sub-elements of program outcomes. 

In according with the Borich's needs value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pply a nursing intervention',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cooperation within the healthcare team', 'Provid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xecute 

the nursing process', 'Understanding the legal and ethical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and implement' were identified 

as the top priorities of educational needs.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outcome-based curriculum and nursing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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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간호교육계는 국내외 보건의료 장에서요구하는 간

호사 역량을 갖춘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지속 인

로그램 개선과 간호교육의질 향상을 해간호교육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3주기 간호

교육인증평가에서는 지난 2주기를 통해 구축한 학습성

과기반 교육체제의 안정 인 운 과 성과기반 교육 로

그램의 질 리를 강화하 다[1]. 성과기반 교육이란 교

육의 결과로 기 되는 학습성과를 학 과정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설정한후 그 학습성과를 성취하도록교육활

동을 개하고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함으로

서 졸업생들의 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패러다임이

다[2].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평가원이 제시한 12개의

로그램학습성과와 학의 비 , 교육목표, 지역사회의

특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반 하여 간호교육기

별 로그램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정을 운 하도록 하고 있다. 

로그램학습성과는 학생이 졸업하는 시 에서 갖추

어야 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일반 으로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갖

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략 등을 재조정하고 능동 으

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의미한다[3]. 학습성과는교수

자에게는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선택하는 기 이되며

학생에게는효과 인학습계획 수립과 재자신의성과

와 성취수 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4]. 따라서 성과기

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 하기 해서는 로그램학

습성과에 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해 뿐만 아니라, 요

구분석을 통해 최우선 역량을 도출하여 로그램에 용

시키고[5]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 하여야 한다[6]. 

교육요구분석은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육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근거 는 의사결정을 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되어야하는과정이

다[7]. 교육요구분석을 한 자료수집은 설문기법이 가

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문지는 재수 과 바람직한

수 등 2가지 척도로 구성하고, 수집된 자료는 재수

과바람직한 수 의 차이를 규명하고 우선순 를결정

하는 과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8]. 

교육요구분석에서 우선순 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t검

정, Borich 요구도[9], The Locus for Focus모델[10]이

있다. t검정은단순한차이만고려할 뿐바람직한 방향성

에 한 단은 어렵고, Borich 요구도는 요도에 가

치를 부여하여 t검정의 단 을 보완하 으나 산출 값에

따라 나열된 순 에서 일차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악하는데는 제한 이 있다. The Locus for Focus모델

은 Borich 요구도처럼 요도에 가 치를 부여하면서

요도의평균값 요도와 재수 의차이의평균값을

기 으로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항목들의

수를 표시하여 우선순 를 시각 으로 결정하는데 도움

을 다[8]. 최근 교육요구분석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우선순 결과를 제시하고자 의 3가지 방법이

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 학생의 교육요구에 한 선행연구는 학

습성과성취도와 요도인식[6], Borich 공식을활용한연

구[11,12]만있을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간호 학생

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요도와 재수 을 악

하고, t검정, Borich 요구도, The Locus for Focus모델을활

용하여 교육요구와 우선순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

선과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요도와 재수 인식정도와간호교육요구도를

악하여간호교육과정개선 로그램 개발에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재수 과

요도 인식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일반 특성에 따른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교육 요구도와

우선순 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재수 과 요도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간호교육요구와

우선순 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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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 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일 학 4년제 간호학과 재

학생 256명을 상으로 하 다. 

G* 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 간 효과크기 0.25, 유의수 .05, 검정

력(1-β) .80와 4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180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256명의 자

료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2.3 연 도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자 Yoon[13]이 제시한방법을 보완하여 Fig. 1의 차로

설문지를 개발하 다. 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

한 12개의 간호학사학 로그램학습성과 에서 간호

학생의 수행 측면을 고려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한

문분야 간 력 계를 설명한다’와 ‘보건의료 내

업무조정 역할의 요성을 설명한다’는 ‘건강문제 해결

을 한 문분야간 력 계와 보건의료 내 업무조정

역할의 요성을 설명한다’ 로, ‘간호리더십의 원리를 비

교, 분석한다’ 와 ‘간호 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간

호리더십의 원리를 비교, 분석하고 내 리더십을 발휘

한다’ 로 통합하여 10개의 로그램학습성과를 선정하

다. 선정된 로그램학습성과는 간호사핵심역량과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선행연구와문헌 고찰을 통해 조

작 정의를 작성하 으며, 이를 토 로 로그램학습성

과의 수행 거를 설정하 다[14]. 수행 거를 토 로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에 한 1차 설문

지는간호학 교수 2인의 내부 검토와간호 학생 6명을

상으로 사 조사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 다. 최종

간호학 교수 3인과 종합병원 상 종합병원 임상 장

지도자 2인을 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개별

문항의 내용타당도지수(I-CVI)는 .80에서 1.00 사이

고, 척도 내용타당도 지수(S-CVI/Ave)는 .96으로 본 연

구도구의 타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

을 거쳐 완성된 간호교육요구에 한 설문지는 일반

특성인 학년, 성별, 임상실습 경험 유무와 로그램학습

성과, 정의, 수행 거, 요도 재수 으로 구성되었

다. 각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는 ‘ 요하지 않

다~ 매우 요하다’로, 재수 은 ‘ 못한다 ~ 매우

잘한다’의 각각 7 척도로 측정하 다. 도구의 신뢰도

는 요도 척도는 cronbach α .924, 재수 척도는

cronbach α .922로 나타났다. 

Process Contents

Setting program
outcomes

Establishment of program outco-mes to 
be achieved through 
nursing education 

↓

Definition of 
program outcomes

Establish operational definition of 
program outcomes through literat-ure 
review

↓

Setting the 
performance criteria

Set performance criteria based on 
definition

↓

Questionnaire 
first review

Review questionnaire content by two 
nursing profession

↓

Pre test 
Pre test on 6 nursing students 
and correction of questionnaires 

↓

Verifying th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and
confirmation of questionnaire

Fig. 1. Questionnaire development process

2.4 료수집   리  고려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상자의 윤리 보호를 해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자율 으로 결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 다. 한

설문 작성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사 조사에 참여한학생 6명을 제외한 총 261명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

외한 25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2.5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은 평균과 표 편차로 산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으며, 일

반 특성에 따른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의 차이는 t-test, ANOVA로 검증하 다. 상자의 간

호교육요구 분석은 Cho[8]가 제시한 교육요구 분석의

5단계 과정으로 분석하 다.

1단계: paired t –test를 통한 요수 과 재 수

의 차이 확인한다. 2단계: Borich 요구도공식을 통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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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를 제시한다. 3단계: The Locus for Focus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제시한다. 4단계: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HH 사분면에 속한 항목 개수를 확인, 해당

개수만큼의 Borich요구도 상 순 를 결정한다. 5단계: 

Borich요구도 공식의 상 순서 항목들과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HH 사분면에 속한 항목들 간 복성 확인

을 통해 최우선 순 군과 차순 군 결정한다.

3. 연 결과

3.1 대상  프로그램학습 과에 대한 중

도  현재수준 식 

상자가 인식한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는 평균

6.12 으로 높았으며, 재수 은 평균 4.51 으로 나타

났다. 로그램학습성과 모든 항목의 재수 과 요도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1), 체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교육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는 PO2 핵심기본간호

술 용이 평균 6.53 으로 가장 높았고, PO1 통합 간

호술 용 6.41 , PO7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 6.22 순으로 나타났다. 재수 이 가장

높은 항목은 PO3 치료 의사소통 용으로 평균 4.89

이었으며, 다음으로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 4.68 , 

PO6 간호 문직 표 이해 4.63 순이었다. PO9 간호

연구 수행, PO1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인지, PO8 간호

리더십 이해 발휘 항목은 재수 과 요도 모두 낮

았다[Table 1]. 

3.2 대상   특 에 따  프로그램학

습 과  중 도  현재수준  차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먼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54명(21.1%), 

여학생 202명(78.9%)이었으며, 1학년 71명(27.7%), 2학

년 69명(27%), 3학년 61명(23.8%), 4학년 55명(21.5%) 

이었다.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상자가 140명(54.7%), 

실습경험이 있는 상자가 116명(45.3%) 이었다. 

로그램학습성과 체에 한 요도 인식은 성별에

따라서는차이가없었으나,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

타났고(F=4.858, p=.003),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t=2.946, p=.004). 로그램학습성과의

재수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t=2.083, p= 

.038),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았으며(t=-3.452, 

p=.001), 4학년이 1,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4.946, p=.002) [Table 2].

상자의성별에따른 로그램학습성과항목별 요도차

이는 PO3 치료 의사소통 용(t=-2.291, p=.023), PO4 보건

Program outcomes
Importance Present level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1. Apply a nursing intervention based on cultural knowledge and major 

knowledge  to a client integrally.
6.41±.80 4.56±.94 1.86±1.20 24.792 <.001

2. Provid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roperly to a client. 6.53±.76 4.68±.97 1.85±1.14 25.945 <.001

3. Apply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
6.18±.91 4.89±1.09 1.29±1.40 14.682 <.001

4.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cooperation within the 

healthcare team in order to solve health problems.
6.17±.86 4.48±.96 1.69±1.27 21.319 <.001

5. Execute the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inference.
6.15±.95 4.44±1.04 1.71±1.33 20.639 <.001

6. Understand the nursing profession standards. 6.15±.94 4.63±1.04 1.52±1.34 18.104 <.001

7. Understand the legal and ethical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and 

implement them.
6.22±.90 4.57±1.07 1.65±1.33 19.759 <.001

8. Compare and analyze the principles of nursing leadership and exert 

leadership in the team.
5.90±1.04 4.38±1.08 1.53±1.40 17.490 <.001

9. Plans for Nursing Research and executes 5.73±1.12 4.23±1.06 1.51±1.36 17.733 <.001

10. Recognize the chang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healthcare policy. 5.74±1.15 4.23±1.15 1.50±1.42 16.948 <.001

Total 6.12±.73 4.51±.80 1.61±1.04 24.785 <.001

Table 1. Difference between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program outcomes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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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간 력 계(t=-2.539, p=.012) 항목에서여학생이높았

으며, 재수 은 PO5 간호과정 용(t=2.103, p=.036), PO1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t=2.328, p=.021)항목에서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요도 인식의 차이는

PO6 간호 문직 표 이해(t=2.041 p=.042), PO8 간호

리더십(t=3.149, p=.002), PO9 간호연구 (t=5.312, p<.001),

PO1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이해(t=4.731, p<.001) 항목

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수 은 PO1 통합 간호술 용(t=-3.281, p=.001),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t=-5.336, p<.001), PO3 치료

의사소통(t=-5.140, p<.001), PO5 간호과정 용(t=-3.952,

p<.001), PO6 간호 문직 표 이해(t=-3.574, p<.001), 

PO7 간호 실무의 법 윤리 기 이해 통합

(t=-3.271, p=.001) 항목은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상자

가 재수 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나타났다[Table 3].  

학년별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와 재수 은

Table 4와같다. 요도는 PO2 핵심기본간호술은 4학년

이 1학년보다 높았으며(F=3.961, p=.009), PO3 치료

의사소통(F=4.651, p=.003)과, PO5 간호과정 용

(F=3.805, p=.011),  PO8 간호리더십(F=3.764, p=.011), 

PO9 간호연구(F=10.553, p<.001), PO10 보건의료정책

인지(F=8.551, p<.001)항목에서 2학년의 요도 인식이

Characteristics Importance Present level

Category N(%)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54(21.1) 5.98±.89

-1.529(.127)
4.71±.75

2.083(.038)
Female 202(78.9) 6.15±.68 4.46±.81

Clinical

practice

No 140(54.7) 6.24±.73
2.946(.004)

4.36±.84
-3.452(.001)

Yes 116(45.3) 5.97±.71 4.69±.72

Grade

1st 71(27.7) 6.12±.79

4.858(.003)

2nd>3rd

4.33±.84

4.946(.002)

1st,2nd<4th

2nd 69(27.0) 6.37±.65 4.39±.84

3rd 61(23.8) 5.89±.77 4.58±.76

4th 55(21.5) 6.06±.63 4.82±.64

Table 2. Difference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program outcom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6)

Program 

outcome

Gender Clinical practice

Importance Present level Importance Present level

M F t(p) M F t(p) No Yes t(p) No Yes t(p)

PO1 6.24±.97 6.46±.75
-1.795

(.074)
4.67±.97 4.53±.94

.947

(.344)
6.47±.80 6.34±.80

1.258

(.209)
4.39±.97 4.77±.87

-3.281

(.001)

PO2 6.39±.92 6.56±.70
-1.519

(.130)
4.80±.88 4.65±.99

.995

(.321)
6.47±.81 6.59±.68

-1.302

(.194)
4.40±.92 5.02±.92

-5.336

(<.001)

PO3 5.93±1.06 6.24±.86
-2.291

(.023)
5.09±1.03 4.84±1.11

1.532

(.127)
6.27±.88 6.06±.94

1.857

(.065)
4.59±1.06 5.26±1.02

-5.140

(<.001)

PO4 5.91±1.07 6.24±.78
-2.539

(.012)
4.70±.92 4.42±.96

1.939

(.054)
6.21±.85 6.11±.86

.949

(344)
4.38±.99 4.60±.89

-1.879

(.061)

PO5 5.98±1.11 6.19±.90
-1.495

(.136)
4.70±1.14 4.37±1.00

2.103

(.036)
6.25±.87 6.03±1.03

1.819

(.070)
4.21±1.04 4.72±.98

-3.952

(<.001)

PO6 6.07±1.01 6.17±.93
-.652

(.515)
4.69±1.06 4.61±1.04

.445

(.656)
6.26±.88 6.02±1.00

2.041

(.042)
4.42±1.01 4.88±1.03

-3.574

(<.001)

PO7 6.11±1.02 6.25±.86
-1.031

(.304)
4.81±1.15 4.51±1.04

1.867

(.063)
6.28±.82 6.16±.97

1.098

(.273)
4.38±1.09 4.81±.99

-3.271

(.001)

PO8 5.80±1.14 5.93±1.01
-.842

(.401)
4.61±1.11 4.31±1.07

1.809

(.072)
6.09±.95 5.68±1.11

3.149

(.002)
4.30±1.14 4.47±1.02

-1.217

(.225)

PO9 5.74±1.14 5.73±1.12
.047

(.963)
4.46±1.14 4.16±1.03

1.853

(.065)
6.06±.93 5.34±1.22

5.312

(.<001)
4.24±1.08 4.21±1.04

.151

(.880)

PO10 5.67±1.21 5.76±1.14
-.514

(.608)
4.56±1.33 4.15±1.09

2.328

(.021)
6.04±.97 5.38±1.25

4.731

(<.001)
4.25±1.12 4.21±1.19

.238

(.812)

Table 3. Difference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program outcomes by gender and clinical experience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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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재 수 은 PO1 통합 간호술 용

(F=5.458, p=.001), PO6 간호 문직 표 이해(F=4.525, 

p=.004), PO7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F=3.800, p=.011) 항목은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F=13.017, 

p<.001)과 PO3 치료 의사소통술 용(F=9.694, 

p<.001)은 1학년, 3학년, 4학년 순으로높게 나타났으며, 

PO5 간호과정 용은 4학년이 2학년보다 재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625, p<.001).

3.3 대상  프로그램학습 과에 대한 간호

도  우 순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간호교육 요구를

확인하기 해 상자의 재수 과 요도를 Borich 요

구도 공식으로 분석하 다.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

(12.0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PO1 통합 간호술

용(11.90), PO4 보건의료 간 력 계이해 통합

(11.81), PO5 간호과정 용(10.53), PO7 간호실무의 법

윤리 기 이해 용(10.2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학년별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은

PO1 통합 간호술 용(13.18),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12.66), PO5 간호과정 용(11.11), 항목이상 3개순

에 포함되었다. 2학년은 PO5 간호과정 용(14.39),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13.19), PO10 국내외보건의료

정책(13.19) 순이었으며, 3학년은 PO2 핵심기본간호술

Program 

outcome

Grades

Importance Present level

1st 2nd 3rd 4th
F(p)

scheffe

1st 2nd 3rd 4th
F(p)

scheffe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PO1 6.41±.89 6.54±.70 6.23±.94 6.47±.60 1.723(.163) 4.25±.86 4.52±1.07 4.64±.82 4.91±.91
5.458(.001)

1st<4th

PO2 6.38±.88 6.57±.72 6.41±.82 6.80±.40
3.961(.009)

1st<4th 4.31±.87 4.50±.96 4.79±.95 5.27±.83
13.017(<.001)

1s<3rd<4th

PO3 6.09±.96 6.45±.76 5.89±1.02 6.25±.79
4.651(.003)

3rd<2nd 4.49±1.01 4.68±1.10 5.15±1.09 5.38±.93
9.694(<.001)

1s<3rd<4th

PO4 6.09±.94 6.33±.74 5.95±.921 6.29±.76 2.742(.044) 4.35±.96 4.41±1.05 4.48±.91 4.75±.87 1.992(.116)

PO5 6.11±.92 6.39±.79 5.85±1.11 6.24±.90
3.805(.011)

3rd<2nd 4.30±1.02 4.13±1.06 4.56±.98 4.89±.96
6.625(<.001)

2nd<4th

PO6 6.15±.94 6.36±.80 5.98±1.06 6.05±.95 2.015(.112) 4.37±.99 4.48±1.04 4.82±1.09 4.95±.97
4.525(.004)

1st<4th

PO7 6.13±.91 6.43±.70 6.10±1.06 6.22±.88 1.978(.118) 4.32±.98 4.43±1.21 4.75±1.06 4.87±.92
3.800(.011)

1st<4th

PO8 6.00±.94 6.17±.95 5.74±1.22 5.62±.97
3.764(.011)

4th<2nd 4.27±1.23 4.33±1.04 4.30±1.08 4.65±.91 1.605(.189)

PO9 5.91±1.01 6.20±.81 5.43±1.31 5.25±1.11
10.553(<.001)

4th<2nd 4.23±1.19 4.25±.96 4.18±1.06 4.25±1.02 .059(.981)

PO10 5.87±1.01 6.20±.90 5.36±1.27 5.40±1.24
8.551(<.001)

3rd<2nd 4.36±1.17 4.13±1.06 4.16±1.25 4.27±1.13 .591(.621)

Table 4. Difference present level and importance in program outcomes by grades                     (N=256) 

Program 

outcom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All grades

Borich priority Locus Borich priority Locus Borich priority Locus Borich priority Locus Borich priority Locus

PO1 13.18 1 HH 12.82 4 HH 9.37 2 HH 9.48 1 HH 11.90 2 HH

PO2 12.66 2 HH 13.19 2 HH 9.56 1 HH 9.26 3 HH 12.06 1 HH

PO3 9.82 9 LL 11.25 10 HL 4.35 10 LL 5.29 10 LL 7.94 10 HL

PO4 10.68 6 LL 12.27 7 LL 8.70 3 HH 9.37 2 LH 11.81 3 HH

PO5 11.11 3 LH 14.39 1 HH 7.63 6 LL 8.15 4 LH 10.53 4 HH

PO6 10.94 5 HL 11.99 8 LL 6.86 9 HL 6.72 7 LL 9.34 6 HL

PO7 11.03 4 HH 12.73 5 HH 7.92 5 HH 8.15 4 HH 10.26 5 HH

PO8 10.60 7 LL 11.72 9 LL 8.50 4 LH 5.84 9 LH 9.01 7 LL

PO9 10.34 8 LL 12.45 6 LL 7.34 7 LL 6.06 8 LH 8.65 8 LL

PO10 9.22 10 LL 13.19 2 LH 7.05 8 LL 6.83 6 LL 8.63 9 LL

Table 5. Educational needs in program outcomes                                                   (N=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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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9.56), PO1 통합 간호술 용(9.37), PO4 보건의료

간 력 계(8.70) 순으로나타났다. 4학년은 PO1 통합

간호술 용(9.48)항목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PO4 

보건의료 간 력 계(9.37),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

(9.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간호 학생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교육요구도의

우선순 를 악하기 해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한

좌표평면 결과를 확인하 다. 로그램학습성과의 요

도 평균은 6.118이며 재수 과 요도 차이 평균은

1.609로 나타났다. 요도와 불일치 수 이 모두 평균보

다 높은 HH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PO1 통합 간호

술 용, PO2 핵심기본 간호술 용, PO4 보건의료 간

력 계, PO5 간호과정 용, PO7 간호실무의 법 , 윤

리 기 이해와 용 5개항목이었으며, 이는 Borich 요

구도 분석 결과 상 5개 항목과 일치하 다. 요도는

높으나불일치수 은낮은 HL사분면에는 PO6 간호 문

직표 이해, PO3 치료 의사소통이포함되었다[Fig 2]. 

Fig. 2. Priority of educational need in program outcomes 

by the Locus for Focus Mode (All grades)    

   

따라서 Borich요구도 공식의 상 항목들과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HH 사분면에 속한 항목들간

복성 확인을 통한 교육요구의 최우선 순 항목은 PO1 

통합 간호술 용,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 PO4 보

건의료 간 력 계, PO5 간호과정 용, PO7 간호실

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이며, 차 순 로 항

목은 PO3 치료 의사소통, PO6 간호 문직 표 이해

로 나타났다[Table 5].

4. 논

본 연구는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질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간호 학생의 로그램학습성과

에 한 교육요구와 우선순 를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요도 인식

정도는 7 만 에 6.12 (87.4%)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5 만 에 4.38 (87.6%)이었던 Bea와 Park[6]의

연구와, 5 만 에 4.37 (87.4%)으로 나타난 Cho 등

[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로그램학습성과 요도

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이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PO1 통합 간호술 용으로 Jung과

Lee[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PO1 통합 간호술

용 항목의 요도가 낮았던 Bea와 Park[6], Cho 등[11]

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간호학 공분야별 학

습성과에 한 문가델 이조사에서간호술의 통합

실무 용, 비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 용, 핵심기

본간호술 용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15], 간호학 교

수와 임상 장지도자를 상으로 한 로그램학습성과

항목의 AHP분석에서도 통합 간호술 용과 핵심기본

간호술 용의 가 치가 가장높게 나타나[14]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이 같은

결과는 재 3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에 한 간호 학생의 인식 향상과 장실무를 반 한

간호교육 로그램 운 의 정 결과로 사료된다. 

상자가 인식한 로그램학습성과에 한 재수

은 7 만 에 4.51 (64.4%)으로 나타나 5 만 에

3.28 (65.6%)인 Bea와 Park[6]의 연구와 5 만 에

3.62 (72.4%)이었던 Cho 등[11]의 연구결과 보다 다소

낮다. 이는 자기기입식 설문평가의 경우 자신의 수 보

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반 한다고도 불 수있지만[6], 

상자의 로그램학습성과 달성정도는 부족함이 있음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재수 이 가장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PO3 치료

의사소통이며 다음 순으로 PO2 핵심기본 간호술 용, 

PO6 간호 문직 표 이해 순이었다. 이는 항목별 순서

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 치료 의사소통술과

핵심기본 간호술 용 항목의 재수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6,11,12]. 간호학은 인

간 심학문이며간호교육 인증평가 기 에 따라 교육과

정에 인문사회학교과목을 8학 이상 편성운 하고있

으며, 임살실습과 시뮬 이션 실습 통합교과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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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자의 직, 간 간호 재를 수행함으로써 이들

항목의 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PO4 보건의료 간 력 계 항

목의 재수 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Bea와 Park[1], 

Cho 등[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교과목을 이수하는 낯선 환자, 보호자, 간호

사, 임상실습 지도자, 타 분야 의료진 등을 만나게 되고

매번낯선 환경에 응해야하므로다양한스트 스를 경

험하고 있다[16]. 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장 지도자들의 학생에 한 존 과 지지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임상실습 교과목

은 실무 장을 반 한 실습과 이론교육의 연계 담당

교수와 장지도자의 긴 한 업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성별에 따른 로그램학습성과의 재수 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특히 PO5 간호과정 용과

PO1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인지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녀 학생 차이가 없었던

Bae와 Park[6]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며 Cho 등[11]

의 연구와는 일치한다. 남학생이 54명, 여학생이 202명

으로 표본수가 작아 확 해석하기 어려우나, 남학생은

졸업이후 진로와 취업의 방향이 뚜렷하고간호사는 문

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많은

문지식과기술을배우고의료 환경의 흐름을 악하기

해 노력[18]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상자는 로그램학습성과의

재수 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 으며, 4학년의 재수

은 1, 2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Cho 등[1], Jung

과 Lee[12]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PO1 통합 간호

술 용, PO2 핵심기본간호술 용, PO3 치료 의사소

통술 용, PO5 간호과정 용, PO6 간호 문직 표 이

해, PO7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 6개

항목은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군과 4학년의 재수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

지식과 기술이 늘어나고 간호사는 문직이라는 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19], 3, 4학년에 이론과 실습을 연

계한 임상실습을 통해 이들 로그램학습성과를 지속 , 

반복 , 통합 으로 학습한 결과 수행능력이 향상된 것

이라 생각된다. 

Borich요구도 공식의 상 순서와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HH 사분면에 복으로 속한 최우선 순

군 항목에는 PO1 통합 간호술 용, PO2 핵심 기본간

호술 용, PO4 보건의료 간 력 계, PO5 간호과정

용, PO7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 5

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Borich 요구도를 구한 Cho 등

[11], Jung과 Lee[12]의 연구에서는 간호연구 수행,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변화인지 항목이 상 순서 으며 보건

의료 간 력 계와 간호실무의법 , 윤리 기 이해

와 용은 낮은 순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PO1 통합 간호술과 PO2 핵심기본 간호술 용은

상자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

식을 통합하여 직, 간 간호 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입학부터 졸업시 까지 지속 으로 성취되어야 할 학습

성과이다. 따라서 통 인 강의와 실습뿐 아니라 시뮬

이션이나 표 화 환자사례를활용하여 의료 장과유

사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간호 재를 직 수행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용할 필요가 있다. 

PO4 보건의료 간 력 계는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3, 4학년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동

안 간호 학생은자신의능력부족과 모호한 역할에 회의

감을 느끼고 낯선환경에서 치를 보아야 하는상황에서

자존감이 하된다[21]. 재 임상실습 교육은 학생 임

상실습 시간의 10% 정도를 교수가 지도하고 부분은

임상 장 지도자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와 장

지도자는긴 한 계를형성하여 학생들이 지지 인분

기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한

다. 한 장지도자는구체 이고 체계 인 오리엔테이

션을 실시하여낮선 실습환경에 한간호 학생의 응

력을 높이고 병동 간호사와의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O5 간호과정 용은 임상 장에서 신속하고정확한

단과 문제 해결을 해 요구되나 개인의 사고 체계와

의사결정을 합리 으로 환해야 하는과정은단시간내

에 습득되어지기가 어려워[20] 교육요구도 우선순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입생부터 비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목과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한

간호학 공과목 임상실습과목에서 사례기반 학습을

실시하여문제해결력을키울 수있도록계열 반복 으

로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O7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 항목

은 학년 모두 HH사분면에포함되었다. 임상실습은 간

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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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한 상자의 요구 증

가와 장의 교육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수 가능성과

험도가 낮은비침습 간호수행이나 찰 주의임상실

습이 이루진다는[17,22,23] 연구결과는 PO7에 한 교

육요구가 높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실무와 임상상황을 고려하여 교수와 장지

도자가 함께 실습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하여 이를 체계

으로 평가하는 임상실습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고 험 간호활동에 해서는 시뮬 이션교육이나, 

표 화 환자를 상으로 하는 교내실습을 강화하고, 최

종학년에 통합실습, 종합실습 등의 교과목을 운 할 필

요가 있다. 한 간호 학생의 자기주도성은임상실습만

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므로[23] 학생들로 하여

자신이 실습의 주체임을 알고 극 인 태도로 임상실습

을 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O9 간호연구 수행과 PO10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

화 인지 항목의 교육요구 우선순 는 낮게 나타나 Cho 

등[11], Jung과 Lee[12]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선행연구

에서도 본 연구결과처럼 이들 항목에 한 요도는 낮

았으나 재수 이 본 연구보다 상 으로 더 낮아

Borich 공식에 의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을 해서는 근거 심

간호를 수행해야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시 용되고

있는 간호 재의 근거가 되는 문헌과 논문을 찾아 학습

하고나아가 안을모색해보게 한다면 실무기반연구역

량과 함께 비 사고력도 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학생들이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인식하고 상자

옹호의 간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련 교과목뿐 아

니라 교과 외 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정책과

안에 심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4학년은 최우선과 차순 의 로그램학

습성과 항목에서 다른 학년에 비해 재수 이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로그램학습성과는

간호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시 에 갖추어

야할 능력과 자질이므로[1] 이같은 결과는 성과기반 교

육과정운 의 정 인 결과로 생각된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로그램학습성과

에 한 요도와 재수 을 조사하여 교육요구도를 분

석함으로써 간호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상자가인식한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는 평균 6.12 으로 높았으며, 재수 은 평균

4.51 으로 나타났다. 로그램학습성과의 요도는 핵

심기본간호술 용, 통합 간호술 용, 간호실무의 법

, 윤리 기 이해와 용 순이었으며, 재수 은치

료 의사소통 용, 핵심기본간호술 용, 간호 문직

표 이해 순으로 나타났다. Borich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모델의 복성 확인을 통한 최우선 순 항목

은 통합 간호술 용, 핵심기본간호술 용, 보건의료

간 력 계, 간호과정 용, 간호실무의법 , 윤리

기 이해와 용이며, 차 순 항목은 치료 의사소통, 

간호 문직 표 이해로 나타났다. 

성과기반 교육과정의질 리를 해서는 로그램학

습성과 평가, 교과목 CQI, 교육목표 달성 등을 종합 으

로 분석,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

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요구를 반 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 평가한다면 실질 이고 구체 인 교육과정

리체계가 마련될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일 학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안정

운 과 질 리 체계가강조되고 있는 시 에서 교

육과정개선에필요한기 자료와 방법론 근을 제공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학별 간호교육과정 개선을 해서는 로그램학습성과

에 한 평가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요구를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로그램학습성과의 학년별 교육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학년에서 교육요구의 우선순

가 높은 로그램학습성과에 해서는 계속 , 계열 , 

통합 으로 교육과정을운 하고 교과목과 교과 외 활동

을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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