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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technical stud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re ahead of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Method: The subjects were 208 second-year students enrolled in the four-year nursing department located 
in J City and C Cit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ractice,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majors were investigat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IPA a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are follow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re basic nursing skills (p<.001).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mportance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re basic nursing items, the importance re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erformance 
level in all 20 items. It showed high resul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r=.40, p<.01) with major satisfaction in core basic nursing perform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develop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arning 
strategy through various learning guidance methods and self-directed learning that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items with low performance, although recognized as important through the Core Basic Nursing IPA for 
nursing students who are about to practice clinical practice. It is suggested to do repeated research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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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분되고 

간호학생은 실습교육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인 실

습을 통해 간호사의 기본역할과 간호수행을1)2)7)8) 
배우게 되며 대상자의 요구에 대처 할 수 있는 간

호사로서의 역량을 획득하고 준비하게 된다1)2)3). 
간호교육과정에는 간호사의 직무분석결과 신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20개 항목의 핵심기본간호

술을 제시하며 정규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

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간호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4). 20개 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은 교내

실습의 교과과정에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으며5)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실습과목에서 학습목표와 

성취수준의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6). 핵
심기본간호술 교육은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 교과

목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교육의 내용이나 구

성은 술기의 절차방법에 대한 암기와 실습에 중점

을 두고 있고, 임상실습을 마치는 마지막 학기인 

4학년 1학기에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적

용해 보는 통합실습이라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1)2)7)8). 2학년 간호학생의 경우 임상현장을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첫 임상실습을 앞둔 

2학년 간호학생들은 교내 실습실에서 경험하는 핵

심기본수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

여를1)7)8) 얻기가 어려운 상태로 교내실습이 마무

리되고 있으며 임상실습을 바로 앞둔 2학년 2학기 

학기말이 되면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두려움과 간호학생이 해야 할 역할수

행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10)11)12)13).

간호대학생들은 전문 의료인이 되기 위한 전문

역량을 습득하고 다양한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가

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

기에 첫 임상실습을 앞 둔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임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므로9)10) 교내실습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기

본간호술 교육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정도
16)-20)에 대한 올바른 파악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

족도15)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방향을 보면 간호교육에 있어서 핵심기

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도에 대한 자

신감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IPA18)을 기

반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

호술 중요도인식, 수행도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연

구를 통해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를 파악

하고 전공만족도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의 

집중전략을 개발하는21) 기회를 얻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IPA을 기반한 임상실습을 앞

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도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인식과 

수행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를 알아본다.
· 연구대상자의 핵심간호간호술의 중요도 인식

과 수행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의 중요도인식과 수행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 IPA를 기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 인식

과 수행도의 관계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집중

할 핵심기본간호술항목을 알아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을 앞 둔 간호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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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게 IPA를 기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

요도인식 및 수행도가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학년 2학기 학기 말 전담강

의실에서 연구보조원에 의해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응답 후 회수하였으며, 연구대상은 J
시와 C시의 간호대학에서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대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간호학 이론 2학점과 실습 1학점 및 개

방형 자율실습이 이루어지는 학생당 주 3시간을 

이수한 자이며 편의표출을 통해 확보한 연구 참여

자 수는 연구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설문응답 평균시간은 10
분∼20분 정도로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으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76명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근거로 설문지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는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12
부가 회수, 이중 내용이 불충한 자료 4부를 제외

한 20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핵심기본간호술 중요도인식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은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항

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의미하며 Kim & Kang19)이 

개발한 20문항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에서부터 ‘매우 중요

함’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점수의 범위는 점

수가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5,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2.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에서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실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Lee & Park15)이 개발한 20문항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행도 수준이 매

우 낮다’ 1점에서부터 ‘매우 높다’ 5점으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학과 전공만족도를 평가하기 위

한 도구로 미국 Illino대학에서 개발한 평가 조사

지를 Kim & Ha21)가 현 교육과정과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 중 Lee22)가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18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와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인식과 수행도 차이

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는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자원의 집중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20가지 핵심기본간호 항목

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한다. IPA는  측정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인

식과 수행도를 이용하여 20가지 핵심기본간호항

목들은 X축과 Y축의 사분면에 배치된다. 사분면

의 교차점은 핵심기본간호항목들의 중요도인식과 

수행도의 평균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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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분면은 중요도인식과 수행도가 모두 상대적

으로 높은 영역으로 해당 핵심기본간호항목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수행도 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원과 집중의 배분이 이

루어지면 된다.
2사분면은 중요도인식는 낮은데 수행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영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에 

배분되는 자원과 집중은 좀 줄이고 4사분면에 해

당되는 항목에 더 노력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인식과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중요도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원과 노력의 집중이 우

선순위에서는 뒤로 리게 된다.
4사분면은 중요도인식는 높은데 수행도는 낮은 

영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의 수행도를 높이

기 위해 먼저 자원과 노력의 집중이 요구된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등 일

반적 사항을 보면 총 응답자 208명 중 남자가 29
명으로 13.9%, 여자가 179명으로 86.1%였다. 종

교는 기독교 33명(15.9%), 천주교 6명(2.9%), 불교 

25명(12.0%), 무교 142명(68.3%), 기타 2명(1.0%)
으로 무교가 많았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된다’ 67명(32.2%)으로 가장 많이 응답

하였고, 다음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62명
(29.8%), ‘가족의 권유로’ 49명(23.6%)순으로 응

답하였다.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5점으로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 영

역별 만족도는 일반만족 3.79점, 관계만족 4.03점, 
인식만족 3.41점으로 관계만족이 하위요인 중 가

장 높았고, 인식만족이 가장 낮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Table 1).

Variables M±SD Range
 general satisfaction 3.79±.65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4.03±.72 1-5
Recognition satisfaction 3.41±.69 1-5

  satisfaction with major 3.75±.59 1-5

Table 1. Major satisfaction (N=208)

3.3.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4.51점이었으며, 수행도는 

3.55점으로 중요도인식에 비해 수행도가 낮았다

(p<.001).
핵심기본간호항목 중 중요도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정맥주사(4.77)이었고,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

세동기 적용(4.73), 활력징후(4.73), 수혈요법(4.70) 
순이었으며, 가장 중요도인식이 낮은 것은 입원관

리(4.15)와 경구투약(4.21)이었다.
핵심기본간호항목 중 수행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경구투약(3.98)이었고,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기 적용(3.86), 보호장구착용(3.70), 위관영양(3.67) 
순이었으며, 가장 수행도가 낮은 것은 수혈요법

(3.11)과 기관절개관 관리(3.37)였다.
핵심기본간호항목의 중요성인식과 수행도를 비

교한 결과 20가지 항목 모두에서 중요성인식이 수

행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

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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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mportance 
awareness

performance 
paired-t

M±SD ranking M±SD ranking
vital sign 4.73±.55 3 3.66±.85 5 18.39***

PO 4.21±.84 19 3.98±.84 1  3.19**

muscle injection 4.62±.63 6 3.52±.90 12 16.24***

subcutaneous 
injection 4.59±.65 7 3.52±.87 11 15.74***

intradermal 
injection 4.57±.63 8 3.54±.90 10 15.41***

intravenous 
injection

4.77±.51 1 3.42±.97 16 18.84***

transfusion 4.70±.59 4 3.11±1.02 20 20.17***

L-tube feeding 4.40±.75 17 3.67±.88 4 10.64***

simple urination 4.49±.71 11 3.48±.89 15 14.63***

indwelling 
catheterization 4.66±.61 5 3.49±.90 14 17.35***

enema 4.31±.82 18 3.41±.83 17 12.81***

preoperative care 4.43±.76 16 3.56±.83 8 12.94***

postoperative care 4.51±.72 10 3.58±.83 7 13.93***

addmission 4.15±.87 20 3.56±.85 9  7.73***

protective gear 4.45±.75 14 3.70±.90 3 10.76***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4.44±.73 15 3.63±.85 6 11.09***

oxygenation using 
nasal cannula

4.48±.71 13 3.51±.87 13 13.37***

endotracheal 
suction 4.49±.73 12 3.39±.92 18 14.60***

tracheostomy care 4.56±.66 9 3.37±.89 19 16.74***

BLS&
Defibrillator 
Application 

4.73±.57 2 3.86±.91 2 13.53***

Total 4.51±.55 3.55±.67 19.49***

Table 2.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Key Basic Nursing   (N=208)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핵심간호수행도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핵

심기본간호술의 수행도는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r=.40,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r=.41, 
p<.01), 관계만족(r=.28, p<.01), 인식만족(r=.31, 

p<.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중 수혈요법의 수행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은 전공만족

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r=.31, p<.01)을 보였

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수혈요법 항목을 제

외한 나머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Variables 
general 
satisfac

-tion

relationship 
satisfac

-tion

Recognition 
Satisfac

-tion

satisfac-tion
with major

vital sign .35** .26** .25** .34**

PO .37** .29** .20** .35**

muscle injection .28** .19** .23** .28**

subcutaneous 
injection

.30** .20** .23** .29**

intradermal injection .32** .20** .25** .31**

intravenous injection .29** .14* .17* .25**

transfusion .12 -.01 .17* .11
L-tube feeding .39** .26** .29** .37**

simple urination .31** .19** .21** .28**

indwelling 
catheterization .31** .18** .19** .28**

enema .32** .27** .28** .34**

preoperative care .32** .27** .17* .31**

postoperative care .25** .23** .12 .24**

addmission .27** .23** .28** .30**

protective gear .30** .23** .18** .28**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28** .21** .32** .32**

oxygenation using 
nasal cannula

.34** .26** .33** .36**

endotracheal suction .34** .21** .32** .35**

tracheostomy care .34** .21** .30** .34**

BLS&
Defibrillator 
Application 

.41** .30** .18** .36**

Total .41** .28** .31** .40**

Table 3.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Key
Basic Nursing Performance (N=208)

3.5. 핵심기본간호술 IPA분석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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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수행도를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를 작성하

면 그림 1과 같다.

Quadrant (importance↑,Recognition of importance is 
high and performance is well maintained,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1.Vital signs, 20.BLS & Defibrillator Application

Quadrant 2 (importance ↓, performance ↑):
It is being practiced, and there is a need to allocate 
concentrated resources to the other side.
2.PO, 8.L-tube feeding, 12.preoperative care, 
13.postoperative care, 14.addmission, 16.peripheral 
oxygen saturation 

Quadrant 3 (importance ↓, performance ↓):
Awareness education is required first due to low 
importance recognition
9.simple urination, 11.enema, 16.oxygenation using nasal 
cannula, 18.endotracheal suction

Quadrant 4 (importance↑, performance↓):
Awareness of importance is high, but performance is low, 
so environmental adjustment is necessary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more practice.
3.muscle injection, 4.subcutaneous injection, 
5.intradermal injection, 6.intravenous injection, 
7.transfusion injection, 10.indwelling catheterization
19.tracheostomy care

Fig. 1 IPA by Core Basic Nursing 

IPA 분석 결과 1사분면에 2개 항목, 2사분면에 

7개 항목, 3사분면에 4개 항목, 4사분면에 7개 항

목이 분류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항목중 중요도인식과 수행도

를 기준으로 IPA 결과, 1사분면에 활력징후,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2사분면에 경구투

약, 위관영양, 수술전간호, 수술후간호, 입원관리, 
보호장구착용, 말초산소포화도, 3사분면에 단순도

뇨, 배출관장, 비강캐뉼라 이용 산소요법, 기관내 

흡인, 4사분면에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수혈요법, 유치도뇨, 기관절개관 관리가 

분류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IPA를 기반한 간호대학생들에게 핵

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 및 수행도와 전

공만족도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 변수간의 관

계를 규명하여 학생그룹간의 맞춤식 교육을 제공

하고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

신감을 고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연

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기본간호술 중요도인식은 평균 4.51점으로 

같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Choi & 
Kweon23) 연구결과인 4.47점,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Kang19)의 연

구결과인 4.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정맥주사 4.77점,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4.73점, 활력징후 

4.73점, 수혈요법 4.70점 순이었으며, 중요도인식

이 낮은 항목은 입원관리 4.15점과 경구투약 4.21
점 순으로 나타났다. Lee & Park15)의 연구에서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맥수액주입, 심
폐소생술, 활력징후, 수술후간호, 유치도뇨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25% 항목으로 배출관장, 경구투

약, 입원관리하기 등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이유로는 간호학 전공에서는 반드시 습득

해야 할 항목으로써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수

행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배워야할 항목이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hang, Mo & Choi17)이 간호

사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인식을 

조사한 결과 간호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활

력징후가 16위로 측정되어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활력징후의 

측정이 센서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활력징후를 측

정하고 있어 중요도가 감소하였으며 간호대학생

은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간호활동의 대부분이 활

력징후 측정으로 서로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는 3.55점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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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결과는 Kim, Choi & Kweon23)의 연구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자신감을 측정한 

52.6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4학년을 대상으

로 한 Kim & Kang19)의 3.75점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 이것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실습을 

하며 여러 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가 높은 항목으로 경구

투약 3.98점,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3.86점, 보호장구착용 3.70점, 위관영양 3.67점, 활
력징후 3.66점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도가 낮은 항

목으로는 수혈주사 3.11점과 기관절개관 관리 

3.3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im, 
Choi & Kweon23) 의 연구에서 수행 자신감이 활

력징후, 경구투약,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

법, 보호 장구 착용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

징후, 격리실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

리, 입원관리하기, 경구투약, 비강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순으로 나타난 Kim & Kang19)의 연구결

과와 항목은 비슷하였지만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핵심기

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은 수행 경험이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Kim, Byun & Lee24), Choi 
& Dong25)의 연구 결과처럼 설문을 조사하는 시기

와 가깝게 수업을 진행했던 항목에 대해 수행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24)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

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3-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Byun & Lee25)의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의 수행자신감은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높아

졌으며 Kim & Kang19)의 연구 결과도 수행자신감

은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도를 

IPA 매트릭스를 작성해 본 결과 집중관리가 요구

되는 4사분면에 해당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으로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수혈요법, 유치도

뇨, 기관절개관 관리로 나타났다. Kim & Kang19)

의 연구결과에서 중요도인식은 높은 순위로 나타

났으나 수행 자신감에서 순위가 낮게 측정된 항목

으로 정맥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수혈요법,  피
하주사, 피내주사 등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은 대부분 수행절차가 복잡하

고 난이도 높은 항목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경

험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

과 Choi & Dong26)의 연구와 수행경험이 많을수

록 수행능력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결과 

Cho27)를 토대로 수행도와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본간호술을 수업하는 교과목에서 중

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은 핵심기본간호술 항

목에 대해 반복적 지도, 동영상 강의와 자율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충분한 소모품 제

공 등 효과적인 실습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복합적인 간호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IPA를 기반한 첫 임상실습

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과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교내에

서 이루어지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인식과 

수행도를 향상해 임상 실습을 앞둔 간호학생들에

게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그룹간의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들

에게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간호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인식은 평균 

4.51점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항목으로 정맥주사,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과 활력징후 순으로 나타났고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입원관리와 경구투약으로 나타

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는 3.55점으로 나타

났으며 높은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으로 경구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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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으

로 수혈주사, 기관절개관 관리로 나타났다. 전공만

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도는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중요도인식과 수행도를 IPA매트릭

스 결과 자원과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할 4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 수혈주사, 유치도뇨, 기관절개관 관리 7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

은 대부분 수행절차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항

목으로 해당하고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경험

을 할 수 있도록 핵심기본간호술을 수업하는 교과

목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수행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과 다양한 학습지도 방

법을 통한 학습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

한 반복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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