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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하여 실습위주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목 학습이 간호학생의 핵심
역량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을 2주간 1일 8시간씩 네 영역
의 핵심간호수기영역 교육을 실시한 그룹과 전통적인 강의중심 교육을 받은 그룹으로 나누고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
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
차,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 부문의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부문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
서 효과적인 실습교육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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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ffectiv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learning practical subjects on the cor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divided into groups that conducted four core nursing education 
classes eight hours a day for two weeks, and groups that received traditional lecture-oriented 
education, and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and reported by themselves after 15 weeks of clinical 
practic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and t-test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es i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hypotheses in leadership,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rej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practical training for strengthening core practical skil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arbitration in nursing education.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re practical skills training courses, Critical thinking, 

Leadership, Problem-solv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Corresponding Author : Hwa-Jin Shin(hjshin@koje.ac.kr)
Received April 27, 2020 Revised   June 11, 2020
Accepted July 20, 2020 Published July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7, pp. 279-287,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7.279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7호28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자인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서 임상실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획
득하는 핵심역량기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
다[1,2]. 한국간호교육평가원[3]에서 제시하는 7가지 간
호사핵심역량은 교양 및 전공지식 통합적용능력, 전문 분
야 간 의사소통 및 협응능력, 비판적 사고,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리더십 햠양, 간호연구능력, 국제 보건의
료정책변화 능력 등이다[2]. 선행 연구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호대학생의 주요 핵심역량은 간호
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으로 보고
되고 있다[4-6].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사 
업무수행 중 중요도와 빈도가 높은 20가지 핵심기본간호
술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임상실습교육의 개선, 임상현
장에 대한 적응, 간호전문직이 요구하는 간호사의 핵심역
량을 갖추고[7],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
실무현장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간호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8].

간호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체계적
으로 배움으로써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 양성하는 것
이다[8].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8,9]. 그러나 현재 병원현장에서는 간호 대상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와 의료사고의 위험성, 예측 할 
수 없는 긴박한 병원환경, 간호 인력부족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간호수행보다 관찰위주의 임상실습교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런 문제는 간호학생이 추후에 
간호사로 근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간호
행위를 습득하지 못하여 실제 환자간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졸업 후에도 곧 바로 임상실무에 근무하지 못하
고 다시 교육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체계적으로 질적인 
간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11].

이런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에 반해 간호학생들은 다
양한 임상실습환경에서 대상자들의 문제 상황을 인식함
에 어려움을 느끼고, 임상실습 적응에도 어려움을 느끼
며, 병원환경에서 임상실무경험의 제한성으로 발생하는 
미흡한 실무수행능력은 간호교육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12].

간호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8],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임상실습만족
도, 전공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빈도가 많을
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심감, 업무수행능력이 향상
되었다[1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15]
에서도 실습 후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자신감
이 향상되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간호
학생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16,17].

그러나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효과에도 불구
하고 학생이 다양한 임상실무 환경을 이해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상실습 전 단계에서 학습하는 
교과목을 보다 실무에 근접하여 기존 전통적 강의중심 
교육이 아닌 실습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증대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간호교육평가에서 강조
되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
교과목 학습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

목을 학습함으로써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
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1.3 연구의 가설
가설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

지 않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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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
을 것이다.

가설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
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
을 것이다.

가설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
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
과 받지 않은 학생들의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
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P시 에 소재하는 P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40명과, 전통적 강의식 수업
을 받은 G시에 소재하는 C대학 간호학과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7, 검정력(1-β)= 
0.85, 신뢰수준= 0.05로 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
육을 받은 학생 38명,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
지 않은 학생 38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각 그룹 당 40명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표집하였으나 설
문지 불성의 답변으로 인한 각 군당 2명 씩의 탈락자를 
제외하고 38명으로 하였다.

연구진행 전에 연구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하고 본인이 연구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설문지에 응답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의 목
적과 취지를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3 연구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2주간 1일 8시간씩 핵심간호수기영역1(응급환자간

호), 핵심간호수기영역2(산부인과환자간호), 핵심간호수
기영역3(신생아환아간호), 핵심간호수시영역4(수술실간
호) 등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을 실시한 38명 학생

에게 15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
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강의중심 교육이 이루어진 38명 학생은 15
주간 임상실습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
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4.1 비판적사고성향
비판적사고성향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 업무에 있어 

당면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
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 성향을 말한다[18]. 본 
연구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박선환[19]이 
개발하고 이점덕, 이정숙[20], 배두이[2]가 사용한 비판
적사고성향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지적열정/건전한 회의성(7문항), 지적 정직성(6문항), 신
중성(4문항), 객관성(3문항)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이점덕, 이정숙[20]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이였다.

 
2.4.2 리더십
리더십 중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능력함양을 위하는 것을 의미하며[21], 본 연구에서 
리더십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Manz[22]가 개발한 셀
프리더십 측정도구를 김한성[23]이 수정 보환한 도구를 
배두이[2]가 사용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기대(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3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비판(3
문항), 간헐적 사고(3문항)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두이[2]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 본 연구에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2.4.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여 이를 실행
하기 위한 계획 및 그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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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본 연구에서는 Lee[24]가 
개발한 Process Behavior Survey를 우옥희[2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가 사용한 문제해결능력 측정도
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문제발견(5문항), 
문제정의(6문항), 문제해결(4문항), 문제실행(5문항), 문
제해결검토(5문항)로 총 25문항 이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배두이[2]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 본 연구에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2.4.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
게 기술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평가
도구로 Rubin[26]이 개발한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
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허경호[27]
가 7가지 개념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의 연구에
서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 긴장완화, 주장
적,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지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배두이
[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 이었다.

2.4.5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평가도구로는 이숙자[28]가 개발하여 

구현영, 임형석[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배두이[2]의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
로써 각 4문항으로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
시간, 실습평가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만족도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
현영과 임형석[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8,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 이었다.

2.4.6 핵심실기역량강화실습
핵심실기역량강화실습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

과 전공교수 4인이 간호대학 3학년 학생이 임상실무에 
나가기 전 2주 동안 전공분야의 응급환자간호실무(응급
환자환의교환, 응급실입원관리, 응급환자약물투여, 응급
환자간호사정,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적용)8시간실습교

육, 산부인과환자간호실무(유치도뇨, 태아곤란증 임부간
호,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심음청진, 태아건강사정) 8시간
실습교육, 신생아환아간호실무(Apgar 점수 측정, 눈 간
호, 제대 간호, 조제유수유법, 활력징후측정, 기저귀교환 
& 속싸개싸기, 산소포화도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8시간
실습교육, 수술실환자간호실무(멸균물품 취급, 수술실 구
역 구분 및 행동요령, 수술가운 및 장갑 착용 및 벗기, 수
술 전후 간호) 8시간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임상
실무 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실습교육을 의미한다.

 
2.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으로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사용하였다
2.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는 핵심술기역량강화 실습교육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과의 차이비교 위해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은 여자가 33명, 남자가 5명이었으며 강의중
심교육군은 여자가 30명, 남자가 8명이었다. 두 그룹의 
평균연령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 22.7세, 강의
중심 교육군은 23.1세이었으며 건강상태는 핵심실기역
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매우건강 14명(36.8%), 건강 16
명(42.1%), 보통 8명(21.1%)이었으며 강의중심교육군은 
매우건강 11명(28.9%), 건강 17명(44.7%), 보통 8명
(21.1%), 나쁜 편 2명(5.3%)이었다. 입학동기에서는 핵
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는 
14명(36.8%), 타인의 권유 18명(47.4%), 취직보장 6명
(15.8%)이었으며 강의중심교육군은 9명(23.7%), 타인의 
권유 15명(39.5%), 취직보장 13명(34.2%), 기타 1명
(2.6%)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군에서 매우만족 1명(2.6%), 만족 12명(31.6%), 
보통 22명(57.9%), 불만 3명(7.9%), 강의중심교육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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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2명(5.3%), 만족 10명(26.3%), 보통 21명
(55.3%), 불만 4명(10.5%), 매우불만 1명(2.6%)이었다. 
두 그룹의 학업성적 평균은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수업
군 3.6점, 강의중심교육군은 3.5점 이었다. 핵심실기역량
강화 실습수업군과 강의중심교육군의 일반적 특성은 통
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Experi-
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χ2 or t P
M±SD or 

N(%)
M±SD or 

N(%)
Sex Female 33(86.8%) 30(78.9%) .835 .361Male 5(13.2%) 8(21.1%)
Age(yr) 22.7±2.3 23.1±1.9 .798 .427

Physical 
condition

very good 14(36.8%) 11(28.9%)
2.390 .495Good 16(42.1%) 17(44.7%)

Normal 8(21.1%) 8(21.1%)
Not good 0(0%) 2(5.3%)

Religion Have not 23(60.5%) 23(60.5%) .000 1.000Have 15(39.5%) 15(39.5%)

Admission 
motive

Aptitude & 
interest 14(36.8%) 9(23.7%)

4.939 .176
Other's 
Recommandatio
n

18(47.4%) 15(39.5%)

Guarantee of 
employment 6(15.8%) 13(34.2%)
Others 0(0%) 1(2.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ied 1(2.6%) 2(5.3%)

1.681 .794
Satisfied 12(31.6%) 10(26.3%)
Normal 22(57.9%) 21(55.3%)
Dissatisfied 3(7.9%) 4(10.5%)
Very 
dissatisfied 0(0%) 1(2.6%)

Academic 
performance 3.6±0.3 3.50±0.3 -1.667 .100

Table 1. Verification of homogene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3.2 가설검증
3.2.1 제 1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

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
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8.5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9점으로 핵
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
군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높아 제 1가설은 지지되
었다. Table 2.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ritical thinking 
attitude score 68.5±7.0 63.9±6.5 -2.929 .005

Table 2. The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between the two groups

3.2.2 제 2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

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4.2
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4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
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
수가 0.8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2가설
은 기각되었다. Table 3.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Leadership score 64.2±7.5 63.4±5.6 -.534 .595

Table 3. The difference in leadership between the two 
groups

3.2.3 제 3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

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
은 90.0점 강의중심교육군은 86.1점으로 핵심실기역량
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
더십 점수가 3.9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3 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4.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Problem-solving skills 
score 90.0±10.6 86.1±11.9 -1.492 .140

Table 4. The difference in Problem-solving skills 
between the two groups

3.2.4 제 4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

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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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
은 57.9점, 강의중심교육군은 54.8점으로 핵심실기역량
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
더십 점수가 3.1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 
4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5.

Experimen-
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ommunication 
skills score 90.0±10.6 86.1±11.9 -1.492 .140

Table 5. Th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the two groups

3.2.5 제 5가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

은 학생들 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
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78.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70.7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임상실
습만족도 점수가 높아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6.

Experimental 
group

(N=38)
Control
group

(N=38)  t P
M±SD M±S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core 78.2±10.0 70.7±10.4 -3.166 .002

Table 6. The difference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4. 논의
4.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비
    판적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핵심역량인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
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8.5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9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보다 비판적사
고성향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
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78.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70.7

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
의중심교육군 보다 임상실습만족도 점수가 높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
록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배두이[2]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병원 임상
실습에 나가기 전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함으로
써 간호학생의 주요 핵심역량인 비판적사고성향의 향상
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짐을 실증하고 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빈도가 많아질수록 업무수행
자신감과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방순식
[30]연구와 최동원[31], 오미영[32]에서도 핵심기본간호
술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미원[33]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
수록 간호학생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오미영[32]은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이라고 하여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실습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임상현장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기 실습
환경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습전후 교내실습환경을 임상과 가장 유사한 환
경으로 조성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의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임상실습만족도
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조학순[34]연구에서 보듯이 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 교내실습에서 할 수 있는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임상실습 시 학생의 임상수
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4.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
    심역량인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에 미치는 효과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역량강
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64.2점, 강의중심교육군은 
63.4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리더십 점수가 0.8점 높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셀프
리더십을 측정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6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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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나온 한용희, 박영례[35]의 연구를 보면 임상현
장에서도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크게 향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도 리더십 부분
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리더십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더 많은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
타내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
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90.0점, 강의중심교
육군은 86.1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3.9
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숙자
와 장금성[36]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임상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에 3.2점으로 졸업시점 간
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측정한 배두이[2]연구 
3.4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이는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
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 문제해결능력 부분은 크게 향상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인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핵심실기
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57.9점, 강의중심교
육군은 54.8점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강의중심교육군 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3.1
점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임상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측정한 이애경 등[37] 연
구에서 5점 리커트 척도에 3.3점으로 졸업시점 간호대학
생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측정한 배두이[2]연구 3.57점
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으로 의사소통능력 부분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간호대학교의 신설과 간호대학생수의 증가에 따
른 임상실습 장소의 부족, 환자 안정과 권리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되어 임상실습이 직접적인 수행보다 대상자 관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8]. 
이런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환경에서 적응력을 높
이고 주요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습 전 교
내실습으로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간호학과 3학년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과

목을 학습함으로써 비판적사고성향, 리더십, 문제해결능
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 목적으로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9월 1
일까지 P시 에 소재하는 P대학과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실험군 38명, G시에 소재하는 C대학 간호학과 3학년 대
상으로 대조군 38명으로 실시하였다.

핵심술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38명 학생에게 2주간 
1일 8시간씩 핵심간호수기영역1(응급환자간호), 핵심간
호수기영역2(산부인과환자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3(신생
아환아간호), 핵심간호수기영역4(수술실간호)실시한 후 
15주간 임상 실습 후 설문지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
였다.

핵심술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38명 학생은 
전통적인 강의중심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5주간 임상실
습 후 설문지 작성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 t-test
로 분석하였다. 각 가설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비판적사고성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2.929, p=.005).

가설2.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t=-.534, p=.595).

가설3.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
이다’는 기각되었다(t=-1.492, p=.140).

가설4.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
이다’는 기각되었다(t=-1.967, p=.053).

가설5.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3.166, p=.002).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핵심실기역량강화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
교육에서 효과적인 실습교육 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며 추후 대학 간 실습 운영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효
과 검증 및 간호교육에 적용이 필요하고 연구의 혼동 변
수를 고려한 실험 설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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