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1.11.12.998

일개대학 간호 학생의 중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간호지식 및 
실습만족도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Citical Care Competence, Knowledge related Critical Car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양진주
주보건 학교 간호학과

Jin-Ju Yang(yangjj@ghc.ac.kr)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일개 학 간호과 3학년 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 환자 간호지식  실습만족

도의 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는 2009년 6월에 85명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환자 간호 수행 능

력, 환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에 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체 환자 간호 

수행 능력 평균 수는 84.01 이었고, 체 환자 간호 련 지식은 6.99 , 환자 실습 만족도는 86.88

 이었다.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은 일반 인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신경계 간호수행력, 

순환기계 간호수행력, 호흡기계 간호수행력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간호지식은 순환기계 련 지식이 가

장 높았고, 일반 인 환자 간호 지식, 호흡기계 간호지식, 신경계 간호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은 환자 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지만, 환자 간호 련 지식과는 상

계가 없었다. 결론 으로,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자 실습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해서 간호학생의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난 호흡기계  순환기계 환자 간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실습  교내 실습교육에 한 개발이 필요함을 본 연구가 시사했다.

 
■ 중심어 :∣간호학생∣중환자 간호∣수행능력∣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care 

competence,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car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from third 
year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concerning 
critical care competence,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car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iven to 85 nursing students during June 2009. Results: The mean score of total critical care 
competence was 84.01 (± 14.78). Total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care was 6.99 (± 1.97). 
Finall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86.88 (± 9.47). Regarding critical care competence, 

common critical care competence was highest followed by neurologic care competence, 
cardiovascular care competence, and finally respiratory care competence. The mean score of 
knowledge related to cardiovascular care was highest followed by common critical care 

knowledge, respiratory care knowledge, and neurologic care knowledge for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care competence. Critical care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but had no correlation with knowledge related to critical care.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eveloping   educations of clinical practice in 
hospitals and laboratory practice in colleges for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critical care is 
necessary to promote critical care competence and satisfy clinical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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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문화와 질병의 만성화에 따라 

환자의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다. 환자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과 함께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집 감시와 치료가 24시간 동안 운 되는 간호

단 로[1], 간호교육과정에서 환자 간호실습은 주로 

상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다.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실습이 이루어지는 실습 단

는 주로 내, 외과 환자실과 심  집  치료센터 

 신경외과와 소아과 집  치료실로 나눠볼 수 있고, 

환자 실습 교육의 목 은 간호학생들이 심폐  신장

의 기능을 보조하기 한 고도의 집 치료 장비를 이해

하고 이를 부착하고 있는 상자의 건강문제를 악하

여 해결하는 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2]. 그

러나 간호학생들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고 심

폐 련 기구  처치들이 많은 환자실 실습에 해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껴 실습에 한 부 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3]. 따라서 간호학 교수들은 간

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지식 정도를 확인하

고 필요한 이론  지식과 기술을 간호학생에게 학습시

켜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 인 환자 간호 실습을 한 국내의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e-learning 환자 실습콘텐츠 

개발  용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학

습모듈을 간호학생의 이론  지식  수행능력에 따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 다[4]. 국외의 경

우, 환자 실습 련 로그램 개발의 기 인 작업

으로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사 에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5].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효과 인 환자 실습교육을 

해서 간호 학생의 실제 인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간호지식을 우선 으로 확인하고 이후에 필요한 환

자 간호 수행 능력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

육 로그램 개발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지식과 임상수행

능력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경외과 환자 병

동에 입원한 뇌출  환자를 상으로 간호진단을 용

하여 직   간 으로 수행한 간호 재에 한 연구

[6] 이외에 무한 실정으로 다양한 환자의 간호수행

능력과 련된 지식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련 변인에 한 연구가 무한 실정으로 이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련된 변인에 한 선행논문이 없어 일반

인 간호수행능력과 지식에 한 최근 문헌을 살펴보

면, 실습  사례 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해 

간호학생의 극 인 학습을 통한 지식과[7][8], 병동 

수간호사, 리셉터  실습지도 교수들의 지도역량이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 그

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지필고사 성 은 상 계가 없고[10], 의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론 수와 임상수행능력 

수는 상 계가 없음을 나타냈다[11]. 따라서 수행능

력과 련 지식은 항상 정 인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에 정 인 향을 주

는 주요한 요인은 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12]. 실습만

족도는 개 실습내용, 지도자, 환경, 시간  평가에 

한 만족도로 구성되는데, 실습 환경에 한 만족이 높

을수록 극 인 실습태도를 진시켜 간호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실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의 일반  특성  스트 스와 우울이 증가할

수록 낮아지고[14], 병동에서의 인 계가 좋을수록 

높아진다고 보고된다[15]. 

실습만족도와 지식의 계는 간호학생[14]  보건계

열 학생[16]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성 이 높을수록 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병원 환자실에서 장실습

을 경험한 간호과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자신이 지각

하는 환자 간호 수행능력과 련 지식  실습만족도

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의 계를 분석하여 환자 간

호 수행능력과 환자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 간호 실습 교육 개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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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련 지식  실

습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의 계를 악하

고자 시도된 연구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  공 련 특성을 확인

한다.

둘째,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환자 간

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를 확인한다.

셋째, 상자의 공 련 특성에 따른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환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환자 간

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의 계를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 환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의 

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일개 3년제 간호과 학생  2～3주

간 종합병원의 환자 실습을 마친 2009년도 3학년 학

생 에서 연구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

의한 85명의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수는 G power analysis 3을 활용하여 상 계 분석을 

한 유의수  α = .05, 효과크기 ρ= .30, 검정력= .80을 

구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82명이었고, 본 연구

상자는 총 85명으로 상 계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

를 충족하 으며 탈락율은 없었다. 

3. 연구도구
3.1 중환자 간호 수행 능력

본 연구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해 

소향숙 등(2008)이 환자 간호실습 e- learning 콘텐츠

의 학습목표로부터 도출하고 문가로부터 내용 타당

도를 확인한 37개의 자가 보고식 환자 간호 수행 능

력 평가 문항 에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문항

을 선정하 다. 즉, 동맥 액가스분석, 호흡음 청진, 인

공호흡기 환자 간호, 흡인간호 등 호흡기계 술기 능력 

9문항, 심음청진, 심정맥압 측정, 폐동맥압  폐모세

 기압 측정 시 간호, 심폐소생술 등 순환기계 술

기 능력 6문항, 의식수  측정, 뇌신경 기능 사정, 두 개

내압 상승 환자 간호 등 신경계 7문항, 욕창간호  

양 등을 포함한 일반 인 환자 간호술기 능력 8

문항의 총 30개 문항을 선출하여 도구로 사용하 다.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은 ‘잘 수행한다’ 4 에서 ‘  

수행하지 못한다’ 0 으로 측정하여 사용하 다. 소향

숙 등(2008)이 81명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사용한 37

문항의 환자 임상수행력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 다.

3.2 중환자 간호 지식
환자 간호와 련된 지식 도구는 소향숙 등(2008)

이 개발하여 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총 35

개의 지식 문항  본 연구 목 에 맞는 호흡기계 지식 

5문항, 순환기계 지식 5문항, 신경계 지식 4문항, 욕창

간호와 양  배액 리 등 일반 인 환자 간호 

분야에 해당되는 지식 3문항의 총 17개 지식 문항을 선

택하여 도구로 구성하 다. 지식 문항은 맞으면 1  틀

리면 0 을 주었다. 

3.3 중환자 실습 만족도
환자 실습만족도 도구는 조결자와 강 숙[17]이 개

발한 도구로서 실습 내용 5문항, 실습지도자 5문항, 실

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5문항, 실습평가 3문항의 5  

척도로 구성된 총 25 문항을 사용하 다. 수가 높을

수록 환자 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간호학생

을 상으로 한 양진주[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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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범주
평균 는 빈도  
(백분율)

연령 - 22.5
성별 남 1(1.18)

여 84(98.82)

입학동기 비직업적 
요인

적성 15(17.6)
주위 권고 25(29.4)

서비스 정신 2(2.4)
고등학교 성적 2(2.4)

합계 44(51.8)
직업적 요인 41(48.2)

간호학 전공 
만족도 

만족 54 (63.5)
불만족 31 (36.5)

개념 범주 (항목 수) M ± SD 
평균 평
(평균/항목 수)

중환자 간호 
수행 능력 호흡기계 간호 (9) 24.25 ± 5.03 2.62 ± .54

순환기계 간호 (6) 16.16 ± 3.14 2.66 ± .51
신경계 간호 (7) 20.00 ± 3.87 2.80 ± .57
일반적인 중환자 
간호 (8) 23.60 ± 4.44 2.96 ± .57

합계 (30) 84.01 ± 14.78 2.76 ± .49
중환자 간호 
관련 지식

호흡기계 간호 지
식 (5) 2.20 ± 1.11 .41 ± .23
순환기계 간호 지
식 (5) 2.51 ± .1.20 .52 ± .22
신경계 간호 지식 
(4) .86 ± .58 .23 ± .15
일반적인 간호 지
식 (3) 1.42 ± .68 .49 ± .23
합계 (17) 6.99 ± 1.97 .41 ± .12

중환자 실습 
만족도 실습내용 (5) 16.15 ± 1.64 3.23 ± .33 

실습평가 (3) 10.08 ± 2.46 3.36 ± .75
실습시간 (5) 17.15 ± 2.42 3.43 ± .48
실습환경 (7) 28.67 ± 4.07 3.58 ± .51
실습지도자 (5)   14.82 ± 2.41 3.71 ± .60
합계 (25) 86.88 ± 9.47 3.47 ± .38

3.4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하여 상 학생에게 연구목 과 방법

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 으며 설문지는 연구자

가 직  배부하 다. 자료 수집은 2009년 6월에 이루어

졌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1 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특성은 평균,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 고,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환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 간호 수행능력과 련 지

식  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 test로 분석하 고, 환

자 간호 수행 능력과 련 지식  실습만족도의 계

는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 다. 

3.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3년제 일개 학의 환자 간호실습을 마

친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모든 간호

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용하기는 제한 이 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전공 관련 특성
상자의 연령은 평균 22.5세 고, 남자가 1명, 여자

가 84명으로 나타났다. 공 련 특성  입학 동기가 

직업  요인에 속하는 상자는 48.2%, 비직업  요인

에 속하는 상자가 51.8%로 나타났으며, 비직업  요

인을 살펴보면, 주 의 권고 29.4%, 성 17.6%, 서비스 

정신과 고등학교 성 이 각각 2.4%로 나타났다.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로 응답한 군이 63.5%

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고, '만족하지 않는다'로 응

답한 군은 36.5%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전공 관련 특성        (N=85)

2. 대상자의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 중환자 간호 
관련 지식 및 실습만족도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총 평균이 84.01

으로 나타났고, 하부 역별 평균 수를 항목 수로 나

 평균 평 은 일반 인 환자 간호가 가장 높았고,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간호 련 지식은 총 평균이 6.99 으로 나타났

고, 하부 역별 평균 평 을 살펴보면, 순환기계 지식, 

일반  환자 간호 련 지식, 호흡기계 지식, 신경계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실습 만족도는 총 평균

이 86.88 으로 나타났고, 하부 역별 평균 평 을 살

펴보면,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실

습내용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 중환자 간호 관련 지
식 및 실습만족도 정도                    <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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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관련 지식 및 실습만족도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공에 만족한다로 응답한 

군이 84.33 으로 만족하지 않은 군 83.45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26, 

p = .793). 입학동기별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비직업

 요인에 속하는 군이  88.25 으로 직업  요인에 속

하는 군 79.46  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85, p = .005)[표 3].  

표 3.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간호 수행능
력 차이                                   <N=85>

개념 범주 M ± SD t or F p

전공 
만족도 

만족함  84.33 ± 13.65 -.26 .793
만족 안함  83.45 ± 16.79

입학
동기

직업적 요인  79.46 ± 13.57 -2.85 .005
비직업적 요인  88.25 ± 14.75

환자 간호 련 지식은 공에 만족한다로 응답한 

군이 6.67 으로 만족하지 않은 군 7.55  보다 낮게 나

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02,  

p = .047). 입학동기별 환자 간호 련 지식은 비직업

 요인에 속하는 군이 7.36 으로 직업  요인에 속하

는 군 6.5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1.84, p = .069)[표 4].  

표 4.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간호 관련 지
식 차이                                 <N=85>

개념 범주 M ± SD t or F p

전공 
만족도 

만족함  6.67 ± 2.08 2.02 .047
만족 안함  7.55 ± 1.65

입학
동기

직업적 요인  6.59 ± 2.16 -1.84 .069
비직업적 요인  7.36 ± 1.73

환자 간호 실습만족도는 공에 만족한다로 응답

한 군이 86.93 , 만족하지 않은 군이 86.81 으로 나타

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06,  p = 

.956). 입학동기별 환자 간호 실습만족도는 비직업  

요인에 속하는 군이 87.48 으로 직업  요인에 속하는 

군 86.24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60, p = .552)[표 5].  

표 5. 대상자의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중환자 간호 실습만
족도 차이                                <N=85>

개념 범주 M ± SD t or F p

전공 
만족도 

만족함  86.93 ± 10.00 -.06 .956
만족 안함  86.81 ± 8.65

입학
동기

직업적 요인  86.24 ± 8.91 -.60 .552
비직업적 요인  87.48 ± 10.03

4. 대상자의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 중환자 간호지
식 및 실습만족도의 관계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은 환자 실습 만족

도와 유의하게 정 인 상 계를 나타냈고(r =  .31, 

p = .004), 환자 간호 련 지식과는 유의한 상 계

가 없었다(r = .02, p = .850). 환자 실습 만족도와 지

식도 유의한 상 계가 없었다(r= -. 19, p = .089)[표 

6].

표 6.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 중환자 간호 관련 지식 및 실습 
만족도의 관계                            <n=85>

환자 간호 
수행능력
r(p)

환자 실습
만족도
r(p)

환자 간호 
련 지식
r(p)

중환자 간호 수행능력 1.00 .31(.004) .02(.850)

중환자 실습 만족도 1.00 -.19(.089)

중환자 간호 관련 지식 1.00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과 련 

지식수   실습만족도를 확인하여 효과 인 환자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고, 연구 상자는 2009년도 3학년 1학기말에 

환자 실습을 마친 85명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하

다.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상자들이 환자실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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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수행한 간호나 간호사가 수행한 것을 찰한 

간호 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지각한 간호를 측정한 

결과로써 이를 하부 역별 평균 평 으로 살펴보면 호

흡기계 환자 간호 수행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찰 주의 환자실 실습과 익숙하지 못한 기계

들로 인해 호흡음 청진, 흡인간호  인공호흡기 리 

등의 호흡기계 환자 간호를 상자들이 어렵고 자신

감 없게 지각하 다고 본다. 따라서 실습 교육 담당자

들은 이러한 호흡기계 환자 간호를 강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상자의 순환기계 환자 간호 수

행 능력은 순환기계 련 환자 간호 지식 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계 환자 간호

수행능력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순환기계 환

자 간호 수행 능력  심폐소생술 용과 소생 후 간호

는 환자실에서 요하게 발생되는 생명과 직 으

로 계되는 재 로토콜로써 기 심폐소생술과 

문심장소생술에 한 간호능력을 측정하는  2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간호 술기들은 

임상에서 술기 실습의 제한성 때문에 찰 주의 실습

으로 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상자들이 어렵게 지각

하는 환자 간호 수행능력  하나이다. 따라서 심폐

소생술에 한 수행능력의 향상을 해 환자에게 유해

한 결과를 래하지 않고 반복 으로 실습이 가능한 시

뮬 이션 랩 실습 등의 실습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9][20].

환자실에서 일반 으로 행해지는 욕창 리  

방과 련된 드 싱과 피부간호나 각종 배액  리 등

은 상 으로 다른 역에 비해 더 높은 간호수행력 

수를 나타냈고, 의식수  사정  두 개내압 상승 

방  리, 뇌실외 배액 리 등 신경계 간호도 평균 

평 보다 높은 수행력 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높은 

수를 나타낸 신경계 간호수행력과는 상반되게  뇌신

경 사정  뇌실 외 배액 리 등의 신경계지식은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간호 수

행 능력이 련 지식을 바탕으로 향상될 수는 있으나 

항상 정  상 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시뮬 이션 lab 실습실이

나 기본간호학 실습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반복 으

로 임상술기를 실습해야 하고, 이러한 반복 실습교육은 

자가보고식 질문지가 아닌 임상상황을 복제한 시나리

오 기반의 실제 수행능력평가 방식을 용하는 것이 간

호교육 목표달성을 확인하기 해 필요함을 제시한 김

해란 등(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간호 지식이 환자 간호 수행 

능력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간호

학생의 환자 간호 실습동안 e -learning 콘텐츠의 학

습 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소향숙 등(2008)의  연구와 e 

-learning을 통해 사례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국외 연구

[21]에서 실습교육 콘텐츠가 간호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감안할 때 실습교과목에 

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이 지속 으로 필요하

다고 본다. 한 이러한 지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한 

연구도구도 간호 수행 능력 평가와 함께 이 질 수 있

도록 단순한 암기형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아닌 수

행 능력 평가 내용과 련된 상황 심의 문제 해결형 

문항이 개발되어 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공 련 특성  공만족도에 따른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환자 

간호 련 지식은 공에 만족한다 군이 만족하지 않은 

군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공에 잘 응

한 학생이 임상수행력에 한 자신감을 높게 평가한 양

진주(2009)의 연구결과와 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실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최귀윤(2009)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체 인 임상수행력이 

아닌 환자실이라는 특수한 부서의 간호수행력을 평

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 인 공과목에 한 만족

도가 특수한 환자 간호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지 못

했다고 추측되나 정확한 단을 해서는 추후에 환

자 과목에 한 만족도를 추가하여 조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 상자의 환자 실습 만족도는 총 평균 평

이 3.62 으로 보통 이상의 환자 실습 만족도를 나

타냈다. 이는 박 주와 장인순(2010)이 일개 학 간호

과 2,3학년 258명을 상으로 한 27문항의 임상 실습 만

족도 평균 평 인 2.8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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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상자는 장실습지도자와 임상실습교수  

공교수의 지도로 구성된 환자 실습지도에 한 만

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138명의 방사선과 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 실습만족도  실습지도에 한 만족

도가 가장 높은 신성규와 임인철(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본 연구의 상자는 증도가 높고 

최신의 장비가 구비된 종합 병원에서 이 지는 환자 

실습환경에도 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부

역  복잡한 환자실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실습내용에 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환자 실

습이 찰이나 단순한 기본간호 주의 제한 인 내용

으로 이 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환자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이 높음을 나타냈고, 환자실에서 가장 

요한 심폐 심의 간호수행력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심폐 심의 환자 간호 실습 내용

을 보완하여 환자 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폐 심의 실

습교육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상 장

에서 이 지는 환자 간호 실습의 제한성을 극복해야 

함을 본 연구가 간 으로 시사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과 환

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계를 악하여 환자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 수행된 연구로 G시의 일개 

간호과의 3학년 1학기 말에 환자 간호 실습을 마친 

85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도구는 상자의 일반  특성, 환자 간

호 수행능력, 환자 간호 련 지식  실습만족도에 

한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 고, 결과분석을 

해 SPSS 10.1 win programs을 사용하 다.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일반 인 환자 

간호 수행능력이 가장 높았고, 신경계 수행능력, 순환기

계 수행능력, 호흡기계 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환

자 간호 련 지식은 간호 수행능력과는 달리 순환기계 

지식이 가장 높았고, 일반 인 환자 간호 지식, 호흡

기계 지식, 신경계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환자 간호 수행능력은 환자 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나 환자 간호 련 지식과는 유의한 

계가 없었다. 

결론 으로 간호학생의 환자 간호 련 지식과 간

호 수행 능력과의 차이를 좁히고, 환자 간호 실습 

응력을 높여 환자 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환

자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환자 간호 수

행 능력  가장 낮게 평가된 심폐 심의 간호수행력

을 증진하기 한 실습교육 방법의 개발  용이 필

요하다. 

2. 제언
본 연구를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언한

다.

첫째, 환자 간호 실습  교수들은 순환기계  호

흡기계 환자 간호 상황을 해결하기 한 교내 실습교

육 로그램을 통해 환자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둘째, 환자 간호실습 에는 온라인 강의 등 e 

-learning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환자 간호지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해 4년제를 포

함한 다른 3년제 학교로 상자를 확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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