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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임상실습 시기별로 조사하여 시기 특성에 따른 변화양상

을 악하고자 시도된 종단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J도 소재 간호 학생 94명을 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조사하 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paired t-test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체 으로 임상실습 이 가장 낮고 시간의 경과 임상실습경험 정도에 따라 차 상승하는 양상이

었으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 다. 한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차이는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실습 보다 높았고, 학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

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임상실습의 시기 특성을 반

한 효율 이고 체계 인 임상실습 교육 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임상실습, 시기, 변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longitudinal study was to investigate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and discover the chang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periods. The data was collected for 

94 nursing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J-do from Mar. 9 to Dec. 16 2016 for 4 times in total. For 

data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were used.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was lowest before clinical practicum 

in general but gradually increased depending on lapse of time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um. However, it 

decreased in all items after having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2nd semester, compared to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1st semester.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etween clinical 

practicum periods was higher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1st semester and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compared to  before clinical practicum and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um in the 2nd semester 

resp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it’s necessary to have efficient and systematic clinical practicum 

education strateg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eriods in clinical practicum in order to improve the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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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최근 간호교육 장은 간호 학생이 간호 핵심역량을

갖춘 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습목표 성취에 있어 임

상실습교육이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1,2].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 학생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공식 는 비공식 인 형태로사회화를 배우

고, 비 사고와 시간 리기술 등을 발 시키며 간호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신감을 함양하게 된다[3].

이 처럼 간호 학생에게 임상실습교육은 매우 요하

며 재 우리나라에서는 22-24학 에 달하는 총 1,000시

간 이상의 임상실습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4].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 체계는 학기 임상실습을 맞추기 해 8

주간두 배수 이론수업을하고남은 8주간실습교육을실

시하는 블럭제 방식이나 이론과 실습을 격주나 2주 간격

등으로 병행하는 방식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

하고 있다[5].

간호교육기 에서는 와 같이 평균 2년의 기간 동안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상 장은 환자의 권리의

식 강화, 질 간호요구 증가, 간호 인력의 부족과 학생

수 증가 등의 문제로 부분 찰이나 설명 주의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수행의 기회는 차 고 있

는 실정이다[6,7]. 한 행 간호사 국가고시는 임상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한 방향으로 발 하고 있지만 지식

심의 지필고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으로 간호수행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8].

이로 말미암아 신규간호사는 임상 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 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환자 간호에 간호사

의 실무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 을 받게 되면서 간

호수행에 한 자신감이 차 결여된다[9,10]. 한 간호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채 졸

업할 경우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를 상으로다시 교육

을 시켜야하므로 이에 한 인력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1,12].

이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직무수행 빈

도와 요도를 고려하여 간호사 양성교육과정에 필수

으로 학습해야 할 핵심기본간호술 20가지 항목을 선정하

여 평가함으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4].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교육을

개선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장에 한 응력 간

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간호 문직에서 요구

되는 간호핵심역량을 보장하여 간호수행에 한 자신감

을 높여 다[3].

핵심기본간호술에 한 수행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간호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고, 임상실습에

극 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개개인의 교육-학

습과정을 강화시켜 다[13]. 이를 통해 간호 학생은 미

래 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

여 졸업 후 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핵심기본간호술과 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한 연구[14,15], 임상수행능

력과의 계연구[16], 핵심기본간호술 교육방법에 따른

연구[17]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Dillon(2002)은

실습경험에 따라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이 높아진다고 하 으며[18], 김순옥과 강복희(2016)

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학습경험과의 계를

조사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상승함을 밝힌

바 있다[19].

그러나 지 까지 동일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임상실습 시기별로 어떻게 변

화하는지 그 변화양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한 종

단연구는 무하 다.

과학 연구의 근본 인 힘은 심의 이 되는

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20,21]. 간호분야에서는 시

간의 변화와 련된 상에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동안에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조사하고 연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21].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

본간호술을 심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과 임상실

습이진행되는 1년동안시간의 경과에따라각 시기별로

3학년 간호 학생의 수행자신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정 으로 변화되는 시기와 부정 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악하여 임상실습교육의 질 강화를 한 체계 재구

성의 략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

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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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시기 특성을 반 한 효율 이고체계 인 임

상실습 교육 략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임상실습 시기별 일

반 특성의 변화양상을 악한다.

2)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악한다.

3) 간호 학생의임상실습시기 간핵심기본간호술 수

행자신감의 차이를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

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악하기 해 총 4회(임

상실습 , 1학기 첫 실습 후, 2학기 첫 실습 후, 학년 말

실습 후)에 걸쳐 조사한 종단연구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연구의 상자는 J도 소재 일간호 학의임상실습

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이다. 표본크기는

G*Power 3.16 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r).3, 유의

수 .05, 검정력 .90 수 으로 설정하 을 때 최소 표본

수가 8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

여 간호학과 3학년 체 116명에게 배부하 다. 올바르

게 응답한 상자는 임상실습 조사 시 104명이었으며,

104명을 상으로 실시한 1학기 첫 실습 후는 98명이었

고, 2학기 첫 실습 후는 96명, 학년 말 실습 후는 94명이

었다. 상자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94명을

연구 상자로 하 다.

2.3 리적 고려

설문조사는 상자의 자율 참여를 해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 과 연 성이 없는 간호학 공 학원생 1

인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훈련한 후진행하도록 하

고 설문지를 직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 다. 연구자

가 직 설명한 내용으로는 연구 참여가 학생 개개인에

한 평가와는 아무런 련이 없으며, 참여자는 교수로

인해 학생의 이론과 실습학 과 련된 손해를 입지 않

을 권리가 있고, 이를 하여 익명성과 비 보장을 원칙

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 으며, 동의내용

에는 자의 으로 결정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

외의 목 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가 종료된 후 자

료는 지정된 장소에 잠 장치를 사용하여 보 하며, 연

구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쇄

할 것이고 컴퓨터에 장된 일과 자료는 구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 다. 모든 차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지 않으며, 연구진행 에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참여를

철회할수 있음을 설명하 으며이 모든 것에각 회차별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상자로 하 다.

2.4 연 도

2.4.1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수행자신감은 어떤 일을 뜻 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22]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

간호술의 각 간호행 에 한 수행자신감의 수 을 의미

하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항목은 한

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개 항목 교과과정에

따라 2학년 말에 구조화된 객 임상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이하 OSCE) 로그램

을 통해 교육한 8개 항목(활력징후,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정맥수액주입, 단순도뇨, 배출 장, 간헐

양)을 선정하 다. 문항은 기본간호학 교수 장

실무자 1인이핵심기본간호술 로토콜을검토하여문항

요표시(*)가 있는 것을 심으로 총 66문항(활력징

후 15문항, 경구투약 6문항, 근육주사 7문항, 피하주사 8

문항, 정맥수액주입 10문항, 단순도뇨 8문항, 배출 장 5

문항, 간헐 양 7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척도는

4 likert scale로 "아주 자신 있다" 4 에서 "아주 자신

없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5 료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9일(임상실습 )부터

12월 16일(학년 말 실습 후)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차는 일 학의 3학년 정규교육과정 임상실습 체

일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상자는 4주 간격으로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A반:4주 이론 후 4주 실습, B

반:4주 실습 후 4주 이론)을 받는 학생으로 실습장소는

각 회 차별로 동일하 다. 첫 번째 자료 수집은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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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월 9일(A반,B반), 두 번째 자료 수집은 1학기 첫

실습 후인 4월 11일(B반)과 5월 9일(A반), 세 번째 자료

수집은 2학기 첫 실습 후인 9월 26일(B반)과 10월 24일

(A반), 네 번째 자료 수집은학년 말실습후인 11월 21일

(B반)과 12월 16일(A반) 이었다(Fig. 1참조). 각 회 차별

설문지 조사 방법은 처음 조사 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

는 박스 속에 코 처리한 번호표를 넣고 무작 로 한 개

씩 뽑도록 하 다. 뽑은 번호숫자를 설문지 에 표시하

도록 하 고 이 번호표는 2, 3 ,4회까지 이어짐을 설명하

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용 휴 폰에사진으로 간직하도록

하 으며 서로 교환하거나 본인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

식도 남기지 않도록 설명하 고, 매번 일련번호로 처리

하여이용하 다. 설문조사지는 4회동안 동일한 것을

용하 으며, 마지막 조사 시에는 상자가 임상실습 시

가장 힘들었던 것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 다.

2.6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 다.

1) 일반 특성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 특성의 변

화양상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분석했다.

2) 상자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

신감의 변화양상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임상실습 시기간 핵심기본간호술수행자

신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상실습 시기별 적 특

 변화양상

3.1.1 적 특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 학생이 임상실

습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 한 것은 ‘환자반응에 한 문제

해결’ 23명(24.5%), ‘안 사고 감염 리’ 23명(24.5%),

‘간호과정’ 18명(19.1%), ‘환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16명(17.0%), ‘핵심기본간호술’ 14명(14.9%)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4)

Variables Categories n(%)

The most
difficult thing in
clinical
practicum

Problem solving in patient response 23(24.5%)

Safety incident and infection control 23(24.5%)

Nursing process 18(19.1%)

Communicating with patients and
medical staff

16(17.0%)

Core basic nursing skills 14(14.9%)

3.1.2 상실습 시기별 적 특  변화양상

임상실습 시기별로 일반 특성의 변화양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학에 한 만족도(4 척도)

는 학년 말 실습 후(3.24±.45), 1학기 첫 실습 후

(3.11±.41), 임상실습 (3.09±.38), 2학기 첫 실습 후

(3.05±.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직에 한 태도(4

척도)는 학년 말 실습 후(3.22±.46), 1학기 첫 실습 후

(3.17±.50), 임상실습 (3.13±.49), 2학기 첫 실습 후

(3.09±.50) 순이었다. 상황 환경변화 응(4 척도)은

임상실습 (3.08±.45), 2학기 첫 실습 후(3.09±.41), 1학기

첫 실습 후(3.09±.49), 학년 말 실습 후(3.23±.47) 순이었

으며,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4 척도)는 학년 말 실습

후(3.07±.55), 2학기 첫 실습 후(2.98±.53), 1학기 첫 실습

후(2.92±.53) 순이었다.

[0ne group] Nursing students in 3rd grade: Class A, Class B

(A: 4 weeks practicum after 4 weeks of theory) / (B: 4 weeks theory after 4 weeks of practicum)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st

semester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nd

semester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3/9(A,B)
4/11(B) 9/26(B) 11/21(B)

5/9(A) 10/24(A) 12/16(A)

Fig. 1. Data coll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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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변화양상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체 평균은 학년

말 실습 후(3.55±.36), 1학기 첫 실습 후(3.53±.38), 2학기

첫 실습 후(3.46±.36), 임상실습 (3.38±.37) 순이었다.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활력징후는 1학기 첫 실습 후

(3.72±.32)가 가장 높고, 2학기 첫 실습 후(3.69±.36)와 학

년 말 실습 후(3.69±.36)는 같았고, 임상실습 (3.41±.40)

이 가장 낮았다. 경구투약은 1학기 첫 실습 후(3.74±.38),

학년말 실습 후(3.74±.36), 2학기 첫 실습 후(3.67±.39), 임

상실습 (3.66±.43) 순이었다. 근육주사는 학년 말 실습

후(3.52±.42), 1학기 첫 실습 후(3.47±.45), 2학기 첫 실습

후(3.44±.42), 임상실습 (3.26±.42) 순이었다. 피하주사는

학년 말 실습 후(3.51±.38), 1학기 첫 실습 후(3.45±.45), 2

학기 첫 실습 후(3.37±.44), 임상실습 (3.20±.45) 순이었

다. 정맥수액주입은 학년 말 실습 후(3.48±.46), 1학기 첫

Table 2. Changes of general characteristic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st

semester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nd

semester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satisfaction with nursing 3.09±.38 3.11±.41 3.05±.37 3.24±.45

Attitudes toward nursing 3.13±.49 3.17±.50 3.09±.50 3.22±.46

Adaptation to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3.08±.45 3.09±.49 3.09±.41 3.23±.47

satisfaction with practicum - 2.92±.53 2.98±.53 3.07±.55

Table 3. Chang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st

semester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nd

semester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Self-
Confidence of
Nursing Skill

Vital sign(V/S) 3.41±.40 3.72±.32 3.69±.36 3.69±.36

PO medication(PO) 3.66±.43 3.74±.38 3.67±.39 3.74±.36

Intramuscular injection(IM) 3.26±.42 3.47±.45 3.44±.42 3.52±.42

Subcutaneous injection(SC) 3.20±.45 3.45±.45 3.37±.44 3.51±.38

Intravenous fluid injection(IV) 3.22±.45 3.47±.49 3.37±.46 3.48±.46

Nelaton catheterization 3.41±.46 3.52±.51 3.44±.45 3.57±.47

Enema 3.41±.48 3.38±.51 3.32±.47 3.35±.55

Levin-tube feeding 3.43±.48 3.49±.53 3.40±.52 3.57±.46

Mean 3.38±.37 3.53±.38 3.46±.36 3.55±.36

Table 4.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core clinical nursing skill between clinical practicum     (N=94)

Variables

Mean±SD

t p
Pre-test Post-test

Pre-post
differences

Before clinical practicum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st semester 3.38±.37 3.53±.38 0.15±.47 -3.138 .002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1st semester -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nd semester

3.53±.38 3.46±.36 0.06±.04 1.519 .132

After first clinical practicum in 2nd semester - After clinical practicum at the
end of school year practicum

3.46±.36 3.55±.36 0.09±.39 -2.260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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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후(3.47±.49), 2학기 첫 실습 후(3.37±.46), 임상실습

(3.22±.45) 순이었다. 단순도뇨는 학년 말 실습 후

(3.57±.47), 1학기 첫 실습 후(3.52±.51), 2학기 첫 실습 후

(3.44±.45), 임상실습 (3.41±.46) 순이었다. 배출 장은

임상실습 (3.41±.48), 1학기 첫 실습 후(3.38±.51), 학년

말 실습 후(3.35±.55), 2학기 첫 실습 후(3.38±.51) 순이었

다. 간헐 양은 학년 말 실습 후(3.57±.46), 1학기

첫 실습 후(3.49±.53), 임상실습 (3.43±.48), 2학기 첫 실

습 후(3.40±.52) 순이었다.

3.3 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차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

는 Table 4와 같다. 1학기 첫 실습 후(3.53±.38)의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실습 (3.38±.37)보다 유의

하게 향상되었으며(t=-3.138, p<.01), 학년 말 실습 후

(3.55±.36)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도 2학기 첫 실

습 후(3.46±.36)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t=-2.260, p<.05). 반면, 2학기 첫 실습 후(3.46±.36)의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1학기 첫 실습 후(3.53±.38)

보다 하락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1.519. p<.132).

4. 논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기별로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임상실

습 교육 략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임상실습 시기별

일반 특성의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 일반 특성 간호 학생이 핵심기본간호술에

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악하고자 임상실습 시

가장힘들었던 것의 빈도를 악한 결과 ‘환자반응에 한

문제해결능력’(24.5%), ‘안 사고 감염 리’(24.5%),

‘간호과정’(19.1%), ‘환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17.0%),

‘핵심기본간호술’(14.9%)순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

에 한 어려움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본 연구 상이 2학년 말에 OSCE 로그램을 통해 핵심

기본간술 8개 항목에 한 테스트를 마쳐 자신감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기본간호술은 통합 사고가

요구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비

교 쉽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핵심

기본간호술은 간호 업무 빈도와 요도가 가장 높은

간호술로 간호 학생의 교육 요구도가 높고[23], 간호 교

육과정 필수 으로 성취되어야할 역량이기 때문에 그

요성이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다[14].

다음으로 간호 학생의 간호학 만족도, 간호직 태도,

상황 환경변화 응의 변화양상은 모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 으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첫실습후보다오히려 낮은 수를나타냈

다. 이는 2학기 첫 실습이 여름방학 후에 이루어진 환경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은 장기간의 휴식 후에 실

습에 복귀할 때 심리 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만족도는 간호 학생의 성취동기를 증진시

켜 핵심기본간호술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키워

주며[24],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정 향을 미친다

[25]. 한 간호직 태도가 정 인 학생일수록 기 한

결과에 한 성공 신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따라서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으로보이며특히여름방학후에실시되는 2학기 첫이상

실습의 경우 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상실습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보면, 시

간이 흐를수록 상승하여 학년 말 실습 후의 실습 만족도

가 가장 높았다. 1학기 첫 실습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오

는 스트 스와 불안이 높아 만족감이 낮았을 것으로 보

이며[26], 학년 말 실습 후에는 병원 환경에 응이 되고

차 이론과 실습이 통합되면서 만족감이 상승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둘째,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학년 말 실습 후(3.55±.36), 1학기 첫 실습 후(3.53±.38), 2

학기 첫 실습 후(3.46±.36) 임상실습 (3.38±.37) 순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 으며, 선행연구의 3학년 2.86±.46

과 4학년 2.97±.43 [27] 4학년을 상으로 한

2.96±.44 [14]보다 모든 측정 시 에서높은 수 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가 3학년이지만 임상실습 2학

년 말에 OSCE 로그램을 통해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생각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임상실습

이 가장 낮고 학년 말 실습 후가 가장 높았다. 임상실

습 이가장 낮은 것은첫 임상실습을앞두고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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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졌기때문으로 보이며

[28], 학년말 실습 후가가장 높은 것은실습이 진행될수

록 임상 장에서의 학습경험과 간호학 이론의 용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학습경험정도가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29]. 그러나방학 후에 이루어진 2학기 첫 실습 후

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1학기 첫 실습 후 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경험정도에 의해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내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별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 양상

을 보면, 활력징후와 경구투약은 교내 실습경험이 부

던 임상실습 이 가장 낮았고,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에 높은 폭으로 상승하여 1학기 첫 실습 후에 가장 높

은 수를 보 다. 특히활력징후와 경구투약은 1학기 첫

실습 후 조사한 8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활력징후와 경구

투약이 다른항목과 달리 1학기 첫실습 후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낸 것은 두 항목은 임상에서 간호학생의 수행

빈도가 높은 술기항목으로[15] 교내실습을 통해 배운 것

을 임상에서 실재 상자에게 직 수행해 으로써 술

기에 한자신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여겨진다. 즉, 간

호수행자신감 향상을 해서는 환자간호에 직 참여해

보는것이 요함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근육주사, 피하

주사, 정맥수액주입, 단순도뇨에 한 핵심기본간호술수

행자신감은 임상실습 이 가장 낮고, 학기 말 실습 후가

가장 높은 양상을 보 다. 이는 실습항목 특성상 수행의

기회가 많지 않으나 임상에서 흔히이루어지는 술기항목

으로[15] 시간이 흐를수록 찰의 기회가 많아져 자신감

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항목도 방학

후인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 첫 실습 후 보다 오히

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방학이라는 환경 요인이

향을미쳤음을 생각해볼 수있다. 반면, 배출 장은임상

실습 이가장 높았으며그뒤로 1학기첫 실습 후, 학년

말 실습 후, 2학기 첫실습 후순이었다. 임상실습 에는

8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항목 세 번째로 높은 자신감을

보 으나, 다른 항목과 달리 임상실습이 진행되면서 오

히려 자신감이 감소하 는데 이는 임상에서의경험 부족

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 희(2016)의연구에서 간

호 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해보지못한 간호술은

수 과 함께 장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 한

애경(2014)은 임상실습 장에서 단지 7.8%의 학생만이

장을 경험하 다고 보고하 다[15]. 즉, 배출 장은 임

상실습에서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임상 장에서의 경험정도

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간헐 양은 학년 말 실습 후가 가장 높고, 1학기

첫 실습 후, 임상실습 , 2학기 첫 실습 후 순이었다. 간

헐 양은 임상실습 에도 체 항목 두 번째

로 높은 수행자신감을 보 던 항목으로 3학년 실습을 마

치며 더욱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조미혜

(2007)의 연구에서간헐 양은 68.8%가 임상실습

을 통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한

애경(2014)의 연구에서도 44.4%가 임상 장에서 간헐

양을 경험하 다고 하 다[15]. 즉, 학년 말 실습

후 간호수행자신감이 상승한 것은 임상실습에서의 경험

빈도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학기 첫 실습 후

수가 가장 낮은 것은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방학으

로 인한 향으로 생각된다.

셋째, 임상실습 시기 간간호 학생의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차이를 살펴보면,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

실습 보다 0.15±.47 향상되었고, 학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0.09±.39 향상되었다. 그러나 2

학기 첫 실습 후에는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0.06±.04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1학기첫실습후와학년말 실습 후의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이 그 단계 보다 향상된 것은 학습

의 경험이 증가할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

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27]. 특히 1학

기 첫 실습 후 수행자신감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실습 에 실재 환자에게 용해본 경험이 없던 간

호학생이 1학기 첫 실습을 통해 여러 간호술기를 찰하

고 활력징후 등 수행 빈도가 높은 술기를 성공 으로 수

행해보며 간호술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임상에서 용해 으로

써 성공경험을 갖는 것이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에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간호수행

자신감이 오히려 하락하 는데 이는 방학이라는 환경

요인이 간호 학생의 심리상태에 향을 미친 결과로 생

각된다. 즉, 방학 기간 동안 학습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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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간호술기 기억에 어려움

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29], 안 하고 단순한 간호활

동에 편 된 임상실습 환경 특성상 1학기 임상실습과 비

교해 직 간호 수행이 늘지 않아 발 해 가는 자신의 모

습을경험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2학기 실습

에 따른 임상 간호사들의 기 치 상승에 자신이 부응하

지 못한 것 같은 심리 부담감과 축감이 핵심기본간

호술수행자신감 하락에 향을미쳤을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 학생의 핵심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시기

특성을 반 하여 임상실습 과 방학 후에 시작되는 2학

기 첫 임상실습 에 단계별 임상실습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 시

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악하

여 시기 특성을 반 한 효율 이고체계 인 임상실습

교육 략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은 체 으로 임상실습 이 가장 낮았으며 시간의 경

과 임상실습 경험 정도에 따라 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 다. 그러나 여름방학 후에 진행된 2학기 첫 실습 후

에는 8개의 모든 항목에서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핵심기

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

다. 한 임상실습 시기 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의 차이는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실습 보다 높고, 학

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향상되었으며, 2

학기 첫 실습 후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하락하 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종단연구가 매

우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시기별로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을 살펴 으로써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정 으로 변화되는 시

기와 부정 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악하여시기 특성

을 반 한 임상실습 교육 략개발에 기 자료를 마련하

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임상실습의 시기 특성을 반 하여 핵심기본간

호술 수행자신감이 낮았던 임상실습 과 2학기 첫 임상

실습이 시작되기 에 각각 단계별 임상실습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와 같이 종단연

구를 실시한 연구가 없어 비교논의에 한계에 있었고 본

연구는 일개 학을 상으로 조사하 으므로 연구의 일

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연구 상과 지역을 확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주

으로 조사하 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추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객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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