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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 190명으로 일반
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와 수행자신감을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분
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51.1%였으며, 관찰경
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11개 이상 78.4%였다.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남자, 연령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며, 특히 수행경험
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p<0.001). 하지만 수행자신감은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
른 차이는 없었다(p=0.463).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다양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보안책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CBN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3rd and 4th grade 190 nursing students in G cit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3.0 program. This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below 5 was 51.1%,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CBNS over 11 was 78.4%.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CBNS experience increased with male, 
increase age and grade, and major subject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specially, as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increased, clinical competency increased(p<0.001). But clinical 
competency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observation CBNS(p=0.463).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ere age, grad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number of experience CB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opportunity to directly 
experience the various CBN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an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se simulation education.

Keywords : Clinical Competency, Core Basic Nursing Skill,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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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으로 일정한 

교육과정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 취득 후 간호대상자
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 배출을 목
표로 한다[1]. 이러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
의 함양을 위해 간호학에서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실
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2,3], 한국간호교육
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
습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은 간호사 핵심역량을 함양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또한 이론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개념을 실제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
는 과정이다[3,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핵
심기본간호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된다[3].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 업무수행에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간호술로 간호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하기 때문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
대학생이 졸업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성취해야할 가장 핵
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간호술 20항목을 도출하여 공적인 
합의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5]. 이렇듯 핵심
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
본적인 실무능력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임상상황
에서 적절한 지식과 기술, 판단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
능할 수 있는 능력인 임상수행능력의 기초가 되는 부분
이다[6,7].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권리보장이 강조되면서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기회
가 감소됨에 따라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술기를 경험
하기 어려워졌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에
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저하를 가져왔다[9]. 핵심기
본간호술을 수행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행
자신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10]에서 보듯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경험은 임상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
친다[11,12].

수행자신감은 어떠한 일을 뜻대로 이루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13],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 참여
와 동기부여 또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요소가 된다
[14]. 아울러 간호사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며, 환자에게 수준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14],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함께 요구되는 간호
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질적인 실습경험 또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의 
동기가 되므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학습
과 탐구방법을 배우고 간호문제를 직접 해결하면서 실무
수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학습과정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간호업무 수행자신감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12]. 

그러나 현재의 임상실습 교육은 긴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임상환경과 대상자의 질 높은 간호요구의 증가, 의
료사고의 위험성 및 임상실습현장에서의 교육인력 부족
으로 직접적인 간호수행보다는 관찰 위주로 실습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적합한 임상실습기관의 부족과 대학실
습교육 여건 미흡으로 임상실습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15-17]. 이와 같은 임상실습교육
의 문제는 간호대학생이 미래에 신규간호사로서 활동하
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호행위를 경험하지 못하여 
지식의 활용 및 환자간호에 대해 많은 제한을 느끼게 할 
수 있다[18].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은 실무현장에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복잡해져가는 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바
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함양해야 하므로 
임상 현장에서 간호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19] 실습교육 상황은 개
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6]. 또한 졸업 후 바로 임상실
무에 투입되지 못하여 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20], 간호대학생들의 임
상실습교육은 실제적인 간호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많은 대학에서 임상현
장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용과 
교내 실습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의 교과별 편성과 자
율실습이 포함된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간
호대학생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필
요로 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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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의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며, 이를 통해 추후 효과적인 임상실습교
육과정개발의 토대를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을 파
악한다.

2.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4년제 간
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 중 임상실습을 최소 1
개 학기 이상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1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7개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 
수는 151명이었으며, 탈락율 25%를 고려하여 200명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연
구 대상자는 190명이었다.

2.3 연구 변수 및 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

족도를 포함하였다.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
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특성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
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정도를 포
함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로 구성하였다.

2.3.2 핵심기본간호술 경험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Oh[5]가 제시한 평가 도구에 
따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가지 핵심기본
간호술 항목을 연구자들이 22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피내주
사, 정맥수액주입, 수혈요법, 간헐적 위관영양, 도뇨간호, 
배출관장, 수술 전 간호-심호흡 교육, 수술 전 간호-피부 
준비, 수술 후 간호-배액관 관리, 수술 후 간호-PCA 관
리, 수술 후 간호-체위 관리, 입원관리, 보호장구 착용, 
산소포화도 측정, 산소요법, 흡인, 기관절개관 관리, 심폐
소생술). 그리고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은 학생이 임상실습 
전 과정을 통해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경험’, 단순히 
눈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는 ‘관찰경험’, 그리고 수행경험
이나 관찰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험’으로 분류하였
다. 도구의 신뢰도는 Oh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
이었으며[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다.

2.3.3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22개 항목의 핵심기본

간호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감의 주관적 점수로, ‘능숙
하게 할 수 있다’ 5점, ‘잘 할 수 있다’ 4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3점, ‘미숙하지만 할 수 있다’ 2점, ‘전혀 못하
겠다’ 1점으로 자가 평가한 점수이다. 즉, 측정 점수가 높
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5이었으며[2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5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23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었
다.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중 임상
실습을 최소 1개 학기 이상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
과 사무실을 통하여 참여 공고를 하고 설문지에 참여하
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 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
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는 자유의사이며, 불참하더라도 어떠한 불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 및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희
망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설문지에 기입된 개인정보의 비 보장과 연구 이외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7호, 2019

88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는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의 작성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
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4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가운데 미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이 어려운 4부를 제외하고 총 19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

기본간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60명
(84.2%), 남자 30명(15.8%)이었다. 연령은 만 21세 미만 
87명(45.8%), 만 22세 51명(26.8%), 만 23세 16명
(8.4%), 만 24세 이상이 36명(18.9%)이었다. 학년은 3학
년 85명(44.7%), 4학년 105명(55.3%)이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 83명(43.7%), ‘보통’ 60명(31.6%), 
‘매우 만족’ 29명(15.5%)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84명(44.2%), ‘만족’ 77명(40.5%), ‘불만족’ 19명
(10.0%) 순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로는 내
과(42.6%), 외과(26.3%), 중환자실(9.5%), 응급실(8.4%) 
순이었다. 그리고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
개 이하’가 97명(51.1%), ‘6∼10개’가 69명(36.3%), ‘11
개 이상’이 24명(12.6%)이었다.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
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11명(5.8%), ‘6∼10개’가 30명
(15.8%), ‘11개 이상’이 149명(78.4%)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0 (84.2)
Male 30 (15.8)

Age(yr)

≤21 87 (45.9)
22 51 (26.8)
23 16 (8.4)

≥24 36 (18.9)

Grade 3rd Grade 85 (44.7)
4th Grade 105 (55.3)

Major subjec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9 (15.3)
Satisfaction 83 (43.7)

Average 60 (31.6)
non Satisfaction 16 (8.4)

very non Satisfaction 2 (1.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10 (5.3)
Satisfaction 77 (40.5)

Average 84 (44.2)
non Satisfaction 19 (10.0)

very non Satisfaction 0 (0.0)

Most experience 
department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CBNS)

Medicine 81 (42.6)
Surgical 50 (26.3)

Obstetrics & 
Gynecology 6 (3.2)

Pediatric 1 (0.5)
Intensive care unit 18 (9.5)
Emergency room 16 (8.4)

Delivery room 4 (2.1)
Newborn unit 8 (4.2)

Out patient unit 3 (1.6)
Etc. 3 (1.6)

No. of CBNS - 
Experience

≤5 97 (51.1)
6∼10 69 (36.3)
≥11 24 (12.6)

No. of CBNS - 
Observation

≤5 11 (5.8)
6∼10 30 (15.8)
≥11 149 (78.4)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0)

3.2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호
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
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성별에서 수행자신감은 남자가 74.53점으로 여자
의 67.9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서 
수행자신감은 만 23세에서 79.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 
24세 이상이 75.92점, 만 22세가 72.71점 순으로 높았
다. 학년에서는 4학년이 73.84점으로 3학년의 62.98점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따
른 수행자신감은 ‘매우 만족’의 경우 8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이 68.80점, ‘불만족’이 67.81점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매
우 만족’이 86.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만족’ 71.62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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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65.86점, ‘불만족’ 6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5개 이하’ 64.09점, ‘6∼10개’ 72.62점, ‘11개 이상’이 
78.2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 
간의 차이가 있었다. 관찰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에 
따른 수행자신감은 ‘5개 이하’ 68.18점, ‘6∼10개’ 72.43
점, ‘11개 이상’이 68.34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Competenc t or F (p)
Mean±SD

Gender
Female 67.94±16.56 2.017

(.045)Male 74.53±15.73

Age(yr)

≤21 62.01±14.30

11.971
(<.001)

22 72.71±15.71
23 79.38±15.44

≥24 75.92±16.89

Grade
3rd Grade 62.98±15.47 -4.742

(<.001)4th Grade 73.84±15.88

Major subjec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80.52±18.60

5.362
(<.001)

Satisfaction 68.80±15.03
Average 64.28±14.93

non Satisfaction 67.81±17.60
very non 

Satisfaction 59.50±21.9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86.70±15.80

6.964
(<.001)

Satisfaction 71.62±16.26

Average 65.86±15.77
non Satisfaction 62.74±14.26

No. of CBNS - 
Experience

≤5 64.09±17.15
10.631
(<.001)6∼10 72.62±13.01

≥11 78.25±17.25

No. of CBNS - 
Observation

≤5 68.18±18.84
0.773
(.463)6∼10 72.43±16.77

≥11 68.34±16.39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confidence i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degree of experi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N=190)

3.3 대상자의 수행자신감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특성 중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를 변수로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13.89,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는 .29로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29.0%였다.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
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으며, 이 가
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β=.26)이
었으며 다음으로는 연령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 임상실습 만족도 순이었다(Table 3).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
계값과 VIF값 및 Durbin-Watson 값을 산출하였다. 
Durbin-Watson 값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
정한 결과 1.9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값은 0.70∼0.89로 0.1보
다 크고, VIF값은 1.13∼1.43으로 10보다 크지 않으므
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Variable β t p
(Constant) 2.85 .005

Gender -.04 -0.53 .599

Age(yr) .25 3.49 .001
Grade .26 3.98 <.001

Major subject 
satisfaction .14 1.93 .05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5 2.06 .040

No. of CBNS - 
Experience .18 2.75 .007

Adjusted R2=.29, F=13.89, p<.00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

Table 3. Factors Influence of Practice Confidence 
(N=19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
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중 학생들이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는 5개 이하가 51.1%, 6∼10개 사이가 36.3%로 전체
학생의 87.4%가 임상실습 중 10개미만의 핵심간호술 수
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의
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가로 간호사들이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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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 간호활동의 경우엔 학생들에게 수행해 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간호인력의 부족과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실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23]. 또한 임상실무에서 흔히 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이 침습적이고 위험도가 높아 관찰기회는 
있으나 수행기회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16]. 간호대학
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 다경험 부서로는 내과(42.6%), 
외과(26.3%), 중환자실(9.5%), 응급실(8.4%) 순이었으며, 
70% 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은 활
력징후 측정이며 수행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
다[10]. 이것은 학생들의 실습경험이 안전하지만 단순한 
간호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11], 임상현장에
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간호활동에서 미경험률이 높다고 
보고한 최동원(2014)[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아
울러 본 조사가 지역적으로 한정된 임상실습지를 가진 
대학에서 이루어져 간호대학생 수에 비해 임상실습을 진
행할 수 있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간호수행
을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
어 지방의 간호대학생들은 수도권의 간호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으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
실 등 난이도가 높은 핵심간호술기를 수행할 수 있는 부
서의 실습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핵심기본간
호술 경험 정도에 따른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여자(67.9
점)보다 남자(74.5점)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
행자심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은 4학년이 
73.8점으로 3학년의 62.9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나 김순옥과 강복희(2016)[12]의 연구결
과와 같았으며,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
록 수행자신감은 높아졌다. 또한,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
호술의 수는 증가할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지만,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은 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다른 항
목이나 교과목에 비해 반복학습을 통한 습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22], 간호대학생은 많은 관찰경
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수행경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만
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β
=.2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연령과 수행경험한 핵심기본
간호술의 수, 임상실습 만족도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 중 수행경험하는 핵심기본간
호술의 수가 수행자신감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2,23]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5,1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핵심기본간호술을 단순히 관
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임상실습 현장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
각된다.

그리고 연령과 학년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연령과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직접 경험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 또한 증가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임상실습 
기간이 증가하여도 반드시 수행경험하거나 관찰경험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수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
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업무 중 빈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간호술로 간호대학생의 교육요구도가 높고
[24], 간호교육과정 중 필수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역량이
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25].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자신감은 간호대학생이 임
상실습 기간 중 직접 수행경험의 기회를 증가시켜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하지만 과도한 간호대학의 증설과 관찰중심의 실습교
육으로 인해 임상에서의 직접수행기회가 적어지므로 이
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26]. 시뮬레이션교육은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피드백의 즉시 제공, 반복적인 실전교육, 교과과정의 신
속한 흡수, 난이도 조정, 개별학습의 기회 제공 및 다양한 
학습전략 노출에 대한 적응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인 수행경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2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편의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지역대학으로 다양한 
수행경험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
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간호교육과정에서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수행자신
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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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
으며, 임상실습 중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은 직접 수행
보다는 관찰 경험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행자
신감은 높아졌으며,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임상실
습 만족도와 수행경험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수로 나타났
다. 하지만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와 관찰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과정 중 수행겸험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뮬레이션 교
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극적인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경험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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