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는 코로나19 즉, COVID-19 (SARS- CoV-2)
에 의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매우 위태로운 

팬데믹 상황에 놓여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대한민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611명에 달하며, 전 세계적
으로는 32,727,792명에 이른다[1]. 의료인의 안전을 보
장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
음을 강조한 WHO의 발표[2]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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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을 위한 중요도와 수행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A시 간호대학 4학년 72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 감염관리 간호의 
중요도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4점이었고, 수행도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4점이었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
가 가장 큰 영역은 개인 보호구 레벨D 착탈의와 안전한 검체 채취영역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간호의 
요구도 분석결과 개인 보호구 레벨D 착탈의, 안전한 검체채취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19, 교육, 간호학생, 감염관리, 중요도, 수행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degree of performance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educational program for 4th grade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prepar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COVID19 infection control nursing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6 to January 30, 2020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72 senior nursing 
students at "A" City Nursing College. The overall average of importance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nursing was 4.4 out of 5, and the overall average of performance was 2.4 out of 5. The greatest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were the sectors of personal protection(equipment dressing 
& undessing) and collecting safe sample. By analyzing the needs for COVID19 infection control nursing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education 
programs by improving performance of both personal protection and collecting safety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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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7,000명에 달하고 있다[3]. 특히 간호사는 세계시
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이루는데 핵심 구성원으로
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
우선 순위로 두고,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2].  

간호학은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문직 간
호사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간호 상
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한
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평가원 규정에 따라 
졸업까지 임상실습교육 1,000시간 이상을 환자 면담이
나 치료와 관련된 기본간호 술기를 수행하면서 환자와 
직간접 접촉을 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아직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
하여 감염질환의 노출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이 미흡하
다[5].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임
상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수행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지만[6] 간호대학생의 경우 감염관리 지식에 비해 수행도
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감염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매스컴과 교육 자료를 접해 기본 지식은 보편화되
었다. 하지만 감염위험도가 높은 임상실습이 중단됨에 따
라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간호교육 역량 
강화는 아주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간호대학생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을 비교
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수행 빈도가 낮은 특수 간호
술의 경우 수행 빈도가 높은 기본 간호술에 비해 임상수
행 능력정도가 낮아 학부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하고 
실습경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8]. 온라인을 활
용한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감염관리 교육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접근성이 높고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수행자신감이 향상되었다[9]. 하지만 실제 감
염관리 활동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비대면 교육은 학생 개인 간 자기주도 학습능력 차이와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개
인보호구 레벨D 착탈의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간호의도
를 유의하게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0].  

선행연구에 의하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 요구에 비
해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수는 매
우 미흡하며, 대부분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집중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실습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통
합될 때 실제 간호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양성될 수 있어[11], 
예비 의료인인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개인보호구 레벨D 

착탈의에 대한 실제적인 실습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요구 분석은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육내용을 선

정하고 조직하는데 필요한 근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과정이
다[12]. 교육요구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설문기법이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설문지는 현재수준을 묻는 수
행도와 바람직한 수준을 묻는 중요도의 척도로 구성하여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과정으로 분석된다[12]. 이는 학습의 수혜자인 간호대
학생에게 교육의 요구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성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현재 재확산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다
면 간호대학생의 감염간호 교육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코로
나19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체계적이고 유연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5]. 그러므로 간호단계적
인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감염교육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여 간호이론과 간호실무의 간
극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6].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간호 교육의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은 거의 
없어 감염간호 교육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요구 분석하여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
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중

요도와 수행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중요

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4)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요구

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IPA(Important-Perfomance-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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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 수는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근거로 하였다[9]. 대상자는 A시에 
위치한 일 대학 간호대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희망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74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자가 보고식 설문 형식으로 약 10분
이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경험 유무, 감염관리 교육 필요성 유무, 감
염관리 교육 방법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2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요도와 수행도
본 연구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요도와 수행도

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연구를 계획할 당시 공식적
인 코로나19 대응지침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의 2019 메
르스 대응지침 5-2판[13]을 검토하고, 간호사를 대상으
로 메르스 교육요구를 분석한 선행연구[14]의 도구를 기
반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5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14]의 메르스 교육요구 도구
는 총 11문항으로 Ch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본 
연구의 구성 문항 총 15문항으로 한 문장에 두 가지의 
내용을 묻는 질문을 간호대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간호학과 교수 3인,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임상간호사 7명을 대상으로 내용 수정 및 타
당도 검증을 받았다. 각 문항의 CVI는 .90이상 측정되었
으며 총 1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최종 선정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요구를 위해 구성된 
문항은 코로나19 원인 및 특성,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
방법, 코로나19 감염의 치료, 코로나19 감염 간호, 코로
나19 감염경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개인 보호구 착
탈의, 코로나19 감염환자 기구 사용법, 코로나19 감염환
자 기구 소독법, 안전한 검체 채취,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기준, 호흡기 감염 병실환경 관리, 코로나19 감염 의
료폐기물 관리, 개인위생, 코로나19 환자와의 치료적 의

사소통이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중요도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 ‘매우 필요하지 않다’ 2점, 
‘필요하지 않다’ 3점, ‘필요하다’ 4점, ‘매우 필요하다‘ 5점
으로 구성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관리 교
육의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ɑ 값은 .91이었다. 

코로나19 감염관리 수행도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에서 자신이 현재 수행 가능
한 술기를 말하는 것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미흡하다’ 1점, ‘미흡하다’ 2점, ‘보통이다’ 
3점, ‘우수하다’ 4점, ‘매우 우수하다’ 5점으로 구성되었
다. 총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의 수행도
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ɑ 값은 .90
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시에 위치한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 74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임상
실습 기간에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 수행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에 조사된 내용은 연구의 목
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자
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지는 총 74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한 2부를 제외하고 총 72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의 중

요도와 수행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의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는 t-test를 실시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에 

따른 우선순위는 Martills와 James의 
IPA(Important-Perfomance-Analysis) 기법
[1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2호338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이용된 간호대학생 72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 54명, 남성 1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3.5세였으며, 분석대상 전원이 4학년이었
다.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경험은 ‘없다’ 43명, ‘있다’ 
29명이었고,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
한 학생은 70명,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이었다. 코
로나19 감염관리 교육 방법 선호는 ‘시뮬레이션’ 26명, ‘실
습’ 20명, '온라인교육’ 18명, ‘강의’ 8명 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en 18 (25.0)

Women 54 (75.0)
Age (year) 23.47±3.23

Grade 4±0
Educational experience of 
COVID19 infection control

Yes 29 (40.3)
No 43 (59.7)

Educational necessity of infection 
control

Yes 70 (97.2)
No 2 (2.8)

Preferred educational methods
Simulation 26 (36.1)
Practice 20 (27.8)

E-learning 18 (25.0)
Lecture 8 (11.1)

n=numbers,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2)

3.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 중요도는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4점으로 높다고 인지하였다. 중요도
의 높은 항목은 코로나19 감염 의료폐기물 관리
(M=4.60), 개인 보호구 착탈의(M=4.58), 호흡기감염 병
실환경 관리(M=4.57), 코로나19 감염 간호(M=4.54), 간
호학생의 개인위생(M=4.53), 안전한 검체채취(M=4.47), 
코로나19 감염환자 기구사용법(M=4.44), 코로나19 감염
환자 기구 소독법(M=4.40), 코로나19 환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M=4.40),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기준
(M=4.38), 코로나19 감염경로(M=4.36), 코로나19 감염 
예방법(M=4.35), 코로나19 감염 치료(M=4.29), 코로나
19 원인 및 특성(M=4.28),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 방법
(M=4.25)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 수행도는 5점 만점에 2.4
점으로 낮다고 인지하였다. 수행도의 높은 항목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법(M=3.33), 간호학생의 개인위생
(M=3.22), 코로나19 감염경로(M=3.10), 코로나19 환자
와의 치료적 의사소통(M=2.97), 코로나19 감염 의료폐
기물 관리(M=2.46), 호흡기감염 병실환경 관리
(M=2.39),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기준(M=2.33), 코로
나19 감염환자 기구 사용법(M=2.29),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 방법(M=2.18), 코로나19 감염 간호(M=2.15), 코로
나19 원인 및 특성(M=2.13), 코로나19 감염 치료
(M=2.01), 코로나19 감염환자 기구소독법(M=2.00), 안
전한 검체채취(M=1.93), 개인 보호구 레벨D 착탈의
(M=1.47) 순으로 나타났다.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요도
    와 수행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중요도와 수행
도의 차이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의 중
요도는 인식하고 있으나 수행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2).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 값
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결과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개인 
보호구 착탈의(t=29.87)이었고,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법(t=6.12)로 나타났다.  

Items ImportancePerformance t pM±SD M±SD
1. COVID19 cause and 

characteristics 4.28±0.61 2.13±0.74 18.90 <0.001
2. COVID19 diagnosis and 

inspection methods 4.25±0.62 2.18±0.84 16.73 <0.001
3. COVID19 infection treatment 4.29±0.63 2.01±0.74 19.77 <0.001
4. COVID19 infection nursing 4.54±0.60 2.15±0.74 21.15 <0.001
5. COVID19 infection route 4.36±0.73 3.10±0.85 9.47 <0.001
6.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act 4.35±0.90 3.33±1.07 6.12 <0.001
7. Detachabl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58±0.55 1.47±0.69 29.87 <0.001
8. How to use infectious patient 

equipment 4.44±0.66 2.29±0.77 17.81 <0.001
9. COVID19 infected patient 

device disinfection act 4.40±0.70 2.00±0.73 20.06 <0.001
10. Safety sample collection 4.47±0.90 1.93±0.69 18.88 <0.001
11. COVID19 patient isolation 

releasing criteria 4.38±0.70 2.33±0.80 16.23 <0.001
12. Managing respiratory 

infections in the hospital 
room environment

4.57±0.55 2.39±0.74 20.00 <0.001

Table 2.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about COVID19 Infection Control Nursing 

(N=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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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 우선순위

IPA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요
구도 우선순위 결과를 중요도 전체 평균인 4.4점과 수행
도 전체평균인 2.4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수
행도 점수가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 매트릭
스를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1사분면(지속유지)의 12, 
13, 14문항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아 꾸준히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분면(과잉노력 지양)의 5, 6, 11문항은 중요도는 낮지
만 수행도는 높아 다른 속성에 해당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낮은 우선순위)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역을 말한다. 4사분면(우선시정 노
력)의 4, 7, 10문항은 중요도는 높지만 수행도가 낮아 즉
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Fig. 1. IPA Matrix for Corona19 Infection Control

4. 논의
본 연구에서 IPA(Important-Perfomance- 

Analysis) 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간호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간
호대학생에게 우선시정 노력 항목으로 개인 보호구 레벨

D 착탈의(t=29.87, p<0.001), 코로나19 감염 간호
(t=21.15, p<0.001), 코로나19 감염 의료폐기물 관리
(t=18.88, p<0.001)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개인 보호구 영역에서 중요도와 수
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결과가 도출된 선행연구[6]와 비
슷하였다. 올바른 보호구의 착탈의는 자신을 보호하고 환
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16]. 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호구 착용에 대한 수
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학부에서부터 감
염관리 실습 교육내용에 우선순위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
적 감염관리 교육체계의 필요함을 나타내어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수혜자인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이 통합간호 시뮬레이션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수
립하고 감염관리 시뮬레이션 교육내용을 조직하는데 직
접 참여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코
로나19로 임상실습이 중단된 상황에서 실습경험이 힘든 
감염관리 교육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예비간호사로
서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감염
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개인 보호구 
레벨D 구비와 같은 행·재정적 뒷받침이 확대되야 할 것
이다. 

본 연구 결과 IPA 매트릭스에서 우선 시정이 이루어
져야 하는 항목과 일반적 특성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
육 선호방법을 고려한다면 시뮬레이션 수업을 접목할 수 
있다[6,16]. 이때 시뮬레이션 상황에 따른 개인 보호구 
선택과 올바른 레벨D 착탈의를 통한 안전한 감염간호와 
검체 채취 등의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는 미시적
으로 학습의 수혜자인 간호대학생에게 교육의 요구 분석
을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성과 만족감을 줄 수 있
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자가 시뮬레
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단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의 잠정중단 상
황에서도 실습교과목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
시적으로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에게 감염간호에 대한 
이론 및 실제 보호구 레벨D 착탈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으로 감염관리 역량이 강화되면 졸업 후 환자 간호시 안
전을 발판삼아 수준 높은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18].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 요구 현황을 파악하였
고, 감염관리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실습 중 경험하기 어려
운 감염관리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감염관리 

13. Management of COVID19 
infected medical waste 4.60±0.57 2.46±0.82 18.12 <0.001

14. Personal hygiene 4.53±0.71 3.22±0.73 10.82 <0.001
15. Therapeutic communication 

with Corona19 patients 4.40±0.76 2.97±1.09 9.06 <0.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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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
한이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감염관리 요구
분석의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학습자
의 요구 분석과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접목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정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관리 교

육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간호, 개인 보호구 레벨D 착탈의, 안전한 검체 채취
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역량향
상과 만족도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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