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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간호교육평가원[1]에서는 간호사 직무수행 시, 수

행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술 20개 항목을 

도출하여, 간호학생이 졸업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성취해

야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핵심기본간호술로 선

정하여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졸업 시 보장해야할 학습성

과로 제시한 12가지 역량중 하나로 제시하였다[2,3]. 대

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졸업시점까지 20개

의 핵심기본간호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2학년때에는 기

본간호학교과목, 3, 4학년때는 임상간호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통합실습 등의 교과과정과 기본간호 및 핵심기본

간호술 자율실습 등을 통해  이수하고 있으나 20개 항목

을 모두 습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간호학생이 학년별에 따라 실습교과인 교내수

업에서(기본간호실습, 시뮬레이션실습, 임상실습)에서 핵

심기본간호술에 대해 어느정도 학습경험이 있는지, 간호

술 학습경험에 따라 수행자신감에 간호술을 어느 정도 

학습하였으며 간호술 학습경험과 중요도 인식에 따라 수

행자신감과 학습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

악함으로써 향후 학년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

에 효과적인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

인 간호학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D지역 소재 일개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본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진행 내용 및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5월에서 6월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231매를 수

거하였다. 본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0 Program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

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학년별 핵심기본간호술의 학습

경험, 중요도 인식 및 자기효능감과 수행자신감의 차이

는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학습경험, 
중요성인식,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의 차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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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간호학생이 학년별에 따라 학습경험, 중요도 인식,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지역 소재 일개대학 간호학과 재학중인 231명이었으

며,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에서 6월 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는 대상자의 학습경험은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09, p<.001).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년별 학습경험의 

차이검정을 살펴보면 핵심술 상영역, 핵심술 중영역, 핵심술 하영역에서 모두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요성인식은 학

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88, p>.773).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년별 차이는 핵심술 상영역과 핵심술 하영역은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술 중영역은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행자신감은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7.845, p<.001).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년별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핵심술 상영역, 핵심술 중영

역, 핵심술 하영역모두에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70, 

p<.019).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학년별 효율적인 실습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습경험을 높이고 

중요성인식에 따른 학습경험을 높이고 수행자신감과 학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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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3학년은 여학생이 

105(86.8%)명, 남학생이 16(13.2%)명, 4학년은 여학생이 

99명(90.0%), 남학생이 11(10.0%)명으로 대부분 여학생

이었다. 간호직 선택동기는 3학년은 적성과 흥미가 45명

(37.2%), 4학년은 취업이용이가 60명(54.5%)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3학년은 보통이상이 99명(81.8%), 

4학년은 보통이상이 98명(89.0%)로 나타났다. 실습만족

도는 3학년은 보통이상이 96명(7.4%), 4학년은 101명

(91,8%)로 나타났다. 

2. 학년별 학습경험, 중요성 인식, 수행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학습경험은 3학년은 2.60±0.65점, 4학년은 

3.11±0.88점으로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5.009, p<.001).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년

별 학습경험의 차이검정을 살펴보면 핵심술 상영역

(t=5.735, p<.001), 핵심술 중영역(t=4.796, p<.001), 핵

심술 하영역(t=3.491, p=.001) 모두 학년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중요성인식은 3학년은 3.02±0.16점, 4학년

은 3.01±0.05점으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288, p>.773).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년별 

차이는 핵심술 상영역((t=3.772, p<.001)과 핵심술 하영

역(t=7.119, p<.001)은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술 중영역(t=1.699, p=.091)은 학년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수행자신감은 3학년은 3.45±0.61점, 

4학년은 4.08±0.61점으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7.845, p<.001). 핵심기본간호술 난이도에 따른 학

년별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핵심술 상영역

(t=5.735, p<.001), 핵심술 중영역(t=4.796, p<.001), 핵

심술 하영역(t=3.491, p=.001) 모두에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3학년은 3.95±0.61

점, 4학년은 4.12±0.47점으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70, p<.019).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각 학년별 효율적인 실습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습경험을 높이고 

중요성인식에 따른 학습경험을 높이고 수행자신감과 학

습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모색이 절

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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