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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의료 환경은 혁신적인 과학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의 구조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

해 건강문제의 특성과 건강요구의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

고 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율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간호의 역할 변화는 필수적

이며, 국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김

혜숙, 1998). 즉 21세기의 간호와 간호대상자를 전망하면서 

지금은 날로 새로워지는 과학적 지식과 실무수행능력 함양과 

함께 인간이해와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총

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간호교육과정

의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간호대

학은 급변하는 시대요구와 정부의 교육다양화 정책에 따라 

간호를 전문직화하며 간호에 임하는 인력을 학사학위 소지자

로 하고 간호교육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바램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특성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며, 인간행동에 가치 

있는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교육은 사회의 요

구에 맞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학리를 실제에 적용시켜 지

적이고 기술적인 독창적 기능을 가진 전문적 간호사를 기르

는데 있다. 또한 학생으로 하여금 간호사로서 기능하는데 필

요한 모든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는데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

라 그러한 이론을 구체적인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터득케 하여 이론과 실제가 상호 연결되도록 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송지호, 박상연, 최영희, 1994).

RN-BSN 과정(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은 간호를 전문직화 

하는 과정으로서 간호를 시작하는 인력을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하기 위한 간호교육제도의 일원화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오가실, 1998). 이 과정은 성인학습자인 간호사가 자

기 직장을 유지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대학

인으로서의 자율적인 인격과 학문하는 자세를 익힘으로서 간

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인 계속 교육

과정이다(박정숙, 이혜란, 1999). RN-BSN 과정이 전문대학 수

료 후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보완과정이라 규정지을 때 이 

과정의 구성 교과목은 4년제 대학 학부 교과 내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과목의 부족 영역을 보완해 주는 과정

이어야 한다(윤순녕, 최정숙, 이경숙, 1998).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간호를 전망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간호교육제도의 체

계화를 위해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표준 교육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신경림,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에 

익숙한 학생들이 새로운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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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BSN 과정이 개설되어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의 

수혜자 입장에서 RN-BSN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간호교

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목표를 달성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교육내용의 구성은 지

식의 선정 뿐 아니라 지식의 효율적인 구성과 같은 기술적인 

면도 포함한다(이윤정, 2000). 또한 학교지식은 ‘주어진’ 절대

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학문내용의 성격과 가치,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기

본 요소 3가지를 찾는다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교육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조결자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현재 전국에 개설된 RN-BSN 

과정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서 전문대학

을 졸업한 간호사를 위한 교육의 일원화 과정인 RN-BSN 교

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 RN-BSN 과정의 교육과

정 개선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틀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 RN-BSN 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다.

• RN-BSN 과정의 교육과정 중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다.

• RN-BSN 과정의 교육과정 중 실습과목에 대한 요구를 조사

한다.

• RN-BSN 과정의 교육과정 중 필수교과목의 수업방법에 대

한 요구를 조사한다.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전국 RN-BSN 개설대학 24개교의 RN-BSN 4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24개 대학 RN-BSN 담당교수에게 사전 전화

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RN-BSN 개설대학 24개교 중 4학년 재학생이 없는 1개교와 

자료 수집을 거부한 1개교를 제외한 22개교에 설문지를 발송

하여 22개교 중 21개교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자료수집에 참

여한 21개교 RN-BSN 4학년 학생의 입학정원은 1080명이며, 

재학생 수는 입학정원의 88.5%인 956명이었다. 이중 설문지

가 회수된 수는 재학생 수의 73.9%인 707명으로 이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1단계: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 검토

일차로 현재 RN-BSN이 개설된 24개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RN-BSN 학과장 협의회

에서 RN-BSN 과정 개설대학을 대상으로 2004년도 2월부터 5

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RN-BSN 학과장 협의회의 자체평가에서 RN-BSN 과정이 개

설된 24개교 중 15개교를 대상으로 분석된 자료의 결과에 근

거해서, 4가지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설 전공교과목 

총 262개 중 국시관련 교과목이 2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

무 많은 비중은 아닌지, 둘째, 현재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지

정되어 있는 5개 교과목의 개설현황이 간호연구(100%), 건강

사정(73.3%), 간호과정(66.7%), 간호정보(53.3%), 건강증진

(53.3%)으로 나타나서 이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계속 지

정할 것인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셋째, 임상실습 과목이 있는 대학이 15개 중 8개교(53.3%)에 

불과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

지, 넷째, 총 이수학점 60-82학점, 전공 40-59학점, 교양 6-27

학점으로 학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들 학점을 대학 

자체 결정사항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조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

함을 재인식하였고,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구성에서 교양 및 전공과목 제시, 필수 교과목의 

수업방법 및 임상실습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데 반영하였다. 

 2단계: 심층면담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에 포함할 문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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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의 

RN-BSN 과정에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

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다음의 연구 질문을 통

해 연구자들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해 학

생이 직접 기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도 

기록하여, 면담한 내용과 학생들이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여 

설문지의 구성에 참고하였다.

심층면담에서 연구 질문은 첫째,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교

양, 전공(이론과 실습), 기초의학, 간호학 등, 둘째, 전문대학

과 RN-BSN 과정의 차이는? 교육내용, 방법, 교수와의 상호작

용(관계) 등, 셋째, RN-BSN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지? 또는 무엇이 변화되고 싶은지? 이었다. 심층면접의 첫째 

질문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여 RN-BSN 학생들의 요구를 조

사하기 위한 설문지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원하는 교양과 

전공과목명을 제시하는데 반영하였다. 둘째와 셋째  질문은 

궁극적으로 RN-BSN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며, 

졸업 후에 어떤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것은 RN-BSN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보아 다음 단계의 설문지 개발에서의 교육

목표 항목과 필수교과목의 수업방법을 제시하는데 반영하였

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전문대학과 달리 토론식 수업을 통

해 사고능력이 증가되었다.’, ‘그룹과제로 다른 사람과 지식을 

나누고 합의적인 절충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다.’ 등으로 진술

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목표 항목에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

결능력’을 포함하였다. 

 3단계: 설문지 개발

2004년 2-5월까지 RN-BSN 학과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RN-BSN 과정 자체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고려사항과 

RN-BSN 학생들의 요구조사의 전 단계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교육목

표 10개 항목, 교양 34과목, 전공과목 48과목, 실습교육(실습

교육의 필요성 유무 및 각각의 이유 진술을 위한 개방식 질

문, 실습의 형태 및 영역결정 방법, 실습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한 개방식 질문), 필수교과목(간호연구, 건강사정, 간호과정, 

간호정보, 건강증진)의 수업방법(강의, 발표, 집단토론, 시범 

실습, 문제해결수업, 사례발표), 그 외 RN-BSN 교육과정 개선

을 위한 의견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21개교 재학생 수의 73.95%인 707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는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개방식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 및 요약하였다. 

연구도구
연구절차의 1-3단계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

는 크게 일반적 특성, 교육목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요구, 실습과 필수교과목의 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 성별, 근무경력이 포함되었

으며, 교육목표에 대한 설문에서는 RN-BSN 과정의 교육목표

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예를 10개(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리더십, 자율학습원리, 

임상적용능력, 간호과정 적용, 협동하는 자세, 폭넓은 시각) 

제시하여 학생들이 교육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5개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선택하여 표시하고 기타

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교양과목에 대한 요구는 외국어 2과목, 인문 사회과학 22과

목, 자연과학 6과목, 예체능 4과목을 포함한 34개 과목을 제

시해 주고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해 수강을 원하는지 여부와 

수강을 원하는 교양과목 5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공과목

에 대한 요구는 간호과정, 간호연구, 건강증진, 간호정보, 건

강사정의 필수교과목을 포함하였고, 상급 성인간호학과 같이 

상급을 덧붙인 국시교과목 7과목, 생리학을 포함하는 간호의 

기초가 되는 5개 교과목, 그 밖에 자체평가에서 각 대학의 개

설교과목으로 제시된 과목 및 심층면접에서 언급된 다양한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48개 과목을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해 수강을 원하는지 여부와 수강을 원하는 전공과

목 10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습교육에 대한 설문에서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더불어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형

태의 실습을 원하는지, 실습영역이 어떻게 결정되기를 원하는

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성과는 각 

과목에 알맞은 수업방식을 통해 달성된다고 전제할 때 무엇

을 배우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 판단되어 현재 RN-BSN 과정 학생들이 주로 어떤 수업방

법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추후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받기

를 원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달리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조사하는 것

은 어려우므로 RN-BSN 학과장협의회에서 제시한 5개 필수 

전공과목에 국한하여 수업방법에 대해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

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설문지는 RN-BSN 학과장협의회 임

원진과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설문지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

한 후 최종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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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

리하면 <Table 1>과 같다. 거의 대부분(98.73%)이 여성이었으

며, 평균연령은 28.84세(SD: 4.2)이었고, 근무경력은 2-5년 미

만이 39.75%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Sex Male   9( 1.27)
Female 698(98.73)

Age 20-24  52( 7.36)
25-29 441(62.38)
30-34 138(19.52)
35-39  53( 7.50)
40-44  20( 2.83)
45-49   3( 0.42)

Period of work 
as a nurse

No  30( 4.24)
Under 2 years  63( 8.91)
2-under 5 years 281(39.75)
5-under 10 years 226(31.97)
Over 10 years  99(14.00)
No response   8( 1.13)

교육목표
교육목표에 포함할 항목 5개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1, 

2, 3위로 선택한 교육목표 항목과 5개 안에 선택되지 않은 빈

도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 2, 3위를 합하여 많이 선

택된 항목은 문제해결능력, 임상적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

조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이었으며, 자율학습원리와 협동하

는 자세는 85%이상에서 교육목표에 포함될 항목으로 선택되

지 않았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제시한 교양과목에 대해 수강을 원하는지 여부와 수강을 

원하는 교양과목 5개를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20% 이상 학

생이 수강을 원하는 5개 교양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에는 영어, 

인간행동이해, 사회복지, 여성학, 심리학, 영양학, 리더십, 컴

퓨터 활용, 운동과 건강, 레크리에이션이었다<Table 3>.

제시한 전공과목에 대해 수강을 원하는지 여부와 수강을 

원하는 전공과목 10개를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20% 이상 학

생이 수강을 원하는 10개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에는 간

<Table 2> Curriculum objectives
Objectives Rank 1: F(%) Rank 2: F(%) Rank 3: F(%) No Selection

Critical thinking 106(14.99)  96(13.58)  66( 9.34) 272(38.47)
Creative thinking  89(12.59)  72(10.18)  81(11.46) 259(36.63)
Problem solving 110(15.56) 124(17.54) 141(19.94) 139(19.66)
Decision making  36( 5.09) 106(14.99)  89(12.59) 258(36.49)
Leadership  67( 9.48)  55( 7.78)  82(11.60) 333(47.10)
Self-Directed learning  17( 2.40)  17( 2.40)  15( 2.12) 606(85.71)
Clinical applicability 129(18.25)  71(10.04)  75(10.61) 256(36.21)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19( 2.69)  40( 5.66)  40( 5.66) 477(67.47)
Cooperation   5( 0.71)  10( 1.41)  10( 1.41) 602(85.15)
Broad Vision  76(10.75)  58( 8.20)  46( 6.51) 336(47.52)

<Table 3> Cultural courses 
Cultural courses selected 

by the students

F(%)

Selection No selection

Foreign language
English 336(47.52) 181(25.60)
Second foreign language 52( 7.36) 596(84.30)

Human courses & courses of social 
science

Korean language 10( 1.41) 666(94.20)
Writing 23( 3.25) 623(88.12)
Logic 63( 8.91) 514(72.70)
Literature 38( 5.37) 582(82.32)
History 40( 5.66) 586(82.89)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176(24.89) 339(47.95)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93(13.15) 448(63.37)
Social welfare 226(31.97) 314(44.41)
Pedagogy 60( 8.49) 503(71.15)
Ethics 34( 4.81) 559(79.07)
Women's studies 198(28.01) 35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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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과정, 간호연구, 건강사정, 상급성인간호학, 감염관리, 영적

간호(호스피스 간호), 암환자 관리였다<Table 4>.

<Table 4> Major courses
Major courses selected by the 

students

F(%)

Selection
No 

selection

Nursing process 160(22.63) 354(50.07)
Nursing research 200(28.29) 321(45.40)
Health promotion  93(13.15) 430(60.82)
Nursing informatics 131(18.53) 407(57.57)
Health assessment 163(23.06) 339(47.95)
Advanced adult nursing 258(36.49) 246(34.79)
Advanced maternity nursing 125(17.68) 399(56.44)
Advanced pediatric nursing 102(14.43) 423(59.83)
Advanced psychiatric nursing  96(13.58) 428(60.54)
Advanced community nursing  54( 7.64) 475(67.19)
Advanced fundamental nursing  89(12.59) 457(64.64)
Advanced nursing administration 111(15.70) 410(57.99)
Physiology 133(18.81) 409(57.85)
Pathology 124(17.54) 435(61.53)
Anatomy 124(17.54) 436(61.67)
Pharmacology 165(23.34) 374(52.90)
Infection control 229(32.39) 277(39.18)
Nutrition and health care  98(13.86) 451(63.79)
Human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157(22.21) 406(57.43)
Health education  92(13.01) 481(68.03)
Nursing statistics  79(11.19) 507(71.81)
Rehabilitation nursing 122(17.28) 406(57.51)

<Table 4> Major courses(continued)
Major courses selected by the 

students

F(%)

Selection
No 

selection

Holistic nursing 107(15.13) 447(63.22)
Basic science for nursing 140(19.80) 421(59.55)
Nursing interventions 90(12.73) 441(62.38)
Nursing theory 26(3.68) 578(81.75)
Gerontological nursing 176(24.89) 373(52.76)
Nursing in chinese medicine 179(25.32) 411(58.13)
Emergency nursing 257(36.35) 279(39.46)
Spiritual nursing(hospice nursing) 155(21.92) 368(52.05)
Nursing ethics and law  71(10.04) 497(70.30)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187(26.45) 381(53.89)
Women's health  74(10.47) 469(66.34)
Nursing and society  21( 2.97) 588(83.17)
Nursing and administration  73(10.33) 528(74.68)
Nursing history   8( 1.13) 659(93.21)
Family nursing  47( 6.65) 519(73.41)
Homecare nursing 105(14.85) 423(59.83)
Management for health problems  63( 8.91) 494(69.87)
Nursing for cancer patient 143(20.23) 371(52.48)
Nursing for chronic health problems 164(23.20) 367(51.91)
Nursing for acute health problems  87(12.31) 437(61.81)
Nursing professional issues 163(23.06) 380(53.75)
Nursing leadership 130(18.39) 457(64.64)
Health and medical policy  91(12.87) 474(67.04)
Nursing counseling 110(15.56) 421(59.55)
Nursing seminar  57( 8.06) 537(75.95)
Health problems and nursing 135(19.09) 403(57.00)

<Table 3> Cultural courses(continued)
Cultural courses selected 

by the students

F(%)

Selection No selection

Human courses & courses of social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54( 7.64) 575(81.33)
Psychology 210(29.70) 334(47.24)
Law and economics 77(10.89) 547(77.37)
Cultural anthropology 27( 3.82) 589(83.31)
Politics 23( 3.25) 613(86.70)
Understanding of religion 12( 1.70) 650(91.94)
Business administration 51( 7.21) 579(81.90)
Philosophy 26( 3.68) 597(84.44)
Sociology 38( 5.37) 551(77.93)
Nutrition science 145(20.51) 402(56.86)
Leadership 234(33.10) 276(39.04)

Natural science

Computer applications 259(36.63) 264(37.34)
Statistics 77(10.89) 477(67.47)
Mathematics 3( 0.42) 692(97.88)
Chemistry 5( 0.71) 668(94.48)
Physics 3( 0.42) 693(98.02)
Biology 45( 6.36) 546(77.23)

Courses of th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Humanity and the arts 34( 4.81) 568(80.34)
Nursing and the arts 137(19.38) 410(57.99)
Exercise and health 181(25.60) 356(50.35)
Recreation 159(22.49) 408(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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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
RN-BSN 교육과정 중에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545명(77.0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원하는 실습형태는 임상과목의 통합실습 형태(26.45%)

를 각 임상과목별 실습(12.8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실습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

법(4.81%)보다 자신이 원하는 영역(자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

지는 제외)을 선택하는 방법(27.72%)과 자신의 근무지 근무로 

대체하는 방법(33.95%)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실습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개방식으로 확인

하였을 때, 실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 이유

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이

므로 실습이 필요하지 않다’, ‘단시간의 형식적인 실습은 도움

이 되지 않는다’, ‘근무하면서 실습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

다’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이유를 많이 제시한 반면, 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타과를 경험할 수 

<Table 5> Clinical practicum
Question F(%)

Perceived necessity 
for practicum 

Necessity(yes) 121(17.11)
Necessity(no) 545(77.09)
No response  41( 5.80)

Students' choice of 
practicum system 

Integrated practice 187(26.45)
Practice according to each 

clinical course
 91(12.87)

No response 429(60.68)
Method to be used 
in making decisions 
about location of 
practicum  

Student decision(except own 
area of employment)

196(27.72)

Assigned area by school  34( 4.81)
Replace with duty in own area 

of employment
240(33.95)

No response 237(33.52)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RN-BSN과정에서의 실습

교육은 또 다른 교육이다’,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고 학생 때

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경험한다’, ‘이론교육만이 간호사

의 본질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무도 중요하다’, ‘실무에

서 익히는 것과 실습교육에서 배우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등 그 이유를 보다 다양하게 지적하였다.

필수교과목 수업방법
RN-BSN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교과목으로 

RN-BSN 학과장협의회에서 지정한 간호연구, 건강사정, 간호

과정, 간호정보, 건강증진 과목의 수업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

었을 때, 5개 과목에서 모두 집단토론, PBL 수업, 사례발표의 

수업방식을 현행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

호연구, 건강사정, 간호과정은 현행보다 강의를 통한 수업방

식을 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호정보나 건강증진은 

오히려 강의를 통한 수업방식을 원하는 학생이 현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RN-BSN 교육과정 개선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와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기술한 

의견서술을 토대로 추후 RN-BSN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참고

할 개선 방향(안)을 다음 <Figure 1>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목표는 문제해결능력, 임상적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을 반영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

한다. 둘째,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선정할 때 학생들이 수강

하기를 원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교과목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고안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습교육

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에

<Table 6> Teaching method for five required subjects
Course

F(%)

Lecture Presentation Discussion Demo/Practice PBL
Case(Study) 

Presentation

Nursing research
521(73.69) 171(24.19)  91(12.87)  92(13.01)  33( 4.67)  69( 9.76)
478(67.61) 148(20.93) 212(29.99)  90(12.73) 141(19.94) 161(22.77)

Health assessment
417(58.98)  89(12.59)  41( 5.80) 324(45.83)  21( 2.97)  63( 8.91)
396(56.01)  91(12.87)  84(11.88) 366(51.77) 113(15.98) 114(16.12)

Nursing process
440(62.23) 251(35.50) 181(25.60)  36( 5.09)  99(14.00) 151(21.36)
416(58.84) 175(24.75) 202(28.57)  74(10.47) 205(29.00) 199(28.15)

Nursing informatics
367(51.91) 174(24.61)  45( 6.36) 136(19.24)  13( 1.84)  39( 5.52)
404(57.14) 174(24.61) 147(20.79) 160(22.63)  95(13.44)  88(12.45)

Health poromotion
289(40.88) 148(20.93)  88(12.45)  27( 3.82)  17( 2.40)  48( 6.79)
361(51.06) 144(20.37) 171(24.19)  98(13.86)  97(13.72) 101(14.29)

Top line: Number of Choices for Teaching Method used Present 
Bottom line: Number of Choices indicating a more ideal Tea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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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필요한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지 숙고하여 실습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정립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 스

스로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실습, 학생들의 요구에 근거한 맞춤실습, 다양한 실

습 환경 개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 

제공, 실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실습교육에 상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적극적인 지도, 바람직한 실습

현장 및 실습지도자 등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수

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법을 개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논    의

교육과정에서 교육목적은 그 범위와 진술이 명백해야 하고 

상호 관련성 있게 진술되어야 하며 간호행위와 간호교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인간, 간호, 간호교육, 졸업 후 간

호사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교수들의 신념이 내포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교육목적이나 목

표는 학습자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이들이 졸업 후 어

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이에 따라 

알맞은 교육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이윤정, 2000). Davidhizar

와 Vance(1999)는 RN-BSN 학생들의 요구는 독특하다고 언급

하면서 RN-BSN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

록 하려면 그 과정은 학생들의 요구를 토대로 고안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간호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

에 맞추어 그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N-BSN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기

를 바라며 졸업 후 어떤 간호사가 되어 있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RN-BSN 과정의 차이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RN-BSN 과정에서 자신이 변화

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이 변화되고 싶은지 등에 대해 심층면

담으로 확인하였고 심층면담의 내용기술에서 도출한 개념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고안하여 교육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능력, 임상적

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우

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은 비판적이

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독자적 판

단을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오가실(1998)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이윤정(2000)은 간

호교육목표는 간호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의 최종산물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며, 지식, 기

술을 습득하고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간호과정, 인

<Figure 1> A suggestion to improve or revise the RN-BSN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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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 기술, 의사결정술, 연구법, 지도자적 능력 및 적응능력

을 습득하여 효과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배출

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간호수행

을 할 수 있는 간호사 배출은 본 연구에서 임상적용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우선순위가 높게 생각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이 RN-BSN 학생들에게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된 일련의 연구(Ku, Kao-Lo, Wang, Lee-Hsieh, & 

Chen, 2002; Wang, Lo, & Ku, 2004; Yeh & Chen, 2005)가 

국외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면 RN-BSN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RN-BSN 과정은 전문대

학 졸업 후 현직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간호의 전문지식과 기

술을 함양하고 대학에서 학문하는 자세를 익히며 간호학에서

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과정이므로(오가실, 1999) 전문

대학 또는 4년제 간호학과나 간호대학의 교육목표와는 차별

화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교육목표 개선에 학생들의 이러한 

견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간호학사특별과정이 전문대학 수료 후 학사학위 취득을 위

한 보완과정이라 규정지을 때 이 과정의 구성 교과목은 4년

제 대학 학부 교과 내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과

목의 부족 영역을 보완해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윤순

녕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학사특별과정의 교육과정에

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의 구성이 대학이 전문대학과 크게 

차별성을 갖지 못했고, 그에 따라  RN-BSN 과정이나 방송대

학도 전문대학의 교과목과 큰 차이가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RN-BSN 과정

에서 어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기를 원하는지를 조

사한 결과, 교양과목 중에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 5개를 선택

하라고 했을 때 선정된 교양과목은 영어, 인간행동이해, 사회

복지, 여성학, 심리학, 영양학, 리더십, 컴퓨터 활용, 운동과 

건강, 레크리에이션이었고, 20% 이상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10개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에는 간호과정, 간호연구, 건

강사정, 상급성인간호학, 감염관리, 영적간호(호스피스 간호), 

암환자 관리가 포함되었다. 이는 지금은 날로 새로워지는 과

학적 지식과 실무수행능력 함양과 함께 가치, 도덕, 인간이해

에의 접근 및 물리적ㆍ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총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효한 간호교육과정의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윤정, 2000)으로 학생들도 이러한 시

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기를 원하고 있

음을 반영한다. 이옥자와 김현실(1997)은 미국과 국내의 간호

학사 편입학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미국의 간호학사 편입

학제도는 그 교육이 철저히 교육대상자 위주로 진행되며 모

든 대학이 모든 인간은 교육배경과 경험, 관점이 다르다는 다

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다양성을 배려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미국의 

몇몇 대학의 RN-BSN 과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기간이 2학기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이전에 학습하였던 과목

들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이수학점도 다양하였으며, 

수업방식도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 등 학생들의 요구와 다양

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University 

of Michigan, 200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6; 

University of Virginia, 2006).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RN-BSN 

과정의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RN-BSN 학생들의 다양성과 학

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구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실습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였을 때, 대

부분의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원하는 

실습형태는 임상과목의 통합실습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실습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

보다 자신이 원하는 영역(자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는 제외)

을 선택하는 방법과 자신의 근무지 근무로 대체하는 방법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옥, 한영란 및 김희정(1996)

은 병원중심의 실습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중심의 예방, 재활, 

만성환자간호 등을 위한 실습시간 확보 및 실습장 확대의 문

제점, 실습교육의 내용과 시간에 관한 측면에서는 대학, 전문

대학 모두 간호수행능력의 독자성,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실

습내용은 질병중심의 병원 업무보조나 이를 관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 경험 내

용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 만성, 재활간호 

등의 실습현장 확보는 물론 시간수의 확보, 임상강사의 확보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RN-BSN 과정 학생들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이던 시

간제이던 직업을 갖고 임상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적용상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실습학점 

이수조정에서 학생별 개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실습방법이나 현장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업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을 때, 5개 필수

교과목에서 모두 집단토론, PBL 수업, 사례발표의 수업방식을 

현행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연구, 건강

사정, 간호과정은 현행보다 강의를 통한 수업방식을 덜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호정보나 건강증진은 오히려 강의

를 통한 수업방식을 원하는 학생이 현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과목별 특성이

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방법의 개발과 적용

이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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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선행 연구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윤순영 등(1998)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사특별과정에서 일개대학을 제외하고는 72

학점이 거의 대부분 강의실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숙과 

이혜란(1999)의 연구에서 RN-BSN 과정의 운영형태는 모듈에 

따라 자율학습을 하고 출석 수업에서 자율학습에 따른 토의

형태(51.9%)로 수업하기를 원하였고, 출석수업의 교육방법은 

강의가 가장 많았고, 모의상황을 이용한 학습, 자율학습한 모

듈내용 토의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정숙 & 이혜란, 

1999). 또한 RN-BSN 교육과정을 교수방법에 초점을 두고 평

가한 연구에서 김인숙, 조원정과 유지수(1999)는 간호학의 학

문적 특성과 다양한 시각 매체의 활용 및 원격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학습자의 특성

과 학습내용에 따른 다양한 교육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여

러 가지 학습방법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컴퓨터나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원격교육, 시범 등의 학습활동이 많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

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또는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제안한 연구

(Bentley, Cook, Davis, Murphy, & Berding, 2003; Yeh & 

Chen, 2005; Yom, 2004)가 발표되고 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RN-BS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내 대학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여건과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RN-BSN 교육

과정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현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교육목

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실습과목, 필수교과목의 수업방법)

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설계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연구대상은 전국 RN-BSN 개설대학 

24개교의 RN-BSN 4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21개교 

재학생 수의 73.95%인 707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수집되었

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1 단계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설

문지의 내용구성의 토대를 마련한 후, 2 단계로 설문지를 개

발하였는데 개발된 설문지는 교육목표 10개 항목, 교양 34과

목(외국어 2과목, 인문 사회과학 22과목, 자연과학 6과목, 예

체능 4과목), 전공과목 48과목, 실습교육(실습교육의 필요성 

유무 및 각각의 이유 진술을 위한 개방식 질문, 실습의 형태 

및 영역결정 방법, 실습에 대한 의견 진술을 위한 개방식 질

문), 필수교과목(간호연구, 건강사정, 간호과정, 간호정보, 건강

증진)의 수업방법(강의, 발표, 집단토론, 시범 실습, 문제해결

수업, 사례발표), 그 외 RN-BSN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개방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 및 

요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중 1, 2, 3위를 합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문제해결능력, 임상적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이었다.

20% 이상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5개 교양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은 영어, 인간행동이해, 사회복지, 여성학, 심리학, 영양

학, 리더십, 컴퓨터 활용, 운동과 건강, 레크리에이션이었고, 

20% 이상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10개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에는 간호과정, 간호연구, 건강사정, 상급성인간호학, 감

염관리, 영적간호(호스피스 간호), 암환자 관리가 포함되었다. 

RN-BSN 교육과정 중에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545명(77.0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원하는 실습형태는 임상과목의 통합실습 형태(26.45%)

를 각 임상과목별 실습(12.8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실습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

법(4.81%)보다 자신이 원하는 영역(자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

지는 제외)을 선택하는 방법(27.72%)과 자신의 근무지 근무로 

대체하는 방법(33.95%)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N-BSN 학과장협의회에서 지정한 필수교과목인 간호연구, 

건강사정, 간호과정, 간호정보, 건강증진 과목의 수업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5개 과목에서 모두 집단토론, PBL 

수업, 사례발표의 수업방식을 현행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간호연구, 건강사정, 간호과정은 현행보다 강

의를 통한 수업방식을 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

정보나 건강증진은 오히려 강의를 통한 수업방식을 원하는 

학생이 현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와 학생들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기술한 의견서술을 토대

로 추후 RN-BSN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참고할 개선 방향

(안)을 <Figure 1>과 같이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향(안)이 추후 RN-BSN 교

육과정을 수정, 보완할 때 실제로 적용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수혜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2004년도에 RN-BSN 학과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본 연구의 설문지를 개발할 때 참조

하였으나 현행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행 RN-BSN 

개설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

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신 윤 희  외

16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06년 12월

참고문헌

김인숙, 조원정, 유지수 (1999). RN-BSN 교육과정평가: 

교수방법. 간호학탐구, 8(1), 106-121.

김혜숙 (1998). 한국 간호교육 현황과 전망. 대한간호, 37(1), 

6-11.

박정숙, 이혜란 (1999).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RN-BSN)

에 관한 요구조사. 계명간호과학, 3(1), 15-33.

송지호, 박상연, 최영희 (1994). 간호교육 일원화 추진을 

위한 3년제 간호전문대학과 4년제 간호대학과의 간호교육과

정 분석. 대한간호, 33(5), 76-93.

신경림. (1999). 새 천년을 향한 한국 간호교육제도의 방

향. 대한간호, 38(5), 53-72.

오가실 (1998). 전문대학 졸업간호사의 학사학위를 위한 

RN-BSN 과정. 대한간호, 37(2), 6-12.

오가실 (1999).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RN-BSN 

교과과정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간호학탐구, 8(1), 73-82.

윤순녕, 최정숙, 이경숙 (1998). 전문대학, 간호학사특별과

정과 대학의 교과과정 비교. 대한간호, 37(4), 6-18.

이광옥, 한영란, 김희정 (1996).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

교육과정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7(2), 361-383.

이옥자, 김현실 (1997). 간호학사 편입학제도의 교과과정 

비교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1), 99-116.

이윤정 (2000). 간호학사 특별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327-344.

조결자, 강경아, 김신정, 문영숙, 유경희, 이지원 (2000). 

RN-BSN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 요

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6(3), 411-422. 

Bentley, G. W., Cook, P. P., Davis, K., Murphy, M. J., & 

Berding, C. B. (2003). RN to BSN program: transition from 

traditional to online delivery. Nurse Educ, 28(3), 121-126.

Davidhizar, R., & Vance, A. (1999). Restructuring clinical 

time to professionalize the RN-BSN student. Health Care 

Superv, 17(3), 26-32. 

Ku, Y. L., Kao-Lo, C. H., Wang, J. J., Lee-Hsieh, J., & 

Chen, K. M. (2002).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strategies 

for creativity in a nursing concepts teaching protocol on the 

creative thinking of two-year RN-BSN students. J Nurs Res, 

10(2), 105-112.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Nursing (2006). 

Academic program RN studies: RN-BSN from http://www. 

nursing.umich.edu. Accessed March 17, 2006.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Nursing (2006). 

Carolina RN-BSN online curriculum from http://nursing.ce.unc. 

edu. Accessed March 17, 2006.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Nursing (2006). Program 

of study for RN-BSN Curricula from http://www.nursing. 

virginia.edu. Accessed March 17, 2006. 

Wang, J. J., Lo, C. H., & Ku, Y. L. (2004). Problem 

solving strategies integrated into nursing process to promote 

clin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RN-BSN students. Nurse 

Educ Today, 24(8), 589-595.

Yeh, M. L., & Chen, H. H. (2005).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with interactive videodisc systems in 

improv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for RN-BSN students in 

Taiwan. Int J Nurs Stud, 42(3), 333-340.

Yom, Y. H. (2004). Integration of internet-based learning 

and traditional face-to-face learning in an RN-BSN course in 

Korea. Comput Inform Nurs, 22(3), 145-152.

A Study on Plans for Improvement of RN-BSN Curriculum 
Based on the Needs of the Students

Shin, Yun Hee1)ㆍJeong, Geum-Hee2)ㆍHyun, Myung-Sun3)

1)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2)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3)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eeds of RN-BSN students concerning the RN-BSN 
curriculum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needs of the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707 RN-BSN senior students in 21 universities. 
The research instrument, which was developed after in-depth interviews with 13 RN-BSN students, consisted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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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objectives, 34 cultural courses, 48 major courses, three questions on clinical practicum, and teaching 
methods for 5 required courses. Result: The curriculum objectives selected by the RN-BSN students were problem 
solving, clinical applicability,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and decision making. They wanted cultural courses 
such as English,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social welfare, women's studies, psychology, nutrition science, 
leadership, recreation, computer applications, exercise and health. They wanted major courses to include the nursing 
process, nursing research, health assessment, advanced adult nursing, infection control, spiritual/hospice nursing, and 
nursing of cancer patients. They responded that a clinical practicum was not necessary. They wanted to experience 
various teaching methods according to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subject being taught.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based on the needs of RN-BSN students.

Key words : Educatio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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