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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육형태가 융합인재 양성을 목 으로 융합교육을 선호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 이다. 본 연구는 

교과 외 과정  보건계열 체 학생들이 일반 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임상술기를 선별하여 로그램 개발· 용 

후, 향후 체 보건계열 학생에게 용 가능한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본 개요 로그램은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 지식, 문직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상자의 사  사후연구

이며, 이러한 융합 교육과정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의료진  환자 간의 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에 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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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tendency in the education system is toward the convergent curriculum to 

developing people of interdisciplinary abil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that assists health department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d to examine its learning 

effects. Study samples were composed 94 graduating student nurses who were from nursing dept of on 

M city. This study employed a one-group pre-post test design. knowledge, clinic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imag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ost test group. That was enhanced by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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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의학자들은 심뇌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사망자의 다섯 명 에 한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발표

했다[1]. 이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암을 비롯한 

증환자의 증가, 사스나 메르스 등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

 등으로 임상환경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은 임상 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 역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지역사회 

반에 배치가 될 정도로 심뇌 질환자가 증가했고 일

반인의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다[2]. 더불어 고지 증으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열 명의 30   1명은 당뇨, 

1.4명은 이상지질 증에 이환될 정도로 심뇌 질환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OECD국가  당뇨사망

률은 부동의 1 를 차지하고 있다[1]. 이는 보건계열 

반의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 가능한 응 상황에 

비할 수 있어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환자 생명

연장을 한 기 인 기술을 갖추어야함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자들은 미국심장 회가 제시하는 교육방침에 

따라 2년에 1회씩 기본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을 것을 권고

한다[3,4].  

심폐소생술은 심장소생에 주목 이 있는 계로 심폐

소생술이 시행되는 동안 필요한 흡입, 산소공 , Vital 

Sign의 다양한 술기교육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되는 기 술기가 교육된다

면 보건계열의 학생들의 성공 인 심폐소생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은 직업 문인이 보건직무를 수행하기 

해 충분하게 지녀야 할 지식, 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 을 최 한 활용하여 환자를 돌볼 때 문

이고 기술 인 돌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5]. 즉 정확한 술기능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의료

진 간 동 능력, 상자 교육 능력, 자아성찰 능력의 향

상을 도모한다면 최종 으로 상자 돌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6,7]. 미래에 문직에 종사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효율  업무 수행을 해서는 지식, 

경험, 가치  등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특히 

문인으로서 정  자아개념의 확립이 무엇보다 요하

다[8].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한 확고부동한 자세의 확립

은 직업윤리 향상과 개인 인 자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

지할 것으로 기 된다. 교육자들은 문직이미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존감, 자신감, 자신에 한 자아개념 등이 

향상됨을 보고한다[9]. 

보건계열의 학생은 정 이고 소명의식을 가진 올바

른 태도를 확립하기 해 일련의 학교교육과정과 임상실

습과정을 이수한다[10]. 그러나 불행히도 학교과정 동안 

학업에 한 스트 스, 상자에 한 책임감, 업무능력

에 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문직이미지에 

부정 인 향을 받는다[9,11]. 

교육자들은 학생이 올바른 문직에 한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 확고한 문직업인으로 태도를 갖출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8,9,10]. 더불어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끊임

없이 제시하며 필요한 교육  방법을 융합하는 등의 다

각도의 교육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한 심폐소생술과 련

된 기  술기를 포함한 로그램을 개발 용한 Pilot 

Sturdy로  진행해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보건계열 학생들의 기 술기능력 향상을 한 융합

교육과정 로그램 마련에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한 술기개요 로그램

을 개발· 용한 후, 로그램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해 단일군 사  사후 설계를 용하 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효과검증은 M시에 치한 4년제 M 학의 

졸업을 앞둔 4학년 94명의 학생을 상으로 학과장의 허

락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자들은 4년제 

학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보건계열 학생으로 122

학 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다. 한 본 로그램이 진

행 이더라도 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연구 불참

이 가능함을 공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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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도구

2.3.1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 기 과

[14], 보건의료계열 학생용 실습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공통되는 학습 역 에서 선정하 다. 이후 공통된 4개

의 학습 역의 내용을 2인의 간호학 교수가 임상수행능

력 평가순서  평가방법을 비교한 후 최종 임상수행능

력 로그램을 마련하 다. 이후 이 도구의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 다. 임상수행능력은 보건계열 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의 개요에 해당하는 기본 인 술기를 바탕으로 구

성했다. 활력징후 9문항,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 6문항, 산소화 4문항, 흡인 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매우 

잘한다’에 5 , ‘매우 못한다’에 1 을 부여한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다.  

2.3.2 임상수행 지식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 지식은 국내 학에서 사용되

는 실습 지침서를 바탕으로 2인의 공교수와 1인의 

문의, 1인의 3년 이상 된 임상경력자가 내용을 검토해 문

항을 마련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후, 련 주제에 해 질

문하고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임상수행 지식은 활력

징후 7문항,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 4문항, 산

소화 2문항, 흡인 2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하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3

이었다. 

2.3.3 전문직 이미지
본 연구에서 문직이미지는 학생이 문직에 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15]이다. 

본 연구는 조 희[16]가 개발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본 

연구자가 일반 인 문직 이미지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 

Likert식 4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부 역으로 문  

역 12문항, 의사소통 역 5문항, 업무  역 6문항, 

조직  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그 지 

않다,에 1 , ’그 다‘에 4 을 부여하여 수가 높을수록 

문직 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 α=.7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참가한 상자들의 사 자료 수집은 학과

장의 허락을 받은 뒤 학생에게 본 연구에 해 충분히 설

명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도록 설

명하 다. 한 개인자료이므로 연구이외에 자료를 공개

하지 않으며 비 보장이 됨을 설명한 후 동의할 경우 동

의서에 서명하도록 하 다. 사  자료수집은 연구 상자

의 임상실습이 모두 끝나는 2012년 9월 12일에서 9월 17

일에 실시하 다. 반편성이 두 개의 반으로 이루어진 까

닭에 2회에 거쳐 본 연구자가 연구에 해 설명한 이후에 

본 연구와 련이 없는 임상실습 조교가 각각 40분의 시

간을  후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상자의 사후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 23에 동일한 방

법으로 시행되었다. 한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표기하지 않거나 사인하지 않도록 하 으며 임상실습

조교 입회하에 자료수집을 실시하 다. 

2.5 자료수집 방법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각각 5년 이상의 임상실

무 경험과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임상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에

게 필요한 학습 역을 활력징후, 기본심폐소생술  제

세동기 용, 산소화, 흡인4개 학습 역으로 압축하 다. 

이후 선정된 학습 역을 심화정도와 세분화 정도, 훈련

시간과 훈련양 등을 고려하여 모듈을 재구성하 다. 

<Table 1> Consist of Program

Module Time
(Min) Topic

1
Application 
of CPR & 
AED  

20 Orientation of program

120
Theory of CPR & AED & 
Video Training

120 Practice of CPR & AED 

2 Vital sign 90
Theory of Vital sign  
Training of Vital sign 

3 Suction 90
Theory of oral suction
Training of oral suction

4 O2 supply 90

Theory of simple mask & 
nasal cannula 
Training of simple mask 
& nasal cannula 

5 Test 180

CPR 
Vital sign
Oral suction
Apply of nasal prong & 
simple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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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모듈은 활력징후, 흡인간호, 산소화 간호, 기본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으로 각 모듈은 로그램 

운 에 맞게 순차 으로 배열한 후 각 학습 역에 따른 

학습목표를 설정하 다. 그러나 학습시간의 제한이 있으

므로 산소화 간호 역은 단순마스크와 비강캐뉼라에 한

정해 포함하 고 흡인간호 역은 기  내 흡인과 구강 

흡인만을 교육에 포함하 다. 모듈에 따라 교육안을 작

성한 후 간호학교수 2인이 교육안의 내용에 해 검토를 

실시하 다. 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용은 학습

내용의 반 인 이해를 돕기 해 이론교육과 함께 다

양한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안을 작성하 다.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에 구성된 주제와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18.0을 이

용하 다. 상자의 일반 인 특성, 건강 련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을 구하 다. 가설검증을 한 각 변수에 한 

사  사후의 차이검정은 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

하 고,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에 한 상자의 사  사

후 평가는 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 각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보건의료 공  가장 어려웠던 에 해 과

도한 학업 68(72.3%)명, 기타 10(10.6%)명, 타지 생활 8(8.

5%)명, 불확실한 미래 5(5.3%)명, 교우 계 3(3.2%)명 순

으로 응답해 학생은 학생생활에서 과도한 학업에 한 

부담감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술기능력 향상을 해 재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에 해 주제별 반복 실습교육 62(66.0%)명, 재 충

분하다 13(13.8%)명, 이론교육 9(9.6%)명, 실습 시간 연

장 8(8.5%), 기타 2(2.1%)명 순으로 응답해 실습 주제에 

해 반복 실습교육에 필요성을 감하고 있었다. 실습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조력자에 한 묻는 문항에 동료실

습생 39(41.5%)명, 조교 26(27.2%)명, 지도교수 19(20.

2%)명 순으로 응답해 학생은 동료학생을 실습을 진행하

는 동안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력자로 인식하고 있

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94)
n(%)

Gender
Male 10 (10.6)

   Female 84 (89.4)

age(years)

20-25 86 (91.5)

26-30 3 (3.2)

30 mole then 4 (4.3)

school

Immediately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83 (88.3)

Incorporation of 
nursing college

1 (1.1)

After incorporating 
other majors

8 (8.5)

After having job 2 (2.1)

Religion

Christianity 19 (20.2)

Catholicism 39 (41.5)

Buddhism 9 (9.6)

etc 27 (28.7)

Difficulties

Not a home 8 ( 8.5)

Excessive study 68 (72.3)

Uncertain Future 5 (5.3)

Affiliation 3 (3.2)

etc 10 (10.6)

Reason of 
nursing

I wanted 45 (47.9)

The advice of the 
surrounding

41 (43.6)

etc 8 (8.5)

 Points 
necessary for 
education

Education of theory 9 (9.6)

Extended practice 
time

8 (8.5)

Repeat Education 62 (66.0)

Suffice 13 (13.8)

etc 2 (2.1)

Influential 
partners in 
education

other students 39 (41.5)

familly 6 (6.4)

Professor 19 (20.2)

assist 26 (27.2)

etc 2 (2.1)

No one 2 (2.1)

3.2 변수검증

변수검증은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은(t=-10.092, p <.001)로 사  사후 검사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각 하부 역에 임

상수행능력  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

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 산소화, 흡인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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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variables 

Variables 
Pretest
(n=94) 

Posttest
(n=94)    t  p

M±SD M±SD   
 

Knowledge of 
clinical 

Competency 
19.29±2.80 28.14±2.29 -27.315 <.001

Clinical 
Competency 

180.72±21.48 202.47±20.07  -10.092 <.001

Vital sign 37.95±4.60  39.58±4.21 -2.975 .004

Basal life  
Support & 
application 
AED

22.53±3.52 25.80±3.03 -8.574 <.001

O2 apply 19.77±3.22 21.57±2.83 -5.309 <.001

Suction 30.17±4.95 33.90±4.27 -7.662 <.001

Nurse image 72.40±6.29 79.41±8.91 -8.384 <.001

본 로그램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기 해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한 다음 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 검사에

서 평균 72.40(±6.29) , 사후검사에서 평균 79.41(±8.91)

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련 지식은 (t=-27.315, p <.001)로 사  

사후 검사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문직 이미지에 한 향을 분석하기 해 사  사

후 검사를 실시한 후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한 다음 

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사 검사에서 평균 180.72 

(±21.48) , 사후검사에서 평균 202.47(±20.07) 으로 나

타났다. 문직 이미지는(t=-8.384, p <.001)로 사  사후 

검사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3 학습자 요구도 변화

본 연구에 참여하여 학습을 마친 간호학생 94명에게 

임상수행능력 각 모듈에 포함된 주제별로 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은 사 검사에서 

평균 20.17(±3.80) , 사후검사에서 평균 16.05(±4.21)

으로 교육에 한 요구도가 크게 감소하 다. 사  사후 

검사에서 교육요구도는 (t=6.688, p <.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4> Educational needs

Pre-test Post-test t pM±SD M±SD   
I need education 
of vital signs.

2.86±0.82 2.43±0.77 4.086 <.001

I need education 
of BLS & AED

3.39±0.86 2.68±0.85 6.065 <.001

I need education 
of O2 supply

3.29±0.80 2.66±0.81 5.941 <.001

I need education 
of suction

3.52±0.76 2.78±0.95 6.688 <.001

Total 20.17±3.80 16.05±4.21 7.906 <.001

4. 결론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한 로그램을 개

발하고 보건계열 학생들이 임상 장에 나가기  자신의 

술기 향상을 도모해 상자에 한 질  돌 을 향상시

키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모듈은 학생이 술기 시행 시에 부담감을 느

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듈을 구성하 다[17]. 

로그램 모듈구성은 보건 문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술기의 교육이며, 학생들은 매우 능동 이고 자발 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으로 진행하

다. 심폐소생술은 보건 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 어디서든지 응 상황이 래되고 그에 한 기 응

이 매우 요하다. 임상 장의 경력간호사 조차 심폐소

생술 수행이 비효과 이고 수행정도에 차이가 매우 많다

는 보고가 있어 포함하여 실시하었다[18][19]. 심폐소생

술의 평가는  타 학의 교수자에게 임하여 평가를 받

아 객 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임상수행능력 증진 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간호학

생에게 교육요구도에 해 5  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

조사보다 5.12 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이 타 

술기에 비해 심리 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심폐소생

술의 훈련은 몸으로 익히고 실행해 으로써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융합교육과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을 이수한 상자

의 임상수행능력은 사  76 , 사후 86 으로 매우 유의

하게 증가되었음을 보여 다. 선행연구  실습지원을 

한 웹콘텐츠의 학습효과 연구에서 사  사후를 비교분

석한 결과 수가 상승하기는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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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19]. 이는 반복 으로 술기연습의 진행으로 인해 임상

장에서 학생의 심리  안정감과 자신감, 자기주도성을 

실어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

은 학생에게 임상 응력을 높이기 해 포 인 실습교

육의 확 와 지속 인 반복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실습실의 개방이나 자율  사용

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 자발 이고 자율 인 실습교

육이 가능하도록 자원과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상자의 임상수행 지식은 사 은 64.28 , 사후는 

93.78 으로 폭 상향된 수이다. 이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식이 높아졌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이다[19]. 지식의 수 의 향상이 선행연구보다 높은 

이유는 상자가 4학년 마지막 학기의 시작과 끝에 로

그램이 실시되었고 상자 성숙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한 학생이 실제 직  수행을 해보았

다는 에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지식을 함양하고 학생이 임상수행 능력 증진을 

한 훈련과 평가가 로그램에 포함됨으로서 지식 습득

에 한 열망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불

어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이 실시되기 에는 단순히 암

기형식으로 장되어 있던 지식부분이 실제 술기의 수행

을 통해 실제 지식으로 환되어 지식  체계화가 이루

어진 까닭이다. 

상자의 문직이미지는 사  72.40 에서 사후 

79.4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임상수행 능력 향상

을 해 교육과 훈련을 주기 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학

생이 갖는 실무능력에 한 자신감의 향상이 자신의 미

래모습에 투 되어 향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직이미지가 사후조사에 향상을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유능하다”, “내게 임무가 맡겨진다면 함

께 일하는 사람들과 능률 으로 일할 것이다.” “나는 리

더로 유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상문제 발생 시에 

나는 창의 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순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향상을 보인 상  문항을 살펴보면 임상수행

능력 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간호실무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이 기

본술기에 치 하다보니 상 으로 학생에게 문직에 

한 이해나 상자에 한 공감능력부족이 의사소통 교

육 미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소명의식, 실

천 의식, 생명 존 에 한 숭고한 정신 등을 가지고 모범

을 보인다면 학생에게 정 인 문인으로서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8,19]. 더불어 교육자들

이 학생 상의 의사소통  직업  소명의식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강화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임상수행능력 

로그램이 매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학생은 임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자신을 훈련하고 지식을 갖추는 

동안 실무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실무에 

한 자신감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학생이 갖게 되는 

문직에 한 포부와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교육자, 

임상실무가, 학교, 교육 병원 등이 력하여 임상에서 가

장 요구되는 술기를 추출하여 표 화한 후 교육에 용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 임상실무능력 향

상을 한 교육을 용할 때 상자 혹은 의료진 간 의사

소통, 창의  사고능력, 임상술기 능력의 반복 교육 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로그램에 반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자의 교육요구도는 사후조사가 사 조사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t=7.906, p <.001)를 보여 임상수

행능력 증진 로그램이 교육요구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해 끊임없이 술기 주의 융

합교육과정 로그램이 개발· 용되어야 하며 더불어 

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의사소통 로그램이 개발· 용되어 그 효과에 

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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