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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융합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기본간호술기 능력에
미치는효과를 검정하기 위한비동등성대조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시의간호학과에재학중인간호대
학생 80명으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은 5일 동안 임상현장을 방문 및 기본간호
술기 수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스스로 디브리핑하며 프로토콜을 수정․보완하는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사전과 사후에 각각 1번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자기주도성(t=12.93, p=.001)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t=8.34, p=.021)의
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 나타나, 임상융합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자기주도성및 기본
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기주도성,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임상융합, 실습교육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nical convergence
self-directedness practice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study design was a non-equivalent pre-po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80 nursing students in D city.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randomly assigned with 40 participants in each group. Intervention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ere visiting clinical practice, video recording and students' self-debriefing of what
they did over the 5 days.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were measured
2 times (pre-, and post-intervention) over the 5 days.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self-directedness(t=12.93, p=.001)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t=8.34, p=.021). Results
indicate that self-debriefing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is an effective learning way to improve
Self-directedness and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 Key Words : Clinical convergence, fundamantal nursing skill, nursing student, practice learning program,
seif-direc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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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기주도성은학습자가스스로학습에대한주도권과

책임감을가지고학습을완수하려는특성으로[1], 간호대

학생이 자신의 실습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요구를 명확

히하여실습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원동

력이므로실습역량강화에필수적요인이다[2]. 간호대학

생은 고학년일수록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전공과목과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성이 훈련되

어[3] 학년이높아질수록자기주도성이높게나타났다[3,

4]. 또한 자기주도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만족

도가 높았고[5], 학업성취도도 높게 보고되었다[3]. 간호

대학생은졸업후빠르게변화하고있는의료환경에효

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양한 실무에서

업무를수행해야하므로[4], 자신의지속적인전문적성장

을 위해서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함양이 요

구된다[6].

간호학의실습교육은학습목적과목표를성취하기위

해정확한수기술을익히는것을필요로하는데[7], 그 중

기본간호학 교과목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기 전

에 간호실무를 경험하는 교과목으로 간호개념을 이해하

기위한이론교육과구체적간호술을익히는실습교육으

로구성되어있다[8].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의간호술기는

간호사가갖추어야하는여러가지능력중가장핵심적

이고기본적인실무능력이다[9]. 하지만간호대학생의임

상실습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간호술기를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고

있으므로[10]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습득해야

할기본간호술기를제대로익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간호대학생들은졸업후다양한간호실무에서숙련된간

호행위를해야하는데[11] 이에부담을느끼고제대로적

응하지못하는것이간호사의직무만족도에부정적인영

향을 미쳐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2]. 따라서 보다

빠른시기에자기주도성함양교육프로그램을통한학습

으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확립시켜 기본간호실무 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

를높이고나아가직무만족도를높여이직을줄일수있

는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본연구는임상현장과연계하여기본간호술기의

프로토콜을 학생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자가

동영상촬영을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기

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실습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

생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알아보기위함이며구체적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은간호

대학생의자기주도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

둘째, 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은간호

대학생의기본간호술기수행능력에영향을미칠

수 있는가?

1.3 연구 가설 
연구가설 1 : 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

에참여한 실험군이참여하지않은대조

군에비해자기주도성점수가높을것이다.

연구가설 2 : 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

에참여한 실험군이참여하지않은대조

군에 비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점수

가 높을 것이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

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연구는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검정하기위해서 연구자가 D시에 소재하는일개

대학교에재학중인간호학과 2학년수료학생 80명을대

상으로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간호학과장에게본연구

의취지를설명하고연구동의를구한뒤, 교육의질적인

차이에따른성적및학생에대한형평성등을고려하여

2학년교내실습을모두마감한학생들중자발적으로참

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90명 모집하였다.

대상자 수의 산출 근거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

에근거하여유의수준(α)은 .05, effect size는 중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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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 검정력(1-β)은 .8로 설정할 때 2개의 집단의 최소

표본 수는 36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40명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목표 인원으로 하였으나, 각 프로그

램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수를 임의로 배

제할수없고, 교육자로서의윤리적관점을고려하여, 90

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개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총 80

명의 학생을 선별하였고, 신청순서의 홀짝수에 따라 실

험군 40명과 대조군 40명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대조군

의 상호 정보교환을 막고, 실험처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Guglielmino, Guglielmino와 Long [13]

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DLRS) 도구를

Yoo [14]가 수정․보완한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

의 Likert척도로 ‘매우그렇다’5점에서 ‘전혀그렇지않다’

1점으로측정되며최저 32점에서최고 160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이높음을의미한다. Yoo [14]의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73,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α=.85였다.

2.3.2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기본간호술기수행능력은 2학년기본간호학실습지침

서[15]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2학년 기본간호

학실습지침서[15]의 술기중연구자와학생이술기의중

요도를 분석하여 입퇴원간호, 수혈간호, 특별 구강간호,

수술 전후간호, 산소요법 및폐물리요법, 욕창간호, 환자

이동 및 보행보조, 기관절개관 간호 및 흡인간호의 8개

술기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술기를 연구자 이외의 기

본간호학담당교수 1인이평가한각술기총점을의미한

다.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하여 100점 환산점수

로 환산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임상융합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 구성
자기주도성은실습능력을강화시키는요인이므로, 간

호대학생이 실습 요구를 명확히 하여 실습 목표를 세워

성공적실습을할수있는원동력이된다[2]. 자기주도성

이높은간호대학생은그렇지않은간호대학생보다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았고[5, 16],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

났고[17], 학업성취도도높게나타났다[3]. 또한간호대학

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기본간호술기 수

행능력도높게나타났다[18].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자기

주도적인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을 구체적인 목표로 두었다.

다음으로 임상융합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위하여간호대학생의실습교육방법및자기주

도적 교육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멀티미디어 교육 방법

등 대학생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실습교육의 효율적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임상전문가 3인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대학생에게적합한중재, 개입시간및교

육 방법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적용대상학교의교수 2인과기본간호학실습

담당교수 1인의자문을구하여프로그램의적용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실습교육프로그램은 5명 1조의총 8조로구성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1일에는 설문지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성을 조사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기본간호술기 수행을 하도록 하여 기본간호술기 수행능

력을기본간호학교수 1인이측정하였고, 실험군에게는 5

일 동안 하루 4시간의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은하루에 4시간, 5일 동안실습조교

의술기시범을보고난후자율실습을하도록하였다. 5일

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후조사로 설문지를 통해 대상

자의 자기주도성을 조사하고, 기본간호학교수 1인이 대

상자들의 기본간호술기 수행 능력을 측정하였다.

2.4.2 실험군 중재
․1일: 실험군의 학생들에게는 조별로 사전에 예약한

시간에실습실로오도록하였다. 학생들은입퇴원간

호, 수혈간호, 특별구강간호, 수술전후간호, 산소요

법 및 폐물리요법, 욕창간호, 환자 이동 및 보행보

조, 기관절개관간호및흡인간호의 8개 술기중조

별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의 술기를 선택하여 술

기의프로토콜을분석하고, 연구자가준비해놓은물

품으로 연습하여 조별로 직접 동영상 촬영을 하였

다. 조원들은동영상촬영과술기수행의역할을바

꾸어가며자율실습을하였고, 촬영한동영상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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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디브리핑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프로토콜을 재구성 하였다.

․2일: 재구성된프로토콜의타당성조사를위해 D대

학병원의 협조 병동을 학생들이 방문하여 해당 기

본간호학 술기를 병동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을 직

접 관찰하고, 간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프로토콜을

수정․보완하였다.

․3일～4일: 완성된 기본간호술기 프로토콜대로 실습

실에서 연습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촬영

한동영상을보면서자가디브리핑한후다시촬영

하는 것을 1일 2회 반복하였다.

․5일: 수정된기본간호술기프로토콜을토대로최종

동영상 촬영을 하고, CD로 제작하여 제출하였다.

2.4.3 대조군 중재
․1일～5일: 대조군의학생들에게는조별로사전에예

약한 시간에 실습실로 오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입

퇴원간호, 수혈간호, 특별 구강간호, 수술 전후간호,

산소요법및폐물리요법, 욕창간호, 환자이동및보

행보조, 기관절개관 간호 및 흡인간호의 8개 술기

중 조별로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의 술기를 선택하

였고, 조별로선택한기본간호학술기의프로토콜을

연구보조자인실습조교의술기시범을본후, 연구

자가준비해놓은물품으로자율실습을하도록하였다.

2.5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대상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본간호술기 능력의 향

상에대한이점과 5일동안 4시간씩시간을내어야하는

문제점에대해알려주었으며, 익명과비밀보장을약속하

고연구참여과정에서언제든지원치않으면참여를중

단할수있고중단즉시대상자의자료는폐기됨을설명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

으로도사용되지않을것이며무기명으로처리되어비밀

이보장될것이며연구참여및불참은성적과는무관함

을설명한후서면동의를구한뒤본연구를수행하였다.

실험군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에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조군이 원하여 연구 종

료후에 같은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주었다. 제3변수 개

입을 통제하기 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일한 시기에 실습실 방문

시간을서로다르게하여사전, 사후 조사를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는 연구 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설문지 내

용을설명하고연구대상자가직접기록하도록하였으며,

이후 기본간호학 교수 1인이 기본간호학술기 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소정의 선물과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문구

류 등을 지급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및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실험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가설 검정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자

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차이를

검정하기위해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

성 검정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80)

Characteristics Division
Experimental Control

t/χ2 p(n=40)
n (%)

(n=40)
n (%)

Age (years) Mean±SD 21.51±2.11 21.21±3.57 0.45 .502

Gender Male
Female

5 (12.5)
35 (87.5)

6 (15.0)
34 (35.0)

1.08 .298

Grade of
fundamental
nursing

Upper 1/3
Medium
Lower 1/3

11 (27.5)
19 (47.5)
10 (25.0)

10 (25.0)
21 (52.5)
9 (22.5)

0.13 .717

Grad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pper 1/3
Medium
Lower 1/3

12 (30.0)
14 (35.0)
14 (35.0)

11 (27.5)
19 (47.5)
10 (25.0)

0.9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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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

정한 결과 나이, 성별, 기본간호학 이론성적, 기본간호학

실습성적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아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실험 전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
기 수행능력
실험 전 두 집단 간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

행능력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in pretest                 (N=80)

Variables Experimental Control t/Z pMean±SD Mean±SD
self
-directedness 3.72 ± 0.42 3.75 ± 0.65 0.68 .500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75.53 ± 12.89 76.39 ± 25.34 0.04 .970

skill 1 72.56 ± 18.50 73.84 ± 11.06 0.59 .169

skill 2 70.25 ± 25.10 69.99 ± 31.87 0.09 .915

skill 3 71.59 ± 16.25 71.97 ± 14.52 0.10 .863

skill 4 81.94 ± 18.25 82.55 ± 11.16 0.56 .694

skill 5 80.00 ± 22.20 83.16 ± 10.25 0.15 .975

skill 6 74.56 ± 18.64 75.57 ± 18.16 0.52 .479

skill 7 73.52 ± 7.26 72.99 ± 8.34 0.20 .097

skill 8 76.51 ± 6.59 77.51 ± 10.25 0.13 .529

*=Mann-Whitney U test; skill 1=admission and discharge care; skill
2=transfusion; skill 3=special mouth care; skill 4=pre and post
operation care; skill 5=oxygen therapy and chest physiotherapy; skill
6=bed dore care; skill 7=patient movement and walking assistance;
skill 8=tracheostomy care and suction

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실시전자기주도성의

실험군평균이 3.72±0.42점, 대조군평균이 3.75±0.65점이

었고, 자기주도성은실험군과대조군에서통계적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8, p=.500).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

로그램실시전기본간호술기수행능력의실험군평균이

75.53±12.89점, 대조군평균이 76.39±25.34점으로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04, p=.970), 각각

의 기본간호술기 별로도 두 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Z=0.09～0.59, p=.097～.975).

3.3 가설 검정
가설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for mean 
scores of variables                   (N=80)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t/Z pMean(SD) Mean(SD) Mean(SD)
self
-directedness

Exp.(n=40)

Cont.(n=40)

3.72( 0.42)

3.75( 0.65)

4.78(0.66)

3.81(1.03)

1.06(0.28)

0.37(0.10)

12.93 .001

Competency in
fundamental
nursing skills

Exp.(n=40)

Cont.(n=40)

75.53(12.89)

76.39(25.34)

91.35(8.45)

82.18(3.67)

15.82(4.42)

5.79(2.11)

8.34 .021

skill 1
Exp.(n=5)

Cont.(n=5)

72.56(18.50)

73.84(11.06)

87.00(13.15)

78.69( 8.12)

14.44(4.12)

4.85(3.25)

8.01 .024

skill 2
Exp.(n=5)

Cont.(n=5)

70.25(25.10)

69.99(1.87)

86.89( 9.58)

76.81( 5.63)

16.64(1.56)

6.82(5.15)

7.16 .026

skill 3
Exp.(n=5)

Cont.(n=5)

71.59(16.25)

71.97(14.52)

86.41( 8.94)

78.51(10.20)

14.82(4.98)

6.54(2.56)

5.46 .039

skill 4
Exp.(n=5)

Cont.(n=5)

81.94(18.25)

82.55(11.16)

98.86( 8.34)

88.02( 9.50)

16.92(5.46)

5.47(4.10)

9.01 .005

skill 5
Exp.(n=5)

Cont.(n=5)

80.00(22.20)

83.16(11.16)

96.78( 9.81)

87.97( 8.12)

16.78(4.26)

4.81(5.10)

9.51 .004

skill 6
Exp.(n=5)

Cont.(n=5)

74.56(18.64)

75.57(18.16)

90.46(11.56)

80.41(10.01)

15.9(4.56)

4.84(1.02)

9.46 .003

skill 7
Exp.(n=5)

Cont.(n=5)

73.52( 7.26)

72.99( 8.34)

88.15(12.12)

77.81( 5.16)

14.63(4.49)

4.84(1.61)

8.86 .015

skill 8
Exp.(n=5)

Cont.(n=5)

76.51( 6.59)

77.51(10.25)

92.01(11.10)

81.51( 8.16)

15.57(4.35)

4.00(1.26)

7.81 .020

*=Mann-Whitney U test; skill 1=admission and discharge care; skill
2=transfusion; skill 3=special mouth care; skill 4=pre and post operation
care; skill 5=oxygen therapy and chest physiotherapy; skill 6=bed dore
care; skill 7=patient movement and walking assistance; skill
8=tracheostomy care and suction

‘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이참

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자기주도성 점수가 높을 것

이다.’라는 가설검정 결과 실험군의 자기주도성 점수는

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실시전평균 3.72±0.42점

에서프로그램실시후 4.78±0.66점으로 1.06±0.28점증가

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3.75±0.65점에서 3.81±1.03점으로

0.37±0.10점 증가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t=12.93, p=.001).

‘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에참여한실험군이참

여하지않은대조군에비해기본간호술기수행능력이높

을 것이다.’라는 가설검정 결과 실험군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점수는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실시전

평균 75.53±12.8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91.35±8.45점

으로 15.82±4.22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76.39±25.34점에서 82.18±3.67점으로 5.79±2.11점 증가하

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t=8.34,

p=.021), 각각의기본간호술기별로도두군의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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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므로(Z=5.46～9.51, p=.003～.039)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4. 논의
본연구는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자기주도성은임상융합자기주도적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더욱 향

상되었다(t=12.93, p=.001). 이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

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실험군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F=3.52,

p=.035)으로 나타난것[19]과 유사한결과로, 자기관찰은

타인을관찰하는것보다동기유발이증가되어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하는것[20]으로보인다. 또한기본간호학실

습교육에서 동영상 사전학습을 한 실험군의 자기주도성

이유의하게증가(t=4.54, p<.001)한 Kim [3]의 연구결과

와도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자기

주도성을측정한 Kim [3]의 연구에서실험군의자기주도

성이 0.1점 증가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자기주

도성은 1.06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시청

각 기반 학습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학습동기가 쉽

게반감되고, 학습자들의능력으로문제해결이어려우면

흥미를상실하고학습에서이탈하기때문에[21], 보다 자

기주도성이 요구되는 동영상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대상

자의자기주도성이향상된것이라할수있겠다. 이는시

뮬레이션교육후학생스스로과제기술서를작성하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 과정을 스스로 거치게 하여 자기주도

적 학습능력을 높인것[22]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점수를 환산하여 비교하

였을때, Song과 Kim [23]의 연구에서휴대폰동영상자

기관찰및피드백을받은실험군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

이 0.13점 증가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실

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의 자기주도성은 1.06

점이 증가하여 더욱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Song과

Kim [23]의 연구에서 실험군은 주당 1회 30분씩 8주 동

안실시하였고, 본 연구의실험군은하루 4시간 5일을자

기주도적인 실습을 한 것으로 미루어 동영상 촬영과 평

가를통한자기주도성의함양은대상자들이동영상을촬

영하고분석하는시간을충분히가질수있도록하는것

이효과적일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 어떤차이점이자

기주도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로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실험군의기본간호술기수행능력의향상

정도는 대조군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의 향상정도 보

다컸다(t=8.34, p=.021). 이는비디오녹화학습법을적용

한 실험군의 술기능력이 대조군보다 향상되었던 결과

(p<.001)[19]와 일치하며, 시뮬레이션 후 자가 디브리핑

을 한 실험군이 교수주도 디브리핑을 한 대조군보다 임

상수행능력이 높게(t=-3.14, p=.002) 나타난 것[24]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가 디브리핑은 학생의 생각을 조

직화하고개념들의연결을촉진하여술기를향상시킬수

있는장점이있고[25], 교수주도디브리핑보다친근하고

흥미가있어접근성이좋으므로술기능력향상에도움이

되는 것[26]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 촬영과 자가 디브리핑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자

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영상 촬영을 인식하여 술기에 집중이 어

렵고, 동료가 자신을 평가 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자아성

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술기의 수정 및 보완이

미흡하여임상수행능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

는 것[27]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교수의 피드백이

학생의 바람직하지 않은 술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28] 자가 디브리핑과 교수주도 디브리핑을

적절히활용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본연구의경

우단기집중실습교육이므로일반실습교육에서의실효

성 여부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

러나 임상실습이나 수기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에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5. 결론
본연구는자기주도적실습교육프로그램이간호대학

생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자기주도적 실

습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간호대학생과 자기주도적 실습

교육프로그램을받지않은간호대학생간의자기주도성

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습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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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간호대학생의실습교육강화를위한단기집중

적인 전략으로 자기주도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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