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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의 대상자 교육후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정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심미정

MiJung Sim

요 약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에게 제공한 교육경험의 만족도, 실습만족

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

대상자 교육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및 자신감 부족 등 이었다. 교육실시후 교육경험

만족도는 3.84점, 임상실습만족도 4.00점, 자아효능감 2.68점으로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경험의 만족도

는 교육방법과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자의 태도, 실습만족도, 실습장소에 따라, 자

아효능감은 성적, 이론교육의 만족도, 교육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실습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관계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하고, 간호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방법과 실습지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간호학생, 교육경험만족도, 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tudent's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self-efficacy in Maternity nursing practice. As the result, The nursing students had 
difficulties in accessing the patient, education time, and lack of self-confiden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with method of education, time of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maternity nurs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with attitude of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place, self-efficacy with grades, satisfaction of maternity nursing, practice 
place.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maternal nursing practice, we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hospital staff and propose it as a strategy of teaching method and practice guidance 
reflecting the need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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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

고력과 임상실무능력 함양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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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과정은 국가고시 과목별로 세분화되어 일부

과목에서는 실습교과목의 학점 및 내용에 적절한 실습

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환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의 함양을 위한 방안이 미진한 실정이다[1].

모성/여성건강간호학은 임신, 출산, 산욕과정을 경험

하는 여성과 여성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과 그

가족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해결하는 이

론적 지식과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이다. 그러나 급격

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출산율의 저하, 개인정

보보호 관련 법규의 강화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 등으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시

대상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간호사정, 간호문제

확인, 간호중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

학생이 분만실을 실습하는 경우 대부분 가족분만으로

진행되고, 대상자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분만과정을 관

찰하거나 어떠한 간호중재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론교육이

나 실습시 분만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뮬레

이션 실습은 전공 교수들의 전문지식과 교수학습법 및

임상경험과 현장요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적용 가

능한 상황중심 학습법을 활용했을 때 실습교육의 성과

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 높은 비용의 고

충실도(high fidelity)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기 어렵고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운영시 필요한 인력, 시간과 시

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

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ion Board of

Nursing)은 간호교육 일원화와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임상실습 기관의 자격조건, 현장실습지도 방법,

시간, 지도자의 자격조건, 실습목표 및 학습성과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

다[3]. 이에 각 대학은 학생간호사로서 간호학 실습교

과목에서 설정한 학습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내 부속

병원이 있거나, 학교재단내 대학병원을 보유한 간호학

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간호학과는 안정된 실습지 확보

와 실습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모성간호학 실습은 간호대학의 밀집과 학생수의

증가, 출산율 저하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와 분만실

의 수용인원 제한으로 점차 여성전문병원에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1개 병원에 최소 3-6개 이상 간호대학

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어,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질적인 실습지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전나미, 노기옥의 연구[4]에서도 조사된 바, 분만실 임

상실습은 대부분 관찰위주로 진행되고 제한된 영역에

서만 직접수행과 보조적수행을 경험하며, 실습병원의

특성에 따라 정상분만을 전혀 관찰하지 못하거나, 고

위험 임산부를 접해 본 적이 없는 등 실습경험의 격차

가 크며, 실습만족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5].

모성간호학 실습환경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다른

전공분야보다 급격히 변화하고 열악해지기 때문에 병

원과 대학간 win-win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전문병원이나 특화된 병원은 간호사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학에 실습지를 제공하

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정된 인력확보를 위한 일종의 선

투자의 의미도 크다. 그러나 대학은 산업체로부터 안

정된 실습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실습학점의 획득 기회

를 얻지만, 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면 실습지 확보

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간호중재와 관련된 대상자 교육을 충분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실습목표 수

행과정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요구 혹은 문제 확인 후

간호중재의 방안으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대상자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발표한 자료는 문

헌에 근거하여 수정한 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대

상자들은 Q-Rcode를 활용하여 분만, 산욕, 제왕절개분

만 후 관리 등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맡은 역할을 능

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수행

능력의 향상과 실습의 효율화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6].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주요요인으로, 긍정적 혹은 자

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쉽

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7].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과 실습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아효능감 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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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한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성간호학 실습시 학생들이 경

험한 대상자교육과 관련된 요인, 실습만족도, 자기효능

감 등을 확인함으로써 모성간호학 실습교육의 개선방

안과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에 기여하고자 한다.

․ 모성간호학 실습시 대상자 교육후 교육만족도, 실

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다.

․ 모성간호학 실습 관련 특성과 교육만족도, 실습만

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전문대학교내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119명으로 모성간호학실습이 종료된

2017년 6월 16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성간호

학 이론 교육은 3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어 4학년 1학

기에 총 6학점으로 운영하며, 모성간호학실습은 2학점

으로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모성간호학 실습의 학습목표는 핵심기본간호술

을 포함하여 4개로 설정하였고,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

서 제시한 실습관련 인증평가기준에 준하여 지도․관

리하고 있다.

2. 연구도구

연구대상자는 모성간호학 실습 중 대상자의 간호중

재 방안으로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

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후 대상자의 반응 및 피드

백, 교육 관련 내용,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만족도 및

자아효능감, 교육자 성찰 등을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

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전체 학업성취정도, 모성간호학

이론교육의 만족도, 실습시기, 대상자 교육장소 및 교

육실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교육경험 만족도는 교육실시 경험, 대상자 선정, 교

육내용, 교육방법, 지도방법, 보고서 작성 등 총 6항목

으로 만족도 정도는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아효능감은 Kim[8]의 일반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Kim, Chun과 Choi[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설문지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

제난이도선호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25

이다.

실습만족도는 Lee[10]에 의해 개발되고 이성실, 권

미경[11]에 의해 수정보완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

지는 실습자 태도 1문항, 실습자 만족도 4문항, 실습내

용의 적합성 2문항, 실습에 대한 성취도 5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735이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ver. 21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교육경험 만족도, 자아효능감 및 실습만족

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평균나이는 23.7세이며, 범위는최저 20

세에서 최고 56세 이었다. 자신이 인지한 학업성취정도

는 보통이 67명(56.3%), 우수함 34명(28.6%), 우수하지

못함 18명(15.1%) 순으로 나왔으며, 이론교육의 만족도

는 만족함 85명(71.4%), 매우 만족함 14명(11.8%), 보통

20명(16.8%)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다. 임

상실습 시기는 동일한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2학기에 운

영하므로 3학년 2학기 60명(50.4%), 4학년 1학기 59명

(49.6%)이었고,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장소로는 병

동 58명(48.7%), 분만실 50명(42.0%), 기타 11명(9.2%) 순

이었다(Table 1).

2.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과 관련된 항목

연구대상자가임상에서교육대상자선정시겪는어려

움은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가 87명(73.1%),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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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지 않아서 17명(14.3%),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

지못해서 10명(8.4%) 순으로나왔다. 선정한교육주제로

는 분만후 자궁마사지 24명(20.2%), 산후우울증 20명

(16.8%), 모유수유, 유방관리 14명(11.8%) 순이었으며,

교육내용 작성시 활용한 자료로는 교과서 및 강의내용

83명(69.7%), 인터넷 검색 21명(17.6%) 등이었다.

교육방법 선정시 도움이 된 것으로는 교수의 지도 58

명(48.7%), 개인의 창의적 생각 25명(21.0%), 기존자료

(먼저 발표한 자료, 모형 등) 19명(16.0%) 순이었고, 본

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 경험으로는 1회 55명

(46.2%), 없다 35명(29.4%) 순이었고, 교육실시전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75명(36.6%),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73명(35.6%), 자신감 결여 18명

(8.8%)순으로나왔다. 교육실시시어려운 점으로는대상

자의 반응 44명(27.2%), 자신감의 부족 38명(23.5%), 교

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34명(21.0%) 순이었고, 교육시 대

상자의반응은관심을갖고잘청취함 51명(42.9%), 교육

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 42명(35.3%),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 16명(13.4%) 순으로 나왔으며, 교육후 본인의

성찰로는 교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57명

(47.9%),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44명

(37.0%), 교육이 어렵다 15명(12.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교육실시후교육경험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및자아

효능감

연구대상자들이교육실시후교육경험의만족도는 5점

만점에 총 평균평점은 3.84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교육

내용 3.91점, 교육방법 3.88점, 교육실시 경험 3.83점, 지

도방법 3.82점, 보고서 작성 3.82점, 대상자 선정 3.78점

순으로 나왔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만점에 총평균평

점은 4.01점이며 세부항목은 실습자 태도 4.42점, 실습에

대한 성취도 4.00점, 실습자 만족도, 실습내용의 적합성

3.96점순으로높게나왔다. 자아효능감은 4점만점에총

평균평점은 2.68점이며세부항목으로는자아조절효능감

이 2.73점, 과제 난이도 선호 2.66점, 자신감 2.64점 순으

로 나왔다(Table 3).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 경험의 만족도

대상자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 중 세부항목에서 교

육방법과 실습시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421,

p=.017), 이는 4학년 1학기에실습을한학생이 3학년 2학

기에 한 학생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t=4.122,

p=.000), 대상자 선정(t=3.505, p=.001), 교육내용(t=3.726,

p=.001), 교육방법(t=3.213, p=.004), 지도방법(t=2.359,

p=.026), 보고서작성(t=3.050, p=.005)에서통계적으로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세부항목과 일반적 특성의 이론교

육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실습자 태도

(t=2.009, p=.047), 실습자 만족도(t=2.498, p=.019)로 동일

이론과목의만족도가높은학생이보통인학생보다실습

태도와 실습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

교육장소와의 관계에서는 실습내용의 적합성(F=5.810,

p=.004), 실습에 대한성취도(F=10.363, p=.000)에서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학업성취정도는 자아조절효능감(F=5.055, p=.008), 과

제난이도선호(F=3.119, p=.048)와 유의한차이가있었는

데, 성적이좋은군이자아조절효능감과과제난이도선호

점수가높은것으로나왔다. 이론교육만족도는자아조절

효능감(F=2.188, p=.036)과 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이론

교육의만족도가높은군이자아조절효능감의점수가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 교육장소에 따라 자아조절

효능감(F=3.406, p=.037)은 통계적유의한차이가있었다

(Table 6).

Ⅴ. 논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모성간호학 실습에서 간호학생

이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경험 만족도, 실습

만족도및자아효능감정도를조사하여추후모성간호실

습의 지도방향과 목표설정을 수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실습교과목 운영은 간호교육인증평

가원에서 제시한 실습관련 인증평가기준에 준하여 지

도․관리하고 있다. 실습기관은 G시에 소재한 2개 여성

전문병원으로 대학과 긴밀한 협약관계를 맺고 호의적이

지만, 대상자의 특성상 직접적인 간호, 간호행위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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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제한적이다. 여성건강간호학실습현황을분석한김

증임, 강희선, 박소미 등[2]의 연구결과에서 학생들은 대

상자와의 접촉과 간호업무를 학습하는 시간보다 잡무를

하거나 ‘벽의붙박이’처럼서있거나책상에앉아서대기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상자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 이는 간호학생 뿐만 아니라 의대생도 산부인

과임상실습시정해진실습기간동안학습목표를달성하

기 위해 학습 기회의 우연성, 관찰 위주의 실습, 임상 경

험 기회의 축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관찰기회의 감소,

산모와 태아의 안전도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12]과 유사한 상황이다.

실습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호학

생이 경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선정시겪는어

려움으로는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가 73.1%, 대상자가

협조하지않아서 14.3%순으로나왔다. 산부인과대상자

의 특성이 매우 예민하고, 사생할의 노출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간호학생들이대상자와관계를맺거나 의사소통

을 하는데 조심스러움 혹은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생각

된다. 선정한 교육주제는 분만후 자궁마사지, 산후우울

증, 모유수유, 유방관리 순이었다. 전나미와 노기옥[4]의

조사에 의하면 분만실에서 임상수행은 대부분 관찰이었

고, 교육및상담과산후간호는매우낮은수행을보였다.

김증임등[2]의 연구에서는자궁저부마사지, 모유수유교

육, 유방울혈간호에일부참여하는것으로나왔다. 학생

들이 교육시 활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인쇄된자료를 보여주면서설명하거나, 인형활용, 유방

과 자궁모형의 제작, 판넬 등을 만들어 시각적 자극을

할 때 대상자의 반응이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했다.

대상자가 최종 교육을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 경험이

있으면 더 자신감을 가졌으며, 교육실시전 어려운 점으

로는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순으로 나왔다. 교육실시시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의 반응, 자신감의 부족, 교육시간 확보

의 어려움이었다. 교육 후 학생 자신의 성찰로는 교육경

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교육이 어렵다 등으로 나왔다. 임상에서의 간호

수행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수행자신감이 더 높고[15],

반복수행경험을통해불안감은감소되고자신감이증진

되고사고율발생의감소를가져온다고하였다[16]. 반면

에 3년제간호대학 3학년을대상으로보건교육수행정도

를 분석한 연구[17]에서는 보건교육을실시한 경험이 있

는 대상자들이 오히려 수행능력의 인지도가 더 낮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고, 대부분 간호학생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

육의중요성은인지하고있으나실제수행시에는기술습

득이나 지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임상실습시간호학생은대상자를대하는것자체가

두려움, 염려, 놀람, 당황스러움, 무능, 불편함 등을 느끼

고, 낮선환경에서의자신감부족, 미숙한의사소통기술,

지식부족등으로불안과긴장을느낀다고하였다[18]. 암

환자와 간호사의 중재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전략을

분석한연구결과[13], 환자는자신에게행해지는간호행

위, 처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간호사의 바쁜 업무로 인해 적절한 정보 전달

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근 들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조무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시

간 부족과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교육의일부는간호학생들에게수행하도록하는것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ho와 Kwon[14]이 10개 대학의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뇨교육 수행이

50.5%, 당뇨교육의 관찰이 46.5%로 임상현장에서 간호

학생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려고 할 때 거부율

이 증가하는 추세로 직접적 실습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임하기 전 교육과정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등을

포함한 시뮬레이션이나 모의환자를 통한 실습이 병행된

교육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대상자 교육경험에 대한 만족도 중 교육방법과 실습

시기는 3학년 2학기보다 4학년 1학기에실습한학생군이,

이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전반적인 교육경험과

관련된 항목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임상

실습만족도 중 실습태도와 실습자 만족도는 이론과목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실습내용의 적합성과 실습에 대

한 성취도는 실습장소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

왔다. 김윤미 등의 연구[5]에서도 분만실에서 실습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분만

실에서분만관찰혹은보조적참여의기회를갖는반면,

병동에서는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직․간접적인 간호수

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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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과 관련된 항목

Table 2. Variables of related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N=119명)

변수 n(%)

대상자

선정시

어려움

대상자 접근이 어려워서 87(73.1)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10(8.4)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17(14.3)

간호사의 협조가 잘 안되어 3(2.5)

기타 2(1.7)

교육주제

분만전 무통분만(무통주사) 6(5.0)

분만전 호흡법 5(4.2)

분만후 산후출혈 7(5.9)

분만후 자궁마사지 24(20.2)

제왕절개분만후 간호관리 6(5.0)

오로관리 13(10.9)

좌욕관리 9(7.6)

모유수유, 유방관리 14(11.8)

영양관리 3(2.5)

산후운동 10(8.4)

산후우울증 20(16.8)

기타 2(1.6)

교육내용

작성시

활용한

자료

교과서 및 강의내용 83(69.7)

인터넷의 파워블로거 2(1.7)

인터넷 검색 21(17.6)

논문 4(3.4)

병원의 소책자, 팜플렛 등 8(6.7)

기타 1(0.8)

교육방법 교수의 지도 58(48.7)

자아효능감의 세부항목 중 자아조절효능감과 과제난

이도선호는성적이좋을수록점수가높았고, 이론교육의

만족도가높은군이자아조절효능감의점수가더높았으

며, 교육장소에 따라 자아조절효능감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왔다. 오윤경[19]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실습동료와의관계가좋을수록자기효능감이높고

실습교육환경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것으로나와일치

하는결과를나타냈다. 교육방법의하나로 TBL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20]으로 나와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소영, 임선영, 최혜미의 연구[21]에서 간호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보다 임상실습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다 하였는데, 실습환경이 더욱 열악한 모성간호학

실습시대상자와의직접적접촉을통해간호중재를시도

하면서받는스트레스또한학생들이극복해야할또하

나의도전과제이다. 본 연구대상자인간호학생들은대상

자 교육경험에서 자신감과 실습만족도는 평균이상이었

다. 그러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주요

요인인 자아효능감은 비교적 낮게 나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론

본연구는일개대학의간호학생을 대상으로모성간

호학 실습시 대상자에게 제공한 교육경험의 만족도, 실

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습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은대상자를교육할때문제점으

로는 대상자와의 접근,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및 자신

감부족등이었으나, 교육후성찰은교육겸험을통해자

신감의 향상, 충분한 교육준비 등으로 나왔다. 교육실시

후교육경험만족도는 3.84점, 임상실습만족도 4.00점, 자

아효능감 2.68점으로 나왔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경험의 만족도는 교

육방법과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실습자의태도, 실습만족도,

실습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효능감은 성적,

이론교육의 만족도, 교육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왔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간호학생들은 모성간호학

실습시직접적간호수행과관찰이 현실적으로어렵지만,

간호사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기본적인 대상자 교육을

통해자신감과임상실습만족도는어느정도향상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성간호학 실습의 어려윰

과한계를극복하기위해병원관계자와긴밀한협력관계

유지하고, 간호학생의요구를반영한교육방법과실습지

도방안의한전략으로서제언하는바이다. 더나아가간

호학생이 실습현장에서 수행하거나 참여 가능한 실습내

용을 심층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본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9명)

변수 수(%) M(SD) 범위

나이(세) 23.7(4.7) 20~56

학업성취

우수함 34(28.6)

보통 67(56.3)

우수하지 못함 18(15.1)

이론 교육

의 만족도

매우 만족함 14(11.8)

만족함 85(71.4)

보통 20(16.8)

실습시기
3학년 2학기 60(50.4)

4학년 1학기 59(49.6)

교육장소

분만실 50(42.0)

병동 58(48.7)

기타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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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

도움이 된

것

개인의 창의적 생각 25(21.0)

동료, 친구의 도움 8(6.7)

인터넷을 보고 7(5.9)

기존자료(먼저 발표한 자료, 모형 등) 19(16.0)

기타 2(1.7)

사전

교육회수

없다 35(29.4)

1회 55(46.2)

2회 24(20.2)

3회 이상 5(4.2)

교육실시

전 어려운

점

자신감 결여 18(8.8)

교육내용의 부족 8(3.9)

대상자와의 접근에 대한 두려움 75(36.6)

간호사의 비협조적 태도 12(5.9)

두려움 6(2.9)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73(35.6)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 12(5.9)

기타 1(0.5)

교육실시

시 어려운

점

대상자의 반응 44(27.2)

교육내용의 부실 9(5.6)

자신감의 부족 38(23.5)

교육환경 28(17.3)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34(21.0)

준비부족 5(3.1)

기타 4(2.5)

교육시

대상자의

반응

관심을 갖고 잘 청취함 51(42.9)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 16(13.4)

교육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 42(35.3)

관심이 없거나 지루한 반응 9(7.6)

기타 1(0.8)

교육후

본인의

성찰

교육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됨 57(47.9)

교육이 어렵다 15(12.6)

시간낭비라고 생각함 3(2.5)

교육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44(37.0)

표 3. 교육실시후 교육경험의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

효능감

Table 3. Mean score for Satisfation of the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after patient

education (N=119명)

변수 M(SD) 범위

교육경험

만족도

교육실시 경험 3.83(.59) 1-5

대상자 선정 3.78(.70) 1-5

교육내용 3.91(.62) 1-5

교육방법 3.88(.70) 1-5

지도방법 3.82(.62) 1-5

보고서 작성 3.82(.64) 1-5

총계 3.84(.54) 1-5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자 태도 4.42(.55) 1-5

실습자 만족도 3.96(.57) 1-5

실습내용의 적합성 3.96(.58) 1-5

실습에 대한 성취도 4.00(.51) 1-5

지도방법 3.82(.62) 1-5

보고서 작성 3.82(.64) 1-5

총계 4.01(.48) 1-5

자아효능

감

자신감 2.64(.35) 1-5

자아조절 효능감 2.73(.27) 1-5

과제 나이도 선호 2.66(.34) 1-5

총계 2.68(.25) 1-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교육 경험의 만족도

Table 4.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atient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itcs (N=119명)

내용

실습시기 이론교육의 만족도
3/2학기

(60)

4/1학기

(59)

만족

(99)

보통

(20)

M(SD) M(SD) t(p) M(SD) M(SD) t(p)

대상자

교육실시

경험

3.77
(.56)

3.90
(.61)

-1.225
(.223)

3.92
(.57)

3.40
(.50)

4.122
(.000)

대 상 자

선정

3.67
(.68)

3.90
(.69)

-1.847
(.067)

3.87
(.68)

3.35
(.59)

3.505
(.001)

교육내용
3.80
(.63)

4.02
(.60)

-1.917
(.058)

4.00
(.59)

3.45
(.61)

3.726
(.001)

교육방법
3.73
(.69)

4.03
(.67)

-2.421
(.017)

3.98
(.64)

3.40
(.75)

3.214
(.004)

지도방법
3.99
(.59)

3.88
(.65)

-1.009
(.315)

3.89
(.59)

3.50
(.69)

2.359
(.026)

보 고 서

작성

3.75
(.63)

3.88
(.65)

-1.125
(.293)

3.40
(.60)

3.40
(.68)

3.05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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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Table 5.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itcs (N=119명)

특성

실습자태도
실습자만족

도

실습내용의

적합성

실습에 대한

성취도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이 론

교 육

의 만

족도

만 족

(99)

4.46
(.54)

2.009
4.02
(.55)

2.49
8

4.00

(.55)
1.962

4.03

(.50)
1.444

보 통

(20)

4.20
(.52)

(.047)
3.66
(.58)

(.01
9)

3.73

(.68)
(,052)

3.85

(.55)
(.151)

대 상

자

교 육

장소

분 만

실50)

4.50
(.54)

2.622
3.98
(.56)

3.00
5

4.01

(.49)
5.810

4.04

(.43)
10.363

병 동

(58)

4.41
(.50)

(.77)
4.02
(.58)

(.05
3)

4.01

(.62)
(.004)

4.08

(.48)
(.000)

기 타

(11)

4.09
(.55)

3.57
(.42)

3.41

(.49)

3.38

(.6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효능감

Table 6.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itcs (N=119명)

특성

자신감 자아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M

(SD)

F/t

(p)

M

(SD)

F/t

(p)

M

(SD)

F/t

(p)

학업

성취

정도

우수

(34)

2.74
(.47)

2.499
2.85
(.20)

5.055
2.78
(.30)

3.119

보통

(67)

2.61
(.24)

(.087)
2.70
(.26)

(.008)
2.61
(.33)

(.048)

우수하

지 못함

(18)

2.54
(.39)

2.64
(.38)

2.62
(.39)

이론

교육

의

만족

도

만족

(99)

2.66
(.37)

1.750
2.76
(.28)

2.188
2.67
(.35)

.473

보통

(20)

2.55
(.21)

(.087)
2.63
(.23)

(.036)
2.64
(.34)

(.640)

대상

자

교육

장소

분만실

(50)

2.67
(.43)

1.940
2.72
(.18)

3.406
2.64
(.32)

.481

병동

(58)

2.66
(.27)

(.148)
2.78
(.30)

(.037)
2.69
(.34)

(.619)

기타

(11)

2.44
(.25)

2.55
(.42)

2.6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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