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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in Operating Room

송미숙*, 박경민**

Mi-Sook Song*,  Kyung- Min Park**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행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는 경상북도 C군 일개 대학에 수술실 임상실습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 3, 4학년 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

간은 2019년 1월1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개방형 자기보고서식 성찰일지를 통해 이루어졌

으며,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 [21]의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27개의 하위주제, 12개의 주제, 그리고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5개의 범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펼쳐진 인체와 직면함’,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 ‘ 임상실습의 한계와 맞닦드림’ ‘자기성찰’‘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

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

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수술실실습, 실습경험, 내용분석,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conducted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operating room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67 nursing college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at a university in C-gun, Gyeongsangbuk-do who participated in the practice of operating room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anuary 14, 2019 to January 13, 2020, and th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n open self-report-style reflection log,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method of Krippendorff [21]. Analysis of the operating room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resulted in 27 sub-themes, 12 themes and 5 categories. The five categories are "Being seized with 
complicated feelings," "Being faced with dissection body,"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room, " 
“Being confronted with the limit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refl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the operating room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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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간호역량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1], 간호 교육과정은 임상 실습을

통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서 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경험을 통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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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2]. 이에 따라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는 임상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간

호대학생 1인당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300병상을

초과한 종합병원을 9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실

습 지도인력 등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3]. 간호

학부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실습과목은 성인 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 간

호학과 간호 관리학이 있다. 이 중 수술실 실습은 성인

간호학 실습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수술실은 단일집단 내에 다른 간호단위보다 많은 수

의 간호사가 근무하여 간호 생산성이 강조되어 지는 곳

이며 일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부터 응급상황에 이르기까

지 고도의 숙련성이 요구되며[4] 수술실 간호사는 개개

인의 행동이 아닌 의사 및 다른 의료인들과 협동체를 이

루어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만한 대인

관계의 유지를 위한 의식적인 긴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기기 및 기계의 숙련된 조작과 민첩하고 빠른 행동

의 요구된다[5].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은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현대의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실습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수술실 실습교육은 해부. 생리에 대한 관찰, 기초과

학지식에 대한 습득, 무균법,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기

계, 물품, 장비의 용도 취급에 대한 지식, 수술실 간호

사의 역할 및 정확하고 능숙한 간호업무수행을 위해 철

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6]. 그러나 수술 받은 환자

의 면역력 저하로 기회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술

실의 전반적인 감염관리가 철저해야 하므로[7] 수술실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한적

인 실습 환경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수술실 실습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의

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

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성인 중

환자실 임상실습경험[8], 분만실 실습경험[9], 남자 간호

학생 분만실 체험[10], 임상 입문실습경험[11], 아동간호

학 임상실습 경험[12], 남자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경험

[13], 간호관리학 실습경험[14], 지역사회간호학 실습경

험[15], 응급실 관찰 경험[16], 화상병동 실습경험[17],

정신과 실습경험[18], 재활병동 실습경험[19] 등으로 수

술실의 실습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의 질적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수술실 실습 경험에 대한 국외의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터키의 간호대학생들은 수술실

실습 기간이 부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며, 주로 관찰했으며, 수술실에서 혼자라는 느낌과 두

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은 수술실 실습이 그들의 교육에 큰 기여를 했고 졸

업 후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나타

났다[20].

이에 본 연구는 Krippendorff[21]의 내용분석 방법론

을 적용하여 국내의 간호대학생들의 수술실 실습 경험

을 탐색하여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질적

내용분석방법은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의 의미를 해석

하는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며[22], Krippendorff[21]

는 내용분석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

며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내용분석을 적용한 연구

방법이 성찰일지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

험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

료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이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갖

추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상 실습의 질을 관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임상 실습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실습 한 후 그들의

경험을 직접 기술한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그들이 실습

과정 중에 다양한 각도로 경험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탐색

하여 기술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수

술실 실습 경험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실습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Krippendorff[21]의 내용분석방법

을 적용하여 수술실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새

로운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

하였으며 G도에 소재하는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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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3, 4학년 학생 중 수술실 실습에 배정된 170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

여자들은 여학생 55명, 남학생 10명이었으며, 수술

실 실습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개, 종합병원3 개,

전문병원이 2개로 총 6개의 의료기관 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참여자들에게 2주간의 수술실 실습 완

료 후 A4 용지 1매 분량으로 일정한 양식을 부여

한 후 자신의 경험을 성찰일지에 서술식으로 자유

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월1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시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출한 성찰일지에

대한 비밀 유지, 개인정보 삭제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리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 참여 중단의 경우에도 성적 반영 등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로 인한 보상은 없으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수술실 실습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인 Krippendor

ff[21]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성찰일지를 반복하

여 읽으면서 수술실 경험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였

다. 두 번째 단계로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문장이나 구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significant state

ment). 세 번째 단계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

끼리 묶고 이를 종합하였다 (sub-theme). 네 번째 단계

로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였다(theme). 마지막으로 개

념화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categorizing). 전체 자료

로부터 201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이 추출되어 코드화

하였고 주제 찾기 단계로 80개의 잠정적 주제가 도출되

었으며, 27개의 하위 주제와 12개의 주제, 최종적으로 5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성인 간호학 임상실습과

목을 맡아 실습 지도를 해오고 있다. 질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한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가

입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특강 및 정기적으로 개

최되는 질적 세미나와 워크샵 등에 참여하여 내용분석

방법과 현상학 연구방법 등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

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내용분석 방법

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7.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23]가 제시한 사실

적 가치, 중립성, 적용성, 일관성의 측면에서 연구방법

의 엄격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Ⅲ.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27개

의 하위주제, 12개의 주제, 그리고 5개의 범주로 도출되

었다. 5개의 범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펼쳐진 인

체와 직면함’,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 ‘ 임상실습의

한계와 맞닦뜨림’, ‘자기성찰’이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범주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

범주 1.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범주는 ‘긍정적 심경’, ‘부

정적 심경’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긍정적 심경

‘긍정적 심경’의 주제는 ‘병동과 다른 수술실 실습

에 대한 기대감’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실 실습이 처음이며 평소 수술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병동과는 다른 환경으로의 실습에 기대감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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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실습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많은 기대와 불

안감이 가득한 상태로 첫 날 출근을 하였던 것 같다(참

여자 5).

평소 수술실이라 하면 이름부터 무섭고 낯설지만 가

까운(?) 느낌이었다. 그런 수술실에 실습을 간다고 하니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갔다(참여자 18).

2) 부정적 심경

‘부정적 심경’은 ‘처음 맞닦뜨리게 되는 특수파트 실

습에 대해 두려움’, ‘수술광경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수술경험이

없고 수술이라는 단어에서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었

고, 감염관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혹은 실수를

할까봐 미리 걱정하였고 긴장속에서 수술실 실습에 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처음으로 수술실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잡혀 있었고

큰 병원이다 보니 다른 실습 때 보다 더 긴장을 하고

갔던 것 같다(참여자 22).

수술실이 특수 파트여서 걱정을 많이 했다. 가서 내

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할까, 나 때문에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이 많았다(참여자 30).

살면서 수술을 해본 적도 없었고 수술을 볼 기회도

더더욱 없었던 터라 궁금한 것이 많았고, 긴장도 많이

되었다. 수술실은 냉기가 돌고 적막할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래서 수술실 실습에 대해 겁도 많이 났었고 수술

실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누구나 겁부터 내고 무서워하

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참여자 41).

범주 2. 펼쳐진 인체와 직면함

‘펼쳐진 인체와 직면함’의 범주는 ‘수술 부위의 직접

관찰로 당황함’, ‘생생한 지식의 습득으로 기쁨’ 의 주제

로 구성되었다.

1) 수술 부위의 직접 관찰로 당황함

‘수술 부위의 직접 관찰로 당황함’은 ‘직접 장기를

보니 숨이 막힘’, ‘수술광경이 징그러움’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 과정에서 노출된 수술 부

위의 장기들과 출혈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당황하며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첫 경험을 하면서 실습을 지

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난생 처음 보는 개복수술과정에서 고등학생 때의

해부학실습이나 동아리의 카데바 실습 때와는 다르게

실제 사람의 장기들을 눈앞에서 보니 숨이 막히고 속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복도에서 잠깐씩 쉬면서 봤었다.

쉬고 다시 들어가도 들어가면 곧바로 다시 속이 좋지

않아서 솔직히 수술실 실습을 잘 할 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긴 했었다(참여자 3).

첫 번째 특수 파트 실습이라 긴장되고 설레었었다.

첫날에는 많은 피와 외과적 처치들을 보고 살짝 울렁거

리는 기분이었다(참여자 34).

2) 생생한 지식의 습득으로 기쁨

‘생생한 지식의 습득으로 기쁨’의 주제는 ‘이론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보니 학습에 도움이 됨’, ‘복습과 적

용의 기회’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

실에서의 관찰이 해부학이나 기본간호학에서 배운 이

론을 복습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기회로 생각했다. 무

엇보다도 실제로 보고 확인하는 생생한 과정에서 배움

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다 보니 그냥 이론

으로만 공부할 때와는 다르게 머리에 더 잘 들어왔고

신기하고 즐거웠던 것 같다(참여자 5).

멸균에 대해서도 중요 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

고,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웠던 외과적 손 씻기, 멸균

장갑과 멸균 가운 착용, 순환 간호사와 소독간호사가

하는 일 등등의 대해서도 볼 수가 있었다. 수업으로 듣

던 것을 실제로 보니까 더 잘 이해되었고, 전에 공부했

던 것을 복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었다(참여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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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3.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범주는 ‘확실하게 각인된 무

균술’, ‘수술실 간호사의 특성 인식’,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확실하게 각인된 무균술

‘확실하게 각인된 무균술’은 ‘병동보다 강조되는 무

균술에 당면함’, ‘무균술의 중요성을 터득함’의 하위주제

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실이 철저하게 감염관

리가 되고 있고 그 감염관리가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도 깨닫고 있었다.

수술실은 감염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소독을 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서면 의자부터 시

작해서 장, 수술대, 기기, 카트, 전등 심지어 벽까지 락

스/물을 이용해서 닦았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아침 꼼꼼하고 정확하게 소독하였습니다(참여자 12).

수술실이 철저하게 무균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에서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감

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부단

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병동 실습만 해 본 저는, 수술

실은 철저한 무균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실

습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참여자 40).

2) 수술실 간호사의 특성 인식

‘수술실 간호사의 특성 인식’의 주제는 ‘정확하고 신

속한 판단이 필요함’, ‘수술환자에 대한 정서적 간호의

적용을 관찰함’, ‘집중력이 요구됨’, ‘소독간호사와 순환

간호사의 역할인지’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들은 소독간호사와 순환 간호사 역할 분담에 관해서 인

지하였고 수술실 간호사들이 필요한 역량들을 관찰하

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수술실 간호사의 역량

으로는 집중력, 의사소통능력, 전문성, 정확한 판단과

결정, 협동능력이었다.

수술실은 병동과는 확연하게 달랐으며 병동과는 다

른 색다름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소한 하나하

나에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었기에 선생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셨다(참여자 5).

실습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병동이나 다른 특

수 파트와는 다르게 수술실은 정말 특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동이나 다른 특수 파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 보다는 담당하시는 환

자(병실)의 범위가 나뉘어져 있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했었으나 수술실 선생님들께서는 scrub nr은

scrub nr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circulating nr은

circulating nr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서 담당

하는 일의 범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왔었다(참여자 3).

수술이 시작되고 각자 맡은 임무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였다. 수술과

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차

분함과 집중력이 필요한 분야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 8).

3)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음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음’은 ‘여러 사람의 참여로 진

행되는 수술 과정을 관찰함’,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됨’,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음’의 하위주제로 구성되

었다. 참여자들은 수술 과정이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

고 여러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훌륭한 팀워크가 이루어

져야 수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특히 복창

하는 의사소통법을 환자의 생명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 같았다며 인상 깊게 느끼고 있었다.

수술 집도의 마다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다 달랐고,

무엇보다 순환, 소독, 마취 간호사의 역할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수술에는 집도의 선생님의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술실 분위기, 간호사들과 집도의

간의 팀워크 등도 적지 않게 성공적인 수술에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을 깨달았다(참여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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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면 잘 안 들릴법한데도 한

번에 작은 소리도 단번에 알아듣고 캐치하는 것이 정말

대단했다. 수술도구도 엄청나게 많았고 수술마다 사용

하는 세트를 구별해서 포장하는것도 어려워보였다. 수

술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수술 중간에 거즈 수 체크

를 반복적으로 하는것과, 수술 도구를 넘겨줄　때 복창

하는 것. 사실 복창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수술

도구나 기구를 사용할 때 복창하는 것은 기본이었던 것

같다. 환자의 생명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 같았다

(참여자 57).

범주 4. 임상 실습의 한계와 맞닦뜨림

‘임상실습의 한계와 맞닦뜨림’의 범주는 ‘관찰만 허

락됨’, ‘ 눈치 실습’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관찰만 허락됨

‘관찰만 허락됨’은 ‘실습 과정 중에 주로 관찰을 함’,

‘질문해야 얻게 되는 지식’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실 실습에서 주로 관찰을 실시하였으

며 수술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수간호사의

정규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수술실을 참관하면서

실습을 하였으며 능동적인 자세로 질문을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 지도자에게 감사함을 느끼

고 있었다.

나는 수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 바빠 보이시고 말을 걸기가 무서워서

집에서 찾아보거나 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정보

를 선생님께 용기내 물어보니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며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질

문하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로는 선생님께 자주 물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었다(참여자 11).

수술실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OP observation,

OP 전 간호, OP 후 회복실 간호, OP 후 병실 이동 보

조, 그 이외 약국 다녀오기, 수혈팩 받아오기, 검체물

내리기 등 한정적이었다(참여자 18).

2) 눈치 실습

‘눈치 실습’은 ‘실수 할까봐 두려움’, ‘질책 당할까봐

겁남’, ‘눈치를 보며 위축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참관할 수술실에 들어갈때 수술에 방해 되

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며 자신이 참관하고 싶은 수술실

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감염에 관련된 실수

에 대한 걱정이 컸다.

수술을 관찰하는데 힘들었던 점은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걸리적 거리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였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그러한 생각에 한 걸음 물

러나고...(참여자 21).

1주는 우리 학교 실습생만 실습을 하고 있었고 다

양한 수술 한다는 점 때문에 여유롭게 내가 보고 싶은

수술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수술 중간에 참

관하러 들어갈 때 이목이 집중되는 것과 눈치가 보여서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는 것,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방장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가끔 수

술준비가 끝나고 들어오시라고 하시는데 초반에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난감했다(참여자 15).

범주 5. 자기성찰

‘자기성찰’의 범주는 ‘부정적 심경의 긍정적 심경으

로의 전환’, ‘성장한 자신의 발견’, ‘진로의 결정계기로

삼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1) 부정적 심경의 긍정적 심경으로의 전환

‘부정적 심경의 긍정적 심경으로의 전환’은 ‘버텨내

기로 얻은 변화’, ‘수술실 간호사의 가르침에 감사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습 시작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느꼈던 부정적 감정이 실습하면서 해소

되는 것을 느꼈고 실습지도자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있

었다.

수술실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가 너무 싫었고 해부

생리학 때 배운 피부조직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

무 충격적이어서 수술 보고 있는 거 자체가 고통스러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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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 더군다나 수술할 때 그 공

기라던지 약품 냄새, 수술실에서만 나는 그 냄새가 너

무 싫었다. 찢고 피나고 주사 찌르고 도저히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같이 실습하는 친구랑 손 꼭 잡고 본 적

도 있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약간 내성이 생긴

것도 같으면서도 수술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참여자 40).

수술실 안에서의 환경, 분위기 등이 딱딱하고 철저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라웠다. 수술실 방마다의 분위기도 모두 달랐

고, 의료진 사이의 관계도 원만한 것 같아서 또 한 번

놀랐다. 아쉬웠던 점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술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이고, 원래의 나는 수술은 간

단한 수술도 있고 어렵고 힘든 수술도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이번 실습을 통해 모든 수술과정을 보고 세상에 간

단한 수술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

수술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수술과정

이 짧고 쉬운 수술이든 어렵고 긴 수술이든 모두 똑같

고 철저하게 무균을 따져 준비해야되기 때문이다. 기회

가 된다면 수술실에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다(참여자

16).

2) 성장한 자신의 발견

‘성장한 자신의 발견’은 ‘성공적인 실습 완료로 뿌듯

함’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실 실습

을 완료 한 후 학생 간호사로서 한 걸음 성장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뿌듯하고 대

견하게 느끼고 있었다.

실습기간 동안 수술도 많지 않았고, 신경외과 수술

이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별 탈 없이

수술실 실습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또 한

걸음 성장하는 내가 된 것 같아 좋았다(참여자 18).

수술 시작 전 집도의 선생님께서 외과적 손 씻기를

하고 수술하는 방에 들어와서 손 닦는 모습과 가운 입

는 모습, 멸균 장갑 끼는 모습 등 학교에서 기본간호

실습 시간에 배우고 실습했던 장면들을 실제로 임상에

서 보니까 괜히 내가 다 뿌듯하고 내가 엄청난 걸 배웠

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참여자 41).

3) 진로의 결정계기로 삼음

‘진로의 결정계기로 삼음’은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을 보고 미래를 설계함’, ‘수술실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

의 하위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실 간호사

의 업무와 환경 등을 관찰하고 수술실 간호사로의 진로

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

지로의 취업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술실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

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진 것 같고 임상에 나가기 전까지

눈으로 보고 배운 걸 써먹으면서 나중에 임상 나가서

선생님들처럼 내가 맡은 일을 잘해내는 수술실 간호사

가 되고 싶다(참여자 41).

성인 간호학 책에서 보았던 전신마취, 척추마취, 부

분마취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내가 PA로 취직하게 될 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실습 기회로 여러 수술과정이나 흔하지 않았던 케이스

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기회가 된다

면 꼭 다시 오고 싶고 취직하고 싶은 병원이다(참여자

23).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

다. 성찰일지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수술실 실습경험은 27개의 하위

주제, 12개의 주제, 그리고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5

개의 범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펼쳐진 인체와 직

면함’,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 ‘임상실습의 한계

와 맞닦뜨림’, ‘자기성찰’이며 범주 별로 논의하고자 한

다.

범주 1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은 간호대학생들이 수

술실 실습에 임하기 전과 초기 단계에서 수술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서 비롯된 수술실에 대한 막연한 시선

으로 불안, 두려움과 긴장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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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

Table. 1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in operating room

category theme sub-theme

Being seized with

complicated feelings

Positive feelings Expectations for an O.R. practice different from an ward's

Negative feelings
Fear of special part practice for the first time

Vague aversion to the surgical scene수

Being faced with dissection

body

Being taken aback by direct

observation of the surgical site
suffocating to see one's organs in person

A gross surgical scene

Joy at the learning of vivid

knowledge

Helps with learning by actually seeing what one has learned

only in theory

Opportunities for review and application

Lear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Room

Clearly imprinted aseptic

technique

Faced with sterility, which is more emphasized than at ward

Mastering the importance of aseptic technique

Recognition of Characteristic of

Operating Room Nurses

Need of accurate and prompt judgment

Observation of the application of emotional nursing to surgical

patients

Concentration required

Recognition of the role of scrub nurses and circulating nurses

The realization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Observation of surgical procedure with the participation of

several people

Becom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teamwork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ing confronted with the

limits of clinical practice

Being

allowed only observation

Mainly observed during the course of practice

Knowledge gained by asking questions

Nunchi practice

Fear of making a mistake

Scared of being reprimanded.

Shrink with the nunchi

Self-reflection

Shifting from a negative feelings

to positive feelings

An achievement achieved by enduring

Thanks for the operating room nurse's teaching.

one's own discovery of

development
Proud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actice

Letting decisive chance in

deciding one's career

Designing the future after Looking at the role of an operating

room nurse

Increasing interest in the operating room environment

다. 더불어 병동과는 실습에 대한 특수 파트의 실습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터

키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의 연구에서 보고된

수술실에서 혼자라는 느낌과 두려움을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20]와 일맥상통하며, 간호대학생의 분만실 실

습경험에 나타난 ‘설레는 기대와 긴장감’의 주제[9]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사전 실습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

을 말해주고 있다. 효과적인 수술실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와

실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범주 2 ‘펼쳐진 인체와 직면함’은 간호대학생들이 수

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징그럽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생생한 광경이 주는 현실감으로 얻는 지식의 확장에

기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

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 경험에서 나타난

‘실제에 맞닥뜨림’, ‘실제는 다른 경험’, ‘무서움을 떨치

고 실습에 매진함’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20]와 일맥상통하며, 간호대학생의 분만실 실

습경험에 나타난 ‘설레는 기대와 긴장감’의 주제[9]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사전 실습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

을 말해주고 있다. 효과적인 수술실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와

실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범주 2 ‘펼쳐진 인체와 직면함’은 간호대학생들이 수

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직접 관찰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징그럽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생생한 광경이 주는 현실감으로 얻는 지식의 확장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357-367,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65 -

기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대학

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 경험에서 나타난

‘실제에 맞닥뜨림’, ‘실제는 다른 경험’, ‘무서움을 떨치

고 실습에 매진함’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카데바 활용 교육이 학습성과를 성취하

는 대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좋은 소수

의 간호대학에서 제한적인 환경과 시간 속에서 시행되

고 있다[24]. 이에 카데바 실습과 유사한 다양한 교육자

료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인 인체에 대한 교육용

시각자료개발이 중요하다[25]고 주장하였다.

범주 3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은 간호대학생들이

수술실 실습을 하면서 수술실 감염관리에 대해 확실하

게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과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생각하며 느끼며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술실 실습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

의 적절한 활용, 멸균상태 유지, 수술기구를 안전하게

조작해야 하며, 수술기구의 고장이나 오염이 발생 되면

수술시간의 연장과 수술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

자를 감염 및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고[26], 역동

적인 환경에서 집도의 및 타 의료진과 협동체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수술준비, 마취 및 회복과정에

대한 세세한 지침을 근거로 간호를 수행하게 된다[27].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수술실 간호사의 집중

력, 정확한 판단력, 효과적인 의사소통술, 협동정신과

무엇보다도 감염관리의 철저한 적용술에 대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중환자

실 실습경험의 연구[8]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중환자실 간

호사를 보고 숙련된 간호업무수행에 대해서 존경심을

느꼈다는 결과 유사하다. 막연한 실습의 효과에 안주하

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수술실 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

고 수술실 실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수술실 실습 프로토콜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범주 4 ‘임상 실습의 한계와 맞닦뜨림’은 국내의 임

상 실습의 문제로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28]에 대한 연구에서 관찰 위주의 임상 실습이 대

부분이고,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이 간호대학생의 실습

허용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건강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

다고 하였다[29].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이 수술실

실습 중에 대부분 관찰에 참여하고 특히 감염관리의 문

제나 수술 집도의의 의견에 따라 수술 참관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참관 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간호대학생의 중환자실 실습경험에서도 수행보

다는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간호사에게 질문

하기 어려워 실습에 아쉬움이 남았다[8]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본 연구 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분만실 실습경험[9]에서도 학생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분만을 관찰해야 하고 감염 예방의 이유로 학생들의 참

여가 제한되기도 하여 실습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음을 보고하였으며 분만간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족하다 보니 실습은 지루해지고 이로 인해 실습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관찰에

치중된 임상 실습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교육과 임상 실습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유

지에 관한 것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인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3] 수술실 실습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

속병원이 없는 간호교육기관인 경우 실습지 확보가 어

려운 실정이다. 실습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간호교육기관과 임상실습기관의

임상 실습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다소 어려운 점

이 있다. 따라서 범주 3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간호

대학생의 수술실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절실히 필요

하다.

범주 5 ‘자기성찰’은 터키의 간호대학생들의 수술실

실습이 실습 기간이 부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주로 관찰했으며, 수술실에서 혼자라는 느

낌과 두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실습

이 그들의 교육에 큰 기여를 했고 졸업 후 그들의 진로

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나타난 연구 결과[20]

와 일맥상통하며 또한 분만실 실습경험에서 간호대학

생들이 분만실 실습 후에 실습을 마치고 난 후 자신의

부족했던 역량에 대해 되돌아보고 실습이 끝나고 임상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새로운 각오를 하였다는 연

구결과[9]와도 유사하다.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대학생

들이 역량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양한

임상 사례의 경험이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추후 진로 선택의 기회 확대와 직

업 적응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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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임상 실습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제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알아보

고자 질적 내용분석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자

료는 3.4학년 간호대학생 67명을 대상으로 개인 성찰일

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경험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임’, ‘펼쳐진 인

체와 직면함’, ‘수술실의 특성을 터득함’, ‘임상 실습의

한계와 맞닦뜨림’ ‘자기성찰’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

해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경험은 다른 과목과 부서

의 실습에서처럼 관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술실 실습이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적으로 카데바 실

습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실 실습은 해부학 등의 과목

수업의 복습의 의미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가 병동으로 이동했을 경우 수술광

경을 목격한 간호사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사가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부서

는 매우 다양하므로 진로 탐색의 기회로써도 수술실 실

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염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데도 수술실 실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술실 실습은 반드시

필요한 실습이며 수술실 실습 과정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학계의 제도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경험을 성찰일

지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추후 심층 인터뷰를 통한 다양

한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간

호대학생의 수술실 실습 후의 감염관리 인식과 학습성

과 성취도에 대한 양적 연구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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