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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을
비교·분석해 간호관리학실습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개 대학 4학년 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Mann-Whitney test와 교차분석 등으로 최종 343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모두 간호관
리학실습의 평가항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중요 요소로 인식하였고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
용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상위 10개 항목 중 6개 항목(‘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
전’, ‘간호과오’)은 두 그룹이 일치했다. 또한 임상현장지도자는 대인관계 및 관계윤리를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간호대
학생은 간호사의 ‘법적책임’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두 그룹간의 실습경험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험
이 높았으나 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았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교과내용은 학교와 실습기관의 유기
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해 차이를 개선하고 간호대학생의 직접 실습 경험을 증대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nursing management practi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learning contents of nursing management and their practical experience. The final 
343 copies were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test and cross-analysis, targeting 4th-grade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t three universities. Both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recognized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sponsibility', 'trust', and 'morality' as important factors in
the evaluation items of practice. Among the top 10 most importantly recognized items among 
nursing-management practice learning content, six items ('infection control', 'nursing record management',
'patient nursing management', 'drug management', 'patient safety', and 'nursing malpractice') were matched
in the two groups. Moreover, clinical instructors recogniz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ethics were important, while nursing students chose leg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 
practical experience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nursing students had high experience of indirect
participation, but the clinical instructors had a high experience of direct instruction. A plan is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 by establishing an organic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practice institutions and increase the experience of direct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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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반응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응용학
문[1]으로 모든 간호대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
해야 할 만큼 실무능력을 중요시한다[2]. 간호 학생은 이
론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임상 실습에서 실제로 적
용해보며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에 간호교육에서 임상 실습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 또
한 임상실습을 통해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 간호학생은 
임상 현장에 더 오랜 기간 남아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 

특히 간호관리학 교과목은 간호 전문직관, 간호 철학, 
윤리의식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
리, 지휘, 통제의 간호관리 과정을 실무에 접목시켜 전문
직 간호사의 자질과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환자 간
호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4].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간호관리학 실습교과목에서는 리더십 역량, 의
사소통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력, 관리기술, 관리
자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5]. 
이는 질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치 및 간호 중재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교과목 실습과 간호관리학 실습이 차
별화되는 점이다[6]. 

간호관리학실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임상현장지도자의 
조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실제는 간호지
도자들의 조직적 지지가 부족하고[4,5] 간호단위관리자
에게 의존적인 실습환경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실습 
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밖에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으로 간호단위관리자가 
본인의 주관적 시각으로 학생들의 관리실습을 지도하여 
학생들 간의 실습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습내용의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점과 다른 교과목과의 실습 교과 
내용 차별화 미비 등이 지적되어[4] 이를 해결할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국내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는 과제수행방식이 문제해결능력 등에 미친 효과성
을 확인한 연구[8], 액션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호관
리학 이론과 실습에 연계 적용한 후 효과성을 평가한 연
구[9], 간호관리학실습에 SBAR를 활용하여 의사소통능

력 등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10], 간호관리학실습을 시
뮬레이션 구성으로 개발하여 실습 적용한 후 내용 분석
한 연구[6], 간호관리학 실습을 통해 전문직 사회화에 미
친 영향을 파악한 연구[1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경험연구[4], 간호대학 
재학생의 관리학실습 경험연구[5], 간호대학 졸업생의 관
리학실습 경험연구[7] 등이 있었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간호학생과 교육자가 함께 
임상 현장의 리더십을 구축한 경험연구[12],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팀 리더십과 의
사소통 능력의 향상 효과를 확인한 연구[13], 졸업 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리더십에 대한 경험연구
[14] 등이 있었다. 이들 국외 선행 연구를 통해 다학제 팀 
간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 의사소통술 등의 대인관계 기
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간호대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학실습 경험과 학생들의 역량 향상의 효과
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을 실습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간호관리학 실습교육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두 주체인 
학생과 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이들을 직접 실습지도한 경험
이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차이와 실습 경험
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관리학실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간호관리학실습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참여 경험 또는 지도 경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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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

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
도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 3개 대학 간

호학과 소속 4학년 재학생과 이들에게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한 임상현장지도자들이며 간호대학생은 2018년 간
호관리학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수업을 이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이루
어졌으며 총 320명의 간호대학생들과 58명의 임상현장
지도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보인 학생용 설문지 31부와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343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간호대학생용 연구도구는 4학년 재학생들의 간호관리

학실습의 교과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참여한 간호관
리학실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형과 개방형 질문지
로 구성되었다. 권[15]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
의 요구 설문 중 임상실습 운영, 임상실습 현장 여건, 임
상실습 내용,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의 4개 영역의 문항
을 수정 보완해 활용했다. 임상실습 운영 영역에는 임상
실습 전 준비과정, 임상실습 기간, 경험하고 싶은 임상실
습 시간, 임상실습 운영체계의 4개 항목을 포함했고 임상
실습 현장 여건 영역에서는 임상실습 병원 크기, 학생탈
의실 및 컨퍼런스룸 제공, 병동별 실습 학생 수의 4개 항
목을 포함했다. 임상실습 교과내용은 2012년 간호학 3
차 개정 간호관리학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간호관리학 실
습과 연관된 임상간호윤리, 간호관리의 이해, 기획, 의사
결정, 재무관리,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간호단
위관리, 마케팅의 내용이 포함되는 73개 항목을 학생 수
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문으로 정의하여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안 중요 ~ 5점 매우 중요)로 표기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교과내용을 직접 경험했는지, 간
접 경험했는지, 경험이 없었는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실습 
참여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임상실습 지

도 및 평가 영역은 실습담당교수 역할, 현장지도자 역할, 
평가자, 평가기준의 4개 항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간호관리학실습이 되기 위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서
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현장지도자용 연구도구는 간호대학생용의 설문 
문항 중 임상실습 운영 영역의 4개 문항을 제외하였고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 영역에서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역할과 평가기준 문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임
상실습 교과내용은 간호대학생용 설문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실습 참여 경험을 실습 지도 경험으로 문
구를 바꾸어 구성하였다. 역시 마지막 항목에 간호관리학
실습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간호대학생용과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는 간호관리
학 전공 교수 4명에게 자문을 받아 적절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취하고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고 간호대학생용 설문지는 
미취업 졸업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해 설문문항의 
명확성과 응답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문제없음
을 확인받았다. 또한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는 간호관
리학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관리자 2명에게 예비조사
를 실시해 내용의 이해도와 응답 용이성을 점검받았다. 

본 연구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정
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83이었으며 간호관리학실
습의 평가기준의 Cronbach’s α 계수는 .917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

그램[16]을 이용해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현장 여건, 임
상실습 지도 및 평가기준, 간호관리학실습 참여 및 지도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관리학실습 평
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
용의 중요도 인식의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
룹 간 대상자 샘플 사이즈의 차이가 커 정규성 검정을 먼저 
시행하였다. Kolmogorov - Smirnova test, Shapiro 
- Wilk test 시행하였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으며 간
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그룹의 임상현장지도자 역할 
및 간호관리학실습 경험 차이는 교차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
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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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ts
[N(%) or Mean±SD]

Nursing 
Students
(N=289)

Clinical 
Instructors

(N=54)

Gender
Male 45(15.6) 0(0.0)

Female 244(84.4) 54(100.0)

Age

20~29 270(93.4) 0(0.0)

30~39 12(4.2) 0(0.0)
40~49 4(1.4) 15(27.8)

50~59 0(0.0) 38(70.4)
>60 1(0.3) 1(1.9)

non-response 2(0.7) 0(0.0)
Average 26.33±3.61 50.91±5.03

Education

bachelor
(senior) 289(100.0) 19(35.2)

master 0(0.0) 33(61.1)

doctor 0(0.0) 2(3.7)

Clinical 
Experience

<10yrs

NA

1(1.9)

10~19yrs 16(29.7)
20~29yrs 30(55.6)

≥30yrs 7(13.0)
Average 22.72±5.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3)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201806-HR- 
005). 학과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
내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고 참여 희
망자에게는 자세한 설명문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습기관  최고 간호관리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진행을 허락받았으며 간호관
리학실습을 담당하는 임상현장지도자에게 자세한 설명문
이 적힌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안내 후 설문
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
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취득된 정보
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84.4%로 

절대 다수였으며 임상현장지도자는 전부 여성이었다. 간

호대학생의 경우 평균 연령이 26.33세였으며 임상현장
지도자는 50.91세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전원 간
호학과 4학년 재학생이었으며 임상현장지도자의 경우 석
사학위 소지자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사학위자가 35.2%를 차지하였다. 임상현장지도자의 
임상경력은 평균 22.72년이었다(Table 1). 

3.2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의 중요도 인식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5개의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을 살펴본 결
과 일부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두 그룹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검정한 결과 ‘의사소통’(U=5818.0, p=.001)과 
‘대인관계’(U=6051.0,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able 2). 

Variable Cate
-gory Mean±SD U(p)

Communi
-cation

S 4.43±0.653 5818.0
(.001)I 4.74±0.4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S 4.46±0.606 6051.0
(.003)I 4.72±0.452

Responsibility
S 4.47±0.606 6947.0

(.145)I 4.59±0.567

Trust
S 4.45±0.639 7007.5

(.178)I 4.57±0.570

Morality
S 4.39±0.699 7108.5

(.178)I 4.50±0.666
S: Nursing Students
I: Clinical Instructors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for nursing management 
practice

(N=343)

3.3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을 살펴본 결
과 두 그룹에서 6개 항목은 일치(‘감염관리’, ‘간호기록관
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전’, ‘간호과오’)하
였으나 나머지 4개 항목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대학생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간호관리학실습 교
과내용은 ‘감염관리’, ‘비밀유지의무’, ‘간호기록관리’, ‘환
자간호관리’, ‘약품관리’, ‘간호보고관리’, ‘확인의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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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환자안전’, ‘법적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
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과내용은 ‘감염
관리’, ‘환자안전’, ‘약품관리’,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안전관리’, ‘협력과 팀워
크관리’, ‘직무스트레스관리’, ‘간호과오’ 순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검정한 결과 ‘감염관리’(U=6089.0, p=.006), ‘환자안
전’(U=6203.5, p=.013), ‘약품관리’(U=6477.5, p=.044),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U=5644.5, p=.000), ‘안전관
리’(U=6270.0,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영역을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더욱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able 3).

Variable Cate
-gory Mean±SD U(p)

Infection 
control

S 4.52±0.613 6089.0
(.006)I 4.75±0.515

Patient 
safety

S 4.42±0.641 6203.5
(.013)I 4.64±0.591

Drug 
management

S 4.44±0.649 6477.5
(.044)I 4.62±0.596

Nurse & 
collaborator 

ethics

S 4.29±0.601 5644.5
(.000)I 4.61±0.492

Nursing record 
management

S 4.46±0.666 6746.5
(.116)I 4.60±0.631

Patient 
nursing 

management

S 4.46±0.639 6560.0
(.060)I 4.60±0.660

Safety 
management

S 4.37±0.670 6270.0
(.020)I 4.57±0.694

Cooperation & 
teamwork 

management

S 4.38±0.641 6605.5
(.076)I 4.55±0.607

Job stress 
management

S 4.35±0.673 6568.5
(.073)I 4.55±0.539

Nursing 
malpractice

S 4.42±0.652 7154.5
(.393)I 4.51±0.608

Nursing report 
management

S 4.44±0.632 7299.0
(.542)I 4.49±0.639

Privacy
S 4.48±0.607 7602.5

(.960)I 4.49±0.576

Assertive duty
S 4.43±0.648 7553.0

(.858)I 4.45±0.637
Legal 

responsibility
S 4.39±0.652 7426.5

(.697)I 4.32±0.754
S: Nursing Students
I: Clinical Instructors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ortance of 
nursing management learning contents

(N=343)

3.4 간호관리학실습 경험 차이 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각각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6개 항
목 일치하여 총 14개 항목)의 실습 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은 ‘법적책임’ 영역을 제외한 9개 항목에
서 간접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법적책임’ 영역을 제외한 나
머지 9개 항목에서 직접적으로 실습지도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그룹의 실습 경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14개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법적책임’ 항목은 다른 항목과는 달리 간호
대학생에서 실습 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비율
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현장지도자들 역시 다른 
항목과 달리 간접적으로 지도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과 이들을 실습 지도
하였던 임상현장지도자들이 간호관리학 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두 그룹이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의 
차이가 무엇이며 두 그룹이 인식한 중요한 교과내용 차
이는 무엇이고 실습 기간 중 중요하다고 인식한 내용을 
실제 경험 또는 지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관리학실습
의 평가항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
덕성’을 중요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임상현장지도
자들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호조직을 관리하고 관리
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여 간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역량[4]이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관리학실습을 통해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다른 교
과목과 차별화된 실습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간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7]도 이 부분을 강조하
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단위 관리자는 관리업무 특성으로 
인해 한 곳에 상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업무
를 진행하며 겉으로 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에 간호대학생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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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actical 
experience

Nursing Students
n(%)

Clinical Instructors
n(%)

Total
n(%) χ2(p)

289(100) 54(100) 343(100)
1)Infection control D 92(31.3) 39(78.0) 131(38.8)

38.12
(.000)I 171(59.4) 10(20.0) 181(53.6)

N/E 25(8.7) 1(2.0) 26(7.7)
2)Patient safety D 95(33.1) 35(71.4) 130(38.7)

26.94
(.000)I 147(51.2) 13(26.5) 160(47.6)

N/E 45(15.7) 1(2.0) 46(13.7)
3)Drug management D 92(32.1) 38(76.0) 130(38.6)

34.76
(.000)I 172(59.9) 11(22.0) 183(54.3)

N/E 23(8.0) 1(2.0) 24(7.1)
4)Nurse & 
collaboration ethics

D 58(20.1) 35(68.6) 93(27.4)
51.22
(.000)I 194(67.4) 13(25.5) 207(61.1)

N/E 36(12.5) 3(5.9) 39(11.5)
5)Nursing record 
management

D 70(24.3) 34(68.0) 104(30.8)
39.41
(.000)I 189(65.6) 16(32.0) 205(60.7)

N/E 29(10.1) 0(0) 29(8.6)
6)Patient nursing 
management

D 84(29.3) 39(78.0) 123(36.5)
44.17
(.000)I 180(62.7) 11(22.0) 191(56.7)

N/E 23(8.0) 0(0) 23(6.8)
7)Safety 
management

D 96(33.3) 40(80.0) 136(40.2)
38.77
(.000)I 156(54.2) 9(18.0) 165(48.8)

N/E 36(12.5) 1(2.0) 37(10.9)
8)Cooperation & 
teamwork management

D 55(19.1) 25(51.0) 80(23.7)
23.81
(.000)I 182(63.2) 20(40.8) 202(59.9)

N/E 51(17.7) 4(8.2) 55(16.3)
9)Job stress 
management

D 34(11.9) 23(46.0) 57(17.0)
35.82
(.000)I 153(53.5) 19(38.0) 172(51.2)

N/E 99(34.6) 8(16.0) 107(31.8)
10)Nursing 
malpractice

D 28(9.7) 25(50.0) 53(15.7)
53.57
(.000)I 160(55.6) 19(38.0) 179(53.0)

N/E 100(34.7) 6(12.0) 106(31.4)
11)Nursing report
management

D 69(24.0) 37(74.0) 106(31.4)
50.45
(.000)I 188(65.3) 13(26.0) 201(59.5)

N/E 31(10.8) 0(0) 31(9.2)
12)Privacy D 79(27.4) 31(62.0) 110(32.5)

23.26
(.000)I 158(54.9) 15(30.0) 173(51.2)

N/E 51(17.7) 4(8.0) 55(16.3)
13)Assertive duty D 55(19.1) 25(51.0) 80(23.7)

23.81
(.000)I 182(63.2) 20(40.8) 202(59.9)

N/E 51(17.7) 4(8.2) 55(16.3)
14)Legal 
responsibility

D 18(6.3) 11(22.0) 29(8.6)
15.04
(.001)I 134(46.7) 24(48.0) 158(46.9)

N/E 135(47.0) 15(30.0) 150(44.5)
* D: Direct participation, I: Indirect participation, N/E: No participation experience
** Non-response: 1) S(Nursing students): 1, I(Clinical Instructors): 4, 2) S: 2, I: 5, 3) S: 2, I: 4, 4) S: 1, I: 3, 5) S: 1, I: 4, 6) S: 2, 
     I: 4, 7) S: 1, I: 4, 8) S: 1, I: 5, 9) S: 3, I: 4, 10) S: 1, I: 4, 11) S: 1, I: 4, 12) S: 1, I: 4, 13) S: 1, I: 5, 14) S: 2, I: 4

Table 4. Differences in practical experi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s of nursing management 

(N=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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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업무를 매번 직접 파악하기 어
려운 제한점이 있어[5]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의사소통 모
델과 대인관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은 향
후 간호관리학실습 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프리셉터 교
육을 통한 임상실습 경험이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 연구와[17,18] 다양한 간호사
례를 고안해 SBAR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자
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임상실습 지도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성이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10]
를 참고하여 간호관리학실습에도 의사소통 훈련이 가능
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술 
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총 73개 중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10개 항
목을 파악한 결과, ‘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
관리’, ‘약품관리’, ‘환자안전’, ‘간호과오’의 6개 항목은 동
일하게 일치하였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사와 협력
자간 윤리’, ‘협력과 팀워크 관리’, ‘직무스트레스’, ‘안전관
리’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간호대학생은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법적책임’, ‘간호보고관리’ 항
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 그룹
은 간호관리학 실습 영역에서 대인관계 및 협력적 업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관계 윤리 등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무스트레스가 간호
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도출되
어[19,20] 간호관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교육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대인관계, 협력적 업무 수행 및 관계 
윤리 확립,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
을 간호관리학실습에서 다루어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
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법적책임’ 등은 최근 언론보도
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고 있고
[21]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업무 범위 증가 및 독립
적 의료행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22]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의료사고 판례 등
을 소개하고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처리과정 및 간호 보
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 프로토콜을 간호관리학실습을 통

해 학습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그룹 모두 ‘감염관리’, ‘환자안전’, ‘약물관리’, ‘안

전간호’는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중 매우 중요한 영
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히 간호대학생 보다 임상
현장지도자들에게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관리영역의 중요
성을 간호대학생이 더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
호관리 이론 교육 시 이 부분에 대한 강화된 학습활동을 
경험하게 함과 더불어 임상 실무에서 이 영역을 수행하
는 간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
내용 중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각각의 10개 항목에 대
한 실습 참여 또는 지도 경험을 분석한 결과, 1개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임상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하는 임상현장
지도자는 수간호사 등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실습 
지도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각종 회의 참석 
및 외부 교육 등으로 직접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병동 
지침서 제공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7] 이때 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간접 지도를 받은 것
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간호관리학실습이 간호
관리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관리자에 의존
적인 실습 현장 상황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5]. 
임상현장의 간호관리자들은 대략적인 간호단위 관리 관
련 정보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공한 후 일반간호사에
게 실습 교육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간호관
리학실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간호사는 성인간호학 임
상실습과 유사하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과목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간호관리학실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
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4, 5]와 유
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임상 실습 기간 중 간호대학생
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
은 ‘법적책임’, ‘간호과오’, ‘직무스트레스 관리’, ‘협력과 
팀워크 관리’,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순으로 나타났
는데 전체 학생의 약 20% 내외가 이 항목의 실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
이기도 하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이론적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 결과[7]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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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학
생들의 관리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23]. 또한 학교와 실습 기관 간의 유연하고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간호관리학실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24] 간호관리자
를 대신해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하는 일반간호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나 프리셉터 양성을 서둘
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프리셉터 역
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25]에서
도 프리셉터로 참여했을 때 더 학생의 적응과정을 살피
고 자세히 교육하고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며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단순히 술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총체적인 환자 파악이 되도록 하였고 이
로 인해 자신들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
을 받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습교육 전담간호사는 
비단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과 간호의 본
질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26].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의 배치를 통해 간호관리
학실습을 간호단위관리자에게만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
고 일반간호사가 간호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와 
관점을 확립할 수 있게 하므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현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관리학
실습 컨퍼런스에 간호단위관리자 또는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직접 관찰이나 경험이 어
려운 간호관리 상황과 사례를 간호대학생들이 접할 기회
를 제공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
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
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모두는 간호관리학실습의 평가항
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중
요 요소로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임상현장지도자 그룹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73개 항목 중 그룹별 “중요
하다”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항목을 파악한 결과, ‘감염
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

전’, ‘간호과오’의 6개 항목은 두 그룹 동일하게 일치하였
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 ‘협력
과 팀워크 관리’, ‘직무스트레스’, ‘안전관리’를 중요한 항
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간호대학생은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법적책임’, ‘간호보고관리’ 항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보다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두 그룹이 간호관리
학실습 교과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10개 항목
에 대한 실습 참여 또는 지도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적
책임’ 항목을 제외하고 간호대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관리업무
를 병행하고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모든 학생에게 간
호관리학실습 지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관
리학실습은 대상자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간호중
재에 초점을 맞춘 다른 실습교과목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차별성을 이해하는 간호관리자의 준비와 세부 지
도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과 실습기관은 유
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
다. 추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
로 진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
다. 향후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여 간호관리학실습의 
운영 실태 및 사례와 방법들에 관한 반복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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