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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spects of and cause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senior nursing students who finished the comprehensive clinical
practicum which applied the 2:1 preceptorship. Method: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using data collected from 64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lass discussion and completed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th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Satisfaction aspects of the practice were practice contents and learning effects. Causes of
the satisfaction were preceptorship, other nurses' attitudes, practice contents, course
characteristics, and practice place. Dissatisfaction aspects of the practice were practice
contents, practice record, duty hours, practice timing, and practice period. The causes
were preceptorship, practice environment, and limitations related to stud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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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2:1 preceptorship with preceptors who understand the purposes of the
practice and who are highly motivated in coaching the students is an effective model in
promoting students' satisfaction and attaining goals for the practice.
Key words : preceptorship, nursing education, personal satisfaction

지식과 기술이 전문실무로 변화하는 준비과정

Ⅰ. 서 론

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향후 자신들이 간호사
로써 수행하는 실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식하게 된다며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
추어 안전한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성장

취지로 C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는 4학년을
위한 임상종합실습과목을 개설하였다.

하도록 학문적 준비과정과 질적이고 실제적

한편, 간호학에서는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

인 임상실무경험을 제공해야 한다(Budgen &

적 효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임

Gamroth, 2008). 특히 간호학생이 배운 지식

상실습에 대한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과 기술을 임상현장에서 통합하여 적용하는

고 있다(강익화, 김혜순, 1994; 김혜순, 윤혜상,

과정인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전문적 능력을

김옥화, 2001; 양진주, 200; 정명실, 2009). 임

갖추고 실무에 대한 가치를 얻으며 실무간호

상실습의 불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존심에 손상

사의 역할모델을 통하여 전문가로의 사회화가

을 주어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에 손상을

이뤄지는 중요한 과정이다(유필숙 등, 2008;

주는 원인이 되므로(조결자, 강현숙, 1984), 학

Luhanga, Billay, Grundy, Myrick, & Yonge,

생들의 이해와 인식을 통해 최적의 교육적 환

2010).

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

현재 간호학 실습교육은 각 과목별로 실습

향을 미치는 요인과 현재의 만족정도를 파악

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목별 실습은 개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으로서 학생들이 질

별적 지식을 통합하기 어렵고 실습마다 단순

적인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

한 경험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

은하, 오윤희, 2000). 특히, 임상실습의 실습지

자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간호문제를 해결하

도영역은 임상실습만족도 결정에 중요한 요인

기 위해 개별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실습기

으로 지적되었다(김혜순 등, 2001). 그러나 여

회가 주어져야 한다(김미원, 2003). 또한 졸업

러 연구에서 실제 실습지도영역에 대한 만족

간호사의 적응력 향상과 임상수행능력의 향상

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강익화, 김혜순,

이 간호학교육의 어느 때보다 주요한 관심사인

1994; 김은하, 오윤희, 2000; 김혜순 등, 2001;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감을 갖고

정명실, 2009) 임상실습지도자의 지지 태도,

안전하게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실습학생과의 협력 등에 관한 실습지도를 개

실습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신윤희, 허혜경,

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상실

박소미, 송희영, 김기연, 2007). Cooper, Taf와

습의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도한

Thelen (2005)도 대학교육과정의 최고학년 마

여러 모델 중 임상지도자 측면의 프리셉터십

지막 학기의 통합실습에서는 그동안에 배운

은 간호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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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시행된

습인 임상간호종합실습을 운영한 후, 학생들

바 있다(김나현, 권영숙, 김명애, 이병숙, 2009;

이 실습에 대해 만족한 점과 만족스러운 이유,

김혜순 등, 2001; 이원희, 김소선, 한신희, 이

불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파악

소연, 김기연, 1995; 이점덕, 이정숙, 2006; Kim,

하여 향후 통합실습에 반영, 실습교육의 효과

2007; Nash, Lemcke & Sacre, 2008; Nehls,

를 향상시키고자 시도되었다.

Rather & Guyette, 1997; Wieland, Altmiller,
Dorr & Wolf, 2007; Zilembo & Monterosso,

2. 용어정의

2008).

임상간호종합실습

프리셉터십이란 학생의 임상실습기간동안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간호학생의 학습을

임상간호종합실습이란 연구가 시행된 C대

촉진하고 실습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면서 간

학 4학년 2학기의 통합실습교과목으로 간호전

호사와 학생간의 1:1 관계를 형성하는 교육방

문지식을 실무로 확산시키는 능력을 강화하여

법을 말한다(Udlis, 2008). 국외에서는 주로 교

실무에의 적응능력을 강화하기위한 교육목적

과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학생 대 프리셉터의

으로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G

비율을 1:1 이나 2:1 로 적용하여 프리셉터의

시 1개 대학병원과 C도 H군 1개 대학학병원

모든 근무형태를 함께하며 프리셉터로부터 전

에서 실시한 통합실습을 말한다. 실습내용은 2

체적인 간호사 역할을 경험하고 자신의 역할

명씩 한 조를 이루어, 일반 병동이나 학생이

로 발달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프리셉터십을

자원한 특수병동의 담당 Preceptor 간호사와

활용하고 있다(Budgen & Gamroth, 2000).

함께 움직임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가능한

Wieland 등(2007)은 최종학년의 실습에 프리

한 많이 관찰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기회를 갖

셉터십을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지식과 기

는 것이며 정신과, 부인과, 소아과, 중환자실

술이 향상되고 독립성과 수행능력, 의사소통

과 같은 특수파트를 포함한 총 33개의 병동에

능력,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국내에

서 실습이 이루어 졌다.

서는 김나현 등(2009)이 4학년 마지막 실습에
1: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후, 학생의 만족도와

Ⅱ. 연구방법

실습교육목표 달성정도가 높았고 안정감, 직
접간호기회 증가, 실시간 피드백 등의 긍정적
인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모델은 실

1. 연구설계

습에 대한 만족도 상승, 간호수기 수행도 증
가,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 전
문가로의 역할 사회화를 촉진하는 등의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나현
등, 2009; 이점덕, 이정숙, 2006; Kim, 2007;
Luhanga et al., 2010; Udlis,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의 임상간
호종합실습에 대한 만족스러운 점, 만족스러
웠던 이유, 불만족스러운 점,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등을 내용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따라 학생 대 프리셉터의 비율을 2:1로 한 프

본 연구의 대상은 임상간호종합실습을 마친

리셉터십을 활용하여 일 대학 4학년에 통합실

G 광역시 소재 일 간호학과 4학년 학생 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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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평가시간에 참여하여 토론과 질문지에 응

는 다음과 같다.

답한 64명이다.

가.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 절 등
을 부호화하였다.
나. 각 부호들(codes)을 비슷한 영역으로 묶어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로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고

범주화하고 빈도를 구하였다.
다. 유사한 범주들에서 개념을 끌어내고 총빈
도를 구하였다.

있다. “종합실습이 만족스러웠다면, 어떤 점에
서 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종합실습이 불만족스러웠다면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편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웠습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의표집하여 시행한 연구로서 다른 대학의 간
호학과 4학년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
이 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는 2010년 11월 30일이었으며,
학생들에게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한 후 4

Ⅲ. 연구결과

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하
도록 하였고 실습조교가 토론 내용을 기록하

1. 임상간호종합실습의 만족스러웠던 점

였다. 토론 외에도 참여자들은 질문지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하였
고 총 64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습의 만족스러웠던 점은 실습내용과 학습
효과로 분류할 수 있었다 <Table 1>. 특히, 실
습의 내용영역에서는 ‘핵심역량의 점검과 심
화된 역할 수행을 통한 임상수행능력의 강화’

5. 자료분석방법

라는 임상간호종합실습의 목적을 달성하는 내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방법(Merriam, 2009)

용, 즉, 기존의 실습에서 얻지 못한 새로운 기

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

술과 지식의 습득(29회), 직접간호활동 및 간호

<Table 1> Aspects of Satisfaction
Concept

Category

Frequency

Practice
contents

obtaining new skills and knowledge (29)
having more opportunities of implementing direct nursing care (24)
experiencing various duties and coming to know their differences (21)
having more opportunities of observation (21)
comprehensive learning (5)

100

Learning
effects

effective learning (1)
more understanding of evidence based nursing (1)
having confidenc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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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 증가(24회), 다양한 duty에 대한 업무

3. 임상간호종합실습의 불만족스러웠던 점

파악(21회) 등의 진술이 100회 언급되었다. 또
한 학습효과 영역에서도 24회의 참여자가 자
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임상간호종합실습의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실습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점과
대비되는 경향이 있었다 <Table 3>. 주로 실
습내용에 관련된 불만이 많았는데, 관찰과 수

2. 임상간호종합실습이 만족스러웠던 원인

행의 기회 부족(19회), 단순 간호수기 수행(18

실습이 만족스러웠던 원인으로 프리셉터,

회), 이전의 실습과 차별화가 안 됨(9회), 이전

병동간호사, 실습내용, 실습과목 특성, 실습지

실습과 비슷한 관찰위주의 실습(4회)등이 불

특성 등이 도출되었다 <Table 2>. 특히 프리

만의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실습일지에 대한

셉터 원인은 실습만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불만(2회),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5회), 실습시

파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리셉터

기와 기간에 관한 불만(3회) 등이 불만스러웠

가 실습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하고 세심하

던 점으로 파악되었다.

게 학생들을 지도했을(16회), 프리셉터 대 학
생의 비율이 낮아서(13회), 프리셉터를 지정해

4. 임상간호종합실습이 불만족스러웠던 원인

줘서(6회) 등의 원인이 제시되었다. 병동간호

임상간호종합실습이 불만족스러웠던 원인

사 원인으로는 병동간호사들이 실습취지를 이

은 프리셉터, 실습환경, 학생으로서의 신분상

해하고 협조적이었기 때문, 실습내용으로는

의 제약 등으로 분류되었다 <Table 4>. 이는

활력징후나 침상정리가 아닌 것을 실습했기

실습내용에 관한 불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때문, 실습과목의 특성 원인으로는 모든 실습

는 것으로서 프리셉터가 실습의 목적을 이해

을 마친 후 정리하는 실습이었기 때문, 실습지

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효과적인 지

특성 원인으로는 실습지가 중환자실이었기 때

도를 못해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문 등이 만족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26회), 실습병동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부

<Table 2> Causes for Satisfaction
Concept

Category

Frequency

Preceptorship

characteristics of the preceptor (16)
ratio of preceptor to students (13)
appointed preceptors (6)

Other nurses

understanding and helpful nurses in the units

2

no bed-making, no vital sign checking

1

final practice done after all courses are finished

1

intensive care unit

1

Practice contents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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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점에 대한 지적이 25회 언급되었다. 그

것(10회) 등이 실습을 불만족스럽게 만든 원

외에도 학생의 신분 상 활동의 제약을 받는

인으로 지적되었다.

<Table 3> Aspects of Dissatisfaction
Concept

Practice contents

Practice record

Duty

Practice timing
and period

Category

Frequency

lack of opportunities of observation and implementation (19)
too much time consuming doing bed-making, vital-sign checking,
blood sugar checking (18)
nothing new compared to previous practicum (13)

50

not much related to the practice

2

not many things to do during night (2)
too many night duties (1)
over time (1)
no friends working together (1)

5

practice timing too late (2)
practice period too long (1)

3

<Table 4> Causes for Dissatisfaction
Concept

Category

Frequency

Preceptorship

head nurses and preceptors not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practice (8)
different learning effects according to the preceptor's working years (5)
preceptors not appointed (4)
no motivation and interest (4)
too busy (3)
new nurse preceptor (1)
same preceptor for the 1st and 2nd week (1)

26

Practice
environment

few work to do (6)
nurses limiting students' activity (1)
no other nursing students (1)
construction during the practice (1)
too busy (5)
other nursing students (1)
no interest of other nurses in nursing students (4)
wish to choose practice place for oneself (6)

25

Limitations
related to
student status

student's uniform (1)
lack of trust in students and uncooperative attitudes by patients (1)
feeling constraint in the presence of other nurses, students, and patients (5)
identity confusion between junior student and new nurses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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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관찰 및 수행기회가 적고 침상정리, 활력

Ⅳ. 논 의

징후 측정, 혈당측정 등의 단순업무 위주, 관
본 연구에서는 임상간호종합실습이라는 통

찰위주로 실습을 했다고 하였다. 이 점은 앞서

합실습과목에 2: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후 학

학생들이 만족스러워한 실습내용 효과성과는

생들이 만족스러웠던 점 및 불만족스러웠던

반대되는 진술로 모든 학생들이 임상간호종합

점, 각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의

실습의 목적에 맞는 실습을 한 것은 아닌 것

실습에 대한 만족스러웠던 원인을 더욱 강화

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임상간호종합실습의

하고 불만족스러웠던 원인을 개선하여 앞으로

목적과 운영방식에 있어 두 실습병원과 학교

의 실습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습교육효과를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

높이고자 한다.

습병원의 기관평가나 여타의 여건 때문에 수

학생들은 임상간호종합실습 후 실습내용에

간호사나 프리셉터의 통합적인 실습교육이 이

가장 만족하였고 또한 불만족스러워 했다. 만

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김나현

족스러운 점에 대해 살펴보면 실습을 통해 그

등(2009)과 이원희 등(1995)에서도 학생들은

동안 과목별 실습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습내용을 긍정적으로

술과 지식을 습득하였고, 직접간호활동 수행

진술한 반면, 단순업무의 반복 등의 기존실습

및 관찰기회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임상간

과의 차이가 없음을 부정적 경험으로 동시에

호종합실습이 다양한 duty를 체험하고 duty

진술하였다. 통합실습에 프리셉터십을 적용하

별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기

는 것은 기존의 과목별 실습과는 실습목적과

존실습에서 day, evening만 경험하다가 night

목표가 다르므로 사전에 실습기관과의 충분한

업무 및 duty의 흐름이 파악되어 실제적이고

의사소통과 실습지도자의 실습에 대한 오리엔

총체적인 간호 업무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

테이션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실습이

인다. 실습이 통합적인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이뤄지도록 해야겠다.

는 진술은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임상간호종합

임상간호종합실습이 만족스러웠던 원인과

실습을 운영한 목적과 잘 부합된다. 또한 학생

불만족스러원던 원인에 대해서도 프리셉터 관

들은 실습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자신감이 생

련원인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한 명의 프

긴 것에 대해 만족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데

리셉터에 학생 2명이 연계되어 프리셉터의 모

이는 실습내용 측면에서 직접간호활동에 적극

든 근무를 함께하였던 방법은 기존에 실습지

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수행 빈도가 증가하고

당 최대 8:1의 비율로 운영되던 프리셉터십보

환자간호에 대해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을 얻

다 프리셉터가 학생의 학습요구에 대해 더 집

어 결과적으로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

중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프리셉

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터는 교육할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생개

것(김나현 등, 2009; 이원희 등, 1995; Nash et

인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al., 2009; Wieland et al., 2007)으로 2:1 프리

학생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학습이 가능하며

셉터십을 활용하여 임상간호종합실습을 적용

그 관계에 있어 더 친밀감이 형성할 수 있다.

한 주요효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2:1 비율과 프리셉터의 교육적 태도

임상간호종합실습이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를 만족스러운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실습기간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과목별 실습과 다르지

동안 1명의 프리셉터와 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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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김나현 등(2009)의

개인적 성격과 학습스타일, 프리셉터의 기술

연구에서는 1:1로 프리셉터십이 운영되었는데

등의 문제로 서로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결

학생들은 지정된 프리셉터에 대해 든든함을

과에 있어 모두에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

표현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잘못된

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연구(Mamchur

점을 즉시 수정, 보완 가능하며 프리셉터의 긍

&, Myrick, 2003)도 있다. 그러므로 관계형성

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인 학생보다는 관계에

고 진술하였다. Nehls 등(1997)의 연구에서도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리셉터의 교육방식

학생은 1:1의 낮은 비율이 8-9명의 학생과 함

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프리셉터 선정 시

께 했던 실습보다 프리셉터와 많은 시간을 보

개인적인 성격이나 교육적 역량 등을 고려한

내며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하였다고 진

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리셉터가 신규간

술하였다. 1:1 프리셉터십의 장점이 프리셉터

호사거나 책임간호사일 때 경험할 수 있는 실

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학생의 질문에 즉각적

습의 내용에 한계가 있어 불만족 원인으로 지

인 대답을 해주고, 1명의 프리셉터와 지속적

적되었다. 김나현 등(2009)의 연구에서도 연차

인 학습과 피드백으로 고품질의 학습이 가능

가 높은 프리셉터로 실습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 것인데(Luhanga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진술되어 신규간호사업무와 책임간호사업무를

적용한 2:1 프리셉터십에서도 1:1로 적용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경력간호사

프리셉터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

가 프리셉터의 역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인다.

된다.

그러나 반대로 프리셉터가 지정이 되지 않

프리셉터와 관련된 원인 뿐 아니라 학생의

거나 프리셉터의 비교육적 태도는 실습이 불만

실습환경을 이루고 있는 수간호사와 다른 간

족스러웠던 원인이었다. 실습동안 프리셉터가

호사, 병동과 병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실습

바뀌면 학생들은 매번 프리셉터의 교육방식과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

업무수행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습의 연속

은 병동간호사들이 실습취지를 이해하고 도와

성이 없어져 혼돈을 겪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

주려는 분위기에 만족스러워 했으며 반대로

를 형성하고 신뢰와 독립성을 다시 형성하는데

간호사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불만족스러운 원

어려움을 겪게 된다(Zilembo & Monterosso,

인이라고 하였다. 또 병동이 너무 바쁘다거나

2008). 그러므로 지정된 1명의 프리셉터와 1:1

너무 할 일이 없다거나 병원자체의 평가준비

이나 2:1의 낮은 비율로 프리셉터십을 운영하

나 공사 등으로 인한 비교육적인 환경을 지적

는 것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습의 효과

하였다. 이원희 등(1995)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은 간호사의 비전문적인 태도로 자신들을 대

프리셉터가 2주 동안 동일했던 것을 불만족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고

스러운 원인이라고 한 진술도 있었다. 이는 프

Chung, Wong와 Cheung (2008)의 연구에서는

리셉터와의 교육적 관계형성에 실패한 것이

수간호사가 학습계획을 짜주고 바쁜 프리셉터

원인이라 생각되며 이는 학생과 프리셉터가

를 대신하여 토론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고마

서로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기 때

움을 느끼며 그들이 병동에서 환영받고 병동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Rebeschi & Aronson,

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긍정

2009). 학생과 프리셉터가 짝을 이루는데 있어

적인 경험을 진술하였다. 이런 실습환경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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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비단 통합실습의 만족도에만 영향을 주

연구보다 길었다. 실습기간이 더 길었다면 이

는 것이 아니라 간호학생들의 전체 임상실습

런 과도기적인 역할혼돈을 넘어서 간호사로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임상실습에 스트

역할전이나 사회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되

레스와 불안 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수간호사

므로 실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와 간호사들의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습목표 선정 시

학생의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모델 확립을 강조하여 역할사회

간호 가치관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

화가 이뤄지도록 하며 앞서 언급한 다른 간호

의 역할이나 실습학생들을 대하는 의식전환이

사를 포함한 실습의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여

필요하겠다(양진주, 2000). 그리고 환자간호와

간호사로의 역할전이, 역할사회화에 긍정적으

교육의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프리셉

로 작용하도록 해야겠다.

터에게 업무량이 많을 때는 학생교육에 대한

학생들은 실습일지와 해당실습지의 병동특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프리셉터 역

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서 불만족스러워하

할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효과적인 프

였고 실습병동을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고 배

리셉터십과 학생과의 질적인 실습시간을 갖는

치된 병동에서 자주 적용되는 간호수기나 필

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므로(Luhang et al.,

요한 지식들을 미리 학습할 기회를 갖기를 원

2010) 병동차원에서 프리셉터의 업무량을 조

하였다. 이는 정신과, 부인과, 소아과, 중환자

절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실과 같은 특수파트만 실습을 원하는 학생을

선행연구에서 프리셉터십의 긍정적 효과라

배치하였고 나머지 내, 외과병동은 편의상 순

고 밝혔던 간호사로의 역할전이, 역할 사회화

서대로 배치하여 학생 개인에 따른 특수한 학

(이원희 등, 1995; Rebeschi & Aronson, 2009;

습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실습준비

Luhanga et al., 2010; Budgen & Gamroth,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파악하여 부합

2008)는 본 연구결과에서 두드러진 효과로 밝

하는 곳에 배치하고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준

혀지지 않았다. 이는 연구방법상 심층적인 면

비하도록 하며 개방형 자율실습실과 같이 필

담이 아닌 집단토론과 개방형 질문지로 얻어

요한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진 결과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프리셉터와

하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획

질적으로 낮은 관계형성, 병동구성원들의 부

일화 되지 않는 각 실습병동특성에 맞게 실습

정적 태도와 짧은 실습기간이 영항을 미친 것

일지를 제작하는 것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

으로 보인다. 여기서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웠

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던 원인으로 진술한 학생신분으로 인한 활동
의 제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Ⅴ. 결론 및 제언

저학년 실습학생역할과 신규간호사역할 사이
에 역할혼돈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이 저학년
실습학생보다 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마

자신의 학생복장과 다른 간호사와 환자들이

지막 학기의 임상간호종합실습에 2:1 프리셉

여전히 실습학생으로 대하는 태도에서도 혼란

터십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

스러워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실습기

불만족한 점과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

간이 4주-8주로 2주 동안 실습을 시행한 본

도되었다.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0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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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임상간호종합실습에 참여한 66명의 학생을

2) 2:1 프리셉터십을 이용한 통합실습이 구체

대상으로 개방형질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적 임상수행능력 증진 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유토론과 자가보고한 기록을 통하여 내용분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실습기간을 연장적용해보고 심층면접을 통

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 실습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학생경험을

1) 2: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임상간호종합실

파악하는 효과적인 통합실습의 기간에 대

습에 대해 만족스러웠던 점은 실습내용과
학습효과이었다.
2) 2: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임상간호종합실

한 연구가 필요하다.
4) 2: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통합실습을 경험
한 학생이 실제로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습에 대해 만족스러웠던 원인는 프리셉터,

적응력과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병동간호사, 실습내용, 실습과목 특성, 실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습지 특성이었다.
3) 2:1 프리셉터십을 적용한 임상간호종합실
습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실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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