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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introductory clinical nursing practicum (ICNP) o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nursing skill performance,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transfer intension of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third graders attending the nursing department from
February 2017 to March 2017. ICNP was consisted of a practicum in a practice room and a clinical practicum using the
core basic nursing protocol for two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independent two-sample
t-test, and ANCOVA.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nursing skill performance,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transfer intension scores improved after ICNP
(t=5.62-11.04, p<.001 for all). Conclusion: Therefore, the introductory clinical nursing practicum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improve learning outcomes in terms of preparation for clinical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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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용해 보는 임상 실습을 경험하게 된다[1]. 임상 실습은 꼭 필요
한 경험이지만, 임상 실습 입문시기에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
배운 지식이나 술기를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
제이다.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

입문이란 사람이 조직이나 분야에 처음 들어가는 것을 의미

당 수준 이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는데[2], 간호교육 평가원

한다. 간호대학생은 대학 내에서 이론교과와 실습실 실습을 통

의 인증기준인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동안 지속적으로 어

해 임상실습에 꼭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익히지만 이 과정이 완

려움이 있겠으나 교실 수업에서 임상 실습으로 처음 입문하는

료되면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 배운 지식과 술기를 임상에 적

학생의 경우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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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 재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상 실습은 대학 내의 강의실

요인으로 간호술의 중요성 인식과 전이동기가 있어야 한다. 간

이나 실습실과 달리 실무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준비

호대학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대

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준비는 임상지식과 기술 뿐 아니

해 수행자신감이 높아 임상실무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높아지

라 환자와 사회에 대한 이해, 전문의료인으로서의 태도를 포함

기 때문이다[8].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에 대한 경로를

하며[4], 교실 수업이 임상 실습으로 교육형태가 전환될 때 학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가 전이동기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다

습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상입문 실습을 운영하는 것도

[9]. 따라서 임상입문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호

다양한 준비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임상입문 특별실습의 효과

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

를 확인한 연구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임상입문 실습이 이

동기의 향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

후 임상 실습 수행 시 적응력과 대처능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

효능감의 경우 어떤 행위나 결과에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고하여[5] 효율적인 임상 실습을 위해 임상 실습 전 임상입문

로 보고되어[10,11]. 사전 자기효능을 통제한 후 사후 종속변수

실습이 도움이 되는 준비과정으로 생각된다.

들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임상입문 실습 전과 후 간호대학생의 실습효과를 확인

임상입문 실습의 교과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임상입문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ong과 Kim [5] 연구에서는 단일

실습은 임상술기 자율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부서견학 등 교

군에서 사후 2차례 종속변수를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임상

실 내 실습과 임상실습이 혼합된 구조로 구성되었다[5,6]. 기존

입문 실습 1주일 후인 임상 실습 전이었고 두 번째는 임상입문

연구에서는 교실 내 실습과 임상실습이 시행되는 구체적인 시

실습 2개월 후인 임상실습을 마친 상태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

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임상실습을 위한 준비 시기라는

감이 사전보다 임상입문 실습 1주 후 증가하였으나, 사전보다

관점에서 볼 때, 교실 내 실습과 임상실습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임상입문 실습 2개월 후인 임상실습을 마친 상태에서는 차이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시행될 임상 실습에 도움이 될

가 없었다. 임상수행능력의 경우 사후 2차례에서 모두 차이가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실 내 실습과 임상

없었다. 또한 Song 등[6]의 연구에서도 2차례 사후 조사를 실

실습을 혼합한 임상입문 실습을 개발하여 간호술 중요성 인식,

시하였는데 임상입문실습 직후에는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

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자신감 중 임상수행능력

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신감에서만 점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입문 실습은 임
상 실습의 학습목표와 차이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

2. 연구목적

교육의 목표는 충분한 실무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
는 간호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실무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

본 연구에서는 교실 내 실습과 임상 실습을 혼합한 임상입문

능력을 기르는데 임상 실습의 역할이 매우 크다[7]. 따라서 임

실습을 개발하여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

상 실습은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두는데 비해 임상입

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문 실습은 예비 전문의료인으로서 실무를 하는데 교실 수업에

다. 추가적으로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을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서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효능이나 실습 자신

나누어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및 전이동기

감을 높이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교실 내 수업 중에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익혔던 지식이나 술기를 임상 실습장에서 환자대상 술기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 적절한 학점을 확보하여 간호학

3. 연구가설

생들이 충분히 임상 실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과 임상 실습을 잘 연결해 줄 수 있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는 실습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설 1.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간호술

임상입문 실습의 목표가 임상 실습을 하는데 요구되는 실습
시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임상
입문 실습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또한 교실 내 수업을 통해 익힌 지식
이나 실습실 실습 내용을 임상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

중요성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간호술
수행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학습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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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전이동
기가 향상될 것이다.

실에서 훈련된 연구보조원에 의해 임상입문 실습 전과 비교한
학습성과를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설
문지를 작성하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용어정의
4. 연구도구
1) 임상입문 실습
임상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이며[12], 입문이란 사람이 조직이나 분야에 처음 들어가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저자와 번역 저자에게 사
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것을 의미하여[12] 임상입문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기관
에 처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입문 실습은
정규 교육과정 1학점 교과로서 1일 8시간의 실습 중 4시간의 실
습실 실습과 4시간의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실습을 의미한다.

1)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중요성 인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
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신이 어느 정
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13]를 의미하며,

연구방법
1. 연구설계

Kim과 Kang [13]이 개발한 20문항의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함 5점)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

본 연구는 임상입문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효

도 Cronbach’s ⍺는 .95,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실험연구이다.
2) 간호술 수행 자신감

2. 연구대상자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20
가지 핵심기본간호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소재 C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학

믿는 주관적인 지각 정도[14]를 의미하며, Lee와 Park [14]이

생으로 연구대상 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1년간의 기본간호학

개발한 20문항의 4점 척도(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음 1점, 혼자

과 건강사정 이론 교과목과 실습실 실습을 이수하였고 임상 실

서 매우 잘 할 수 있으며 동료에게 교육 또는 자문해 줄 수 있음

습 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임상입문 실습 교과목 수강을 신

4점)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점수의 범위

청한 자였다. 임상입문 실습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 학년

는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

전체에 대해 선정 및 제외 기준 없이 수강 신청자 85명 전수를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2,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구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수강신청과 연구참여

서는 .95였다.

를 분리하여 연구참여와 학점과는 별개임을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참여를 동의한 8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3) 학습 자기효능감

필요한 대상자 수는 paired t-test를 위해 G*Power 프로그램

학습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학습을 통하여 익힌 내용을 활용

3.1.9.2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인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적 신념[5]을 의미하며, Ayres [9]가

0.5를 적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44명이 요구되어

개발하고 Park과 Kwon [1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의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본 연구에서 총 82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한

우 그렇다 7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의 범위는 7~70

77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의 평균 45.69점을 기준으

3. 자료수집

로 사전 자기효능감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었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 Park과 Kwon [15]의

본 연구의 자료는 임상입문 실습 종료 후 1주일째 학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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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95,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임상입문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

4) 전이동기

치하였으며, 주로 관찰 실습을 통해 임상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

전이동기는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업무환

록 도모하였다. 또한 각 병동에는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경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3]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갖춘 임상 실습 현장지도자 1명씩을 위촉 및 배정하였으며, 원활

Ayres [9]가 개발하고 Park과 Kwon [15]이 번안한 도구를 사

하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진행되도록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임상

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의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입문 실습의 목적과 운영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의 범
위는 1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이동기가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 Park과
Kwon [15]의 연구에서는 .94,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평가
지필고사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평가, 실습 종료 후 과
정에 대한 동료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필고사는 임상 용어과 핵
심기본간호술 관련 선행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5. 임상입문 실습 교육의 구성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은 프로그램 진행 중 훈련한 간호술
10항목 중 2항목(피하주사; 간이 혈당측정검사 포함, 단순도뇨)

임상입문 실습은 3학년 간호대학생들이 본격적인 전공 관

을 평가할 것임을 평가 당일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1시간 정

련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간호학 이론 및 실습실 실습과 임상

도의 연습시간을 제공한 후 평가 직전 학생들이 직접 제비뽑기

실무의 격차의 줄여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 도모, 핵심기본간호

를 하여 선택한 간호술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습 종료 후 실습 과

술 강화, 임상 적응력과 자신감 고취, 나아가 체계적이고 과학

정에 대한 동료 평가는 시간엄수, 성실성, 적극성, 기술성에 대

적인 전인 간호 수행을 위한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팀구성원의 점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실습은 총 4명의 실습지도 교원에 의해 강
의, 핵심기본간호술 강화 훈련, 임상 실습, 평가 및 성찰의 5개

5) 성찰

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45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운영 전 4개 분

실습기간 중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내용을

반에 동일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실습지도 교원 훈련을 가졌

매일 자기 성찰하여 실습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으며, 실습지도 교원 훈련은 5개 영역 별 책임교원 결정, 세부내

프로그램 종료일에는 개인적인 성찰 시간과 집단 성찰 시간을

용 결정 등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임상입문 실습의

포함시켜 임상입문실습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해 자신의 생각과 동료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 강의(시범 포함)

6. 윤리적 고려

실습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조직도, 각 인력의 역할, 병동 특
성 및 입원 환자 현황, 실습 시 학생의 역할, 실습 시 주의 사항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G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환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

광역시 C대학교 간호대학장의 연구 허가 승인을 받은 후 연구

항, 의학 용어, 핵심기본간호술 관련 선행 지식, 간호술 수행 절

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

차 검토 및 시범, 임상현장에 적합한 치료적 의사소통술, 전문

에게 자료수집 전 연구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대

직 간호사의 역할 이해 등으로 이루어졌다.

상자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본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

2) 핵심기본간호술 강화 훈련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필요 시 언제라도 연

20항목의 핵심기본간호술 중 활력징후, 투약간호(경구투

구참여를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철회로 인한 불이익

약, 근육주사, 피하주사; 간이 혈당측정검사 포함, 피내주사, 정

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에게는 연구

맥수액주입), 배설간호(단순도뇨, 유치도뇨), 말초산소포화도

팀의 연락처와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의 총 10항목을 포함하였다.

7. 자료분석
3) 임상 실습
대학병원의 내 ․ 외과 병동 12곳에 병동 당 6~7명의 학생을 배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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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Practice
Session

Methods

1

Lecture

Contents

Duration
(hour)

․ Overall orientation on educational program
․ Student and patient safety
․ Medical terms
․ Prior knowledge related to core basic nursing skills

Field practice
2

4

Evaluation

․ Paper test of medical terms and prior knowledge related to core basic nursing skills

0.5

Lecture and
demonstration

․ Review and demonstr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vital sign, oral medication,
intramuscular injection, subcutaneous injection; included blood sugar test,
intradermal injection, intravenous infusion)

1

Skills training

․ Core basic nursing skills (vital sign, oral medication, intramuscular injection,
subcutaneous injection; included blood sugar test, intradermal injection,
intravenous infusion)

2

Field practice
3

4

Lecture and
demonstration

․ Therapeutic communication
․ Review and demonstr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nelaton and foley
catheterization)

2

Skills training

․ Team training on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 Core basic nursing skills (nelaton and foley catheterization)

2

Field practice
4

Lecture and
demonstration

5

4

4
․ Understanding nursing professionalism
․ Review and demonstr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measuring oxygen
saturation and applying an echocardiogram monitor)

2

․ Core basic nursing skills (measuring oxygen saturation and applying an
echocardiogram monitor)

2

Field practice

4

Field practice

4

Skills training

․ 2 item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subcutaneous injection; included blood sugar
test, nelaton catheterization)

1

Evaluation

․ 1 item among 10 item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lot)
․ Peer evaluation

2

Reflection

․ Individual and group reflection

1

용하였다. 구체적은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습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효능감이 낮은 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

높은 군을 구분하였으며, 각 군의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

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확인하

였고, 기술통계를 이용해 두 군의 학습 자기효능감 점수를

였다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정규성 검증은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습 자기효능감 낮은 군과 높은 군 두 군간의 사전 동질
성 검정은 independent two-sample t-test를 이용하여

 임상입문 실습 전, 후 대상자의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

분석하였으며, 임상입문 실습 전 학습 자기효능감 수준에

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의 차이는

따른 임상입문 실습 후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신감 및 전이동기의 차이는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을 통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임상입문 실습 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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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후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입문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

선택한 경우가 42명(54.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과반수

연구결과

이상(51명)은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61.0%)하거나 매우 만

1. 임상입문 실습 전·후 효과

족(5.2%)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학습효과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8±1.2세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70

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사전 평균 80.49±10.98점에

명(90.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없는 군(55.8%)과 있

서 사후 87.90±9.25점으로 사전에 비해 7.40±9.75점이 상승

는 군(44.2%)이 비슷하였다. 건강상태와 대인관계는 좋은 편

하여(t=6.66, p <.001) 가설 1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

이 각각 48명(62.3%), 50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 선

입문 실습 후 간호술 중요성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

택 동기는 성적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가 동일하게 29

었다.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사전 평균 48.22±11.70점에서 사

명(37.7%)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어서

후 52.4±9.98점으로 4.27±4.81점이 상승하여(t=7.80, p <.001)
가설 2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간호술 수행

Table 2. Gener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19~25

20.8±1.2

Gender

Male
Female

7 (9.1)
70 (90.9)

Religion

No
Yes

43 (55.8)
34 (44.2)

Health status

Poor
Moderate
Good

4 (5.2)
25 (32.5)
48 (62.3)

Interpersonal
relationship

Poor
Moderate
Good

2 (2.6)
25 (32.5)
50 (64.9)

Choice motives of major
(personnel aspect)

Aptitude
Grade
Suggestion
Yearn

14 (18.1)
29 (37.7)
29 (37.7)
5 (6.5)

Choice motives of major
(social aspect)

Volunteering
Job stability
Employment

13 (16.9)
22 (28.6)
42 (54.5)

Satisfaction of major

Very dissatisfied
Dissatisfied
Satisfied
Very satisfied

7 (9.1)
19 (24.7)
47 (61.0)
4 (5.2)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사
전 평균 45.69±11.58점에서 사후 54.43±9.45점으로 8.74±
13.65점이 상승하여(t=5.62, p <.001) 가설 3 “임상입문 실습 전
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학습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전이동기는 사전 평균 42.45±10.40점에서 사후
54.39±9.48점으로 11.94±9.49점 상승하여(t=11.04, p<.001)
가설 4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임상입문 실습 후 전이동기가
향상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Table 3).

2.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른 임상입문 실습 전·후
학습효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은 39명(50.6%)으로 이들의 사
전 학습 자기효능감 평균 점수는 36.64점이었으며, 학습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군은 38명(49.4%)으로 이들의 점수는 54.97점
이었다.
1) 학습효과에 대한 동질성 검정
간호술의 중요성 인식은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
과 높은 군에서 각각 76.36±9.05점, 84.74±11.27점이었으며
(t=-3.59, p =.001),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사전 학습 자기효능

Table 3. Effects of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Course on Learning Outcomes

(N=77)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Perception of importance

80.49±10.98

87.90±9.25

Confidence in performance

48.22±11.70

Learning self-efficacy
Transfer intention

Variables

t

p

7.40±9.75

6.66

＜.001

52.49±9.98

4.27±4.81

7.80

＜.001

45.69±11.58

54.43±9.45

8.74±13.65

5.62

＜.001

42.45±10.40

54.39±9.48

11.04

＜.001

11.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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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44.31±10.13점, 52.24±11.96점이

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목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나

었고(t=-3.13, p =.002), 전이동기는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각

술기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실습실 실습과 임상

각 36.23±9.82점, 48.84±6.36점으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

실습을 혼합한 형태의 임상입문 실습을 개발하고, 간호술 중요

다(t=-6.67, p<.001)(Table 4).

도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간호술 수행 자신감 및 전이동기의 4
가지 학습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중 학습 자기효능감은 매개역

2)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습효과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을 낮은 군과

임상입문 실습 전 학습 효능감에 따른 사전 간호술 중요성

높은 군으로 나누어 학습효과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및 전이동기에 차이가 있어 사전 점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2003년부

수를 공변량 처리하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터 2008년까지 6년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층화다단

같다. 간호술 중요성 인식은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 낮은 군과

계집락표집을 통해 표본추출을 하여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

높은 군에서 각각 85.18±9.12점과 90.68±8.63점으로 사전 점

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수를 공변량 처리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

(F=1.01, p=.319).

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초등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 낮은 군과 높

감이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는데,

은 군에서 각각 49.54±9.18점과 55.53±9.97점으로 사전 점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수를 공변량 처리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은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

다(F=7.32, p=.008).

났다[1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쉬운 신체기술

전이동기는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과 높은 군에

에서 어려운 신체기술을 수행할 때 어려운 과제로의 전이에 자

서 각각 51.00±8.68점과 57.87±9.10점으로 사전 점수를 공

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학습효과

변량 처리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

7.82, p =.007).

에서 사전 자기효능감을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나누어 학습효
과 확인하였고 이를 단일군 전후 학습효과 결과와 비교하고자

논

한다.

의

본 연구에서 간호술 중요성 인식은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본 연구는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전에 실습

사후 에 향상하였으나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전 간호

Table 4. Homogeniety of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t Pretest
Variables

(N=77)

Low group (n=39)

High group (n=38)

M±SD

M±SD

t

p

Perception of importance

76.36±9.05

84.74±11.27

-3.59

.001

Confidence in performance

44.31±10.13

52.24±11.96

-3.13

.002

Transfer intention

36.23±9.82

48.84±6.36

-6.67

＜.001

Table 5. Effects of Introduction to Clinical Practice Course on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t Pretest (N=77)
Pretest

Posttest

M±SD

M±SD

Low group (n=39)
High group (n=38)

76.36±9.05
84.74±11.27

Confidence in performance

Low group (n=39)
High group (n=38)

Transfer intention

Low group (n=39)
High group (n=38)

Variables

Groups

Perception of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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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85.18±9.12
90.68±8.63

1.01

.319

44.31±10.13
52.24±11.96

49.54±9.18
55.53±9.97

7.32

.008

36.23±9.82
48.84±6.36

51.00±8.68
57.87±9.10

7.82

.007

임상입문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호술 수행 자신감,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미치는 효과

술 중요성 인식을 통제하였을 때 사후 간호술 중요성 인식에 차

하였고,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전 전이동기에 차이가

이가 없었다. Kim과 Kang [13]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술

있어 사전 전이동기를 공변량 처리하였을 때 역시 사후 전이동

수행 자신감을 확인한 연구에서 간호술 중요성 인식과 간호술

기에 차이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교수학습방법이 전이동기

수행 자신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에 미친 효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 종합대학 4학년 30

임상입문 실습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낯설고 스

명을 대상으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

트레스를 유발시키기 쉬운 환경에서 첫 임상 실습을 하게 되는

주 당뇨를 동반한 만성알코올중독 환자 간호에 대한 표준화 환

간호대학생들의 실습 자신감을 고취시킬 목적이다. 기존 연구

자 활용 실습교육 후 전이동기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에서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간호술 중요성 인식 간의 상관성이

한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다[19]. 반면, Kang과 Kim [19] 연구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간호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술기에 대한 자신감은 별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전이동기에 미친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

단일군 전후 설계에 의해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후의 간호술

험군에서 전이동기 향상이 더 컸다[15]. 기존 연구에서 비슷한

중요성 인식이 증가했지만,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른 임상

교수학습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이동기에서 상이한 결과를 가

입문 실습 전과 후의 간호술 중요성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져온 것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Kang

따라서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전 간호술 중요성 인식

과 Kim [19] 연구에서는 실습교육 후 전이동기 뿐 아니라 학습

에 차이가 있었고, 사전 간호술 중요성 인식 점수를 통제하였

자기효능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Park

을 때 사후 간호술 중요성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과 Kwon [15]의 연구에서는 학습 자기효능감에서도 통계적으

연구에서 실시한 임상입문 실습이 간호술 중요성 인식에 효과

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군 사전 사후 효

가 있었다기보다는 학습 자기효능감에 의한 변화로 보여진다.

과에서 학습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가 동반 상승하였으며, 사

추후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두어 간호술 중요성 인식에 대한 효

전 학습 자기효능감을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나누어 사전 전이

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기를 공변량 처리한 결과 학습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간호술 수행 자신감은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높은 군에서 사후 전이동기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습 자

후에 상승하였고,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라 사전 간호술 수

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실습교육 후 전이동기의

행 자신감에 차이가 있어 사전 간호술 수행 자신감을 공변량 처

향상이 용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학습 자기효능감이

리하였을 때 역시 사후 간호술 수행 자신감에 차이가 있었다.

낮은 간호대학생들의 별도의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

일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군에서 3주간 핵심기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간호 프로토콜을 이용한 실습교육 2회, 자율실습 1회, 핵심
술기술 평가로 이루어진 임상입문 실습을 실시한 후 효과를 확

결론 및 제언

인하였는데 자기효능감, 간호술 수행 자신감 및 임상수행능력
의 향상을 보여주었다[17]. 또한 임상 실습 전 3학년 학생을 대

본 연구는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전에 교실

상으로 간호과정 적용 필기시험, 핵심기본간호술 실기시험, 관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나 술기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기 용이하

련 선행지식 구두시험, 간호상황 응대 구두시험으로 평가하는

도록 실습실 실습과 임상 실습을 혼합한 형태의 임상입문 실습

임상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전보다 사후 간호술 수행

을 개발하고, 간호술 중요도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간호술 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18]. 이처럼 대부분의 임상 실습 전 임상

행 자신감 및 전이동기의 4가지 학습효과를 단일군 전후 설계

입문 실습은 교실 내 수업이나 실습실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에 의해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을 낮은 군과

기존 연구에서 임상 실습 전 실습이 간호술 수행 자신감을 상승

높은 군으로 나누어 학습 자기효능감에 따른 학습효과를 확인

시켰으나 임상실습의 적응력과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하였다. 그 결과 간호술 중요도 인식, 학습 자기효능감, 간호술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임상입문 실습이 교실 내 수업

수행 자신감 및 전이동기에서 임상입문 실습 전보다 후 점수가

과 임상 현장 실습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상승하였고, 사전 학습 자기효능감 낮은 군과 높은 군에서 사전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임상입문 실습이 효과적으로 운영

간호술 수행 자신감과 사전 전이동기를 통제 후 사후 간호술 수

되기 위한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행 자신감과 사후 전이동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이동기는 임상입문 실습 전에 비해 후에 상승

따라서, 실습실 실습과 임상 실습을 혼합한 형태의 임상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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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임상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교실 수업을 임상현장에 전
환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로 생
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조군
을 둔 연구설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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