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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현재 COVID-19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관찰 위주 실습교육으로 전환되어 술기수행의 기회가
감소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실습이 단순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비대면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실습을 통하여서도 임상실습 교육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도와 효과를
탐색하여, 추후 간호학 교과목의 온라인비대면 실습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Objectives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실습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온라인실습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온라인실습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온라인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다.

Methodology

성 지식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온라인실습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도구
1.온라인실습 효과
Shin(2003)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Koo(200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지각된 성취도와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된
총 16개의 문항이다.

연구대상
충청남도 천안 소재 B대학성 태도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2. 온라인실습 만족도
Ryu(2015)와 Yoo(2016)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실습 만족도, 피드백,
현실반영으로 구성된 총
12개의 문항이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성폭력
인지도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온라인
실습 효과와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실습 효과와 만족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해 평균
비교하였다.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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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특성에 따른
온라인실습 효과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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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실습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온라인실습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 성별에 따른 온라인 실습에 대한 성취감 효과와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온라인 실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온라인 실습에 대한 성취감 효과, 만족도, 피드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 Limitation
첫째, 여러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시행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교수자 측면, 실무 담당자 측면 등을 추가하여 객관적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웹 기반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추적연구를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