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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간호협회는 2004년 이사회를 통해 전문간호사를 정의하고 

주요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

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

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1) 전문간호사의 주요역할로는 실무 제공자, 교육자 및 

연구자로 규정하였고 이 중 실무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전문분야의 

간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간호실

무를 제공하는 것이다.1)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

야하고, 교육기관은 실무전문가로서 전문간호사 역할과 업무 수행

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능력 달성을 목표로 충실한 교

육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은 실무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분야별 표준교육과

정을 두어 최소 300시간 이상 실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에 실시한 종양전문간호사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생 설문조

사 결과, 실기시험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 총 응시생 

27명 중 8명(29.6%)만이 관련성이 높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

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습교육과 실무 제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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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급간호실무에 대한 실기시험과의 관련성이 낮았음을 알 수 있

었다.2) 물론,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상급간호실무를 평가하기보

다는 술기위주의 실기시험이라는 비평이 있었고, 2013년부터 전문

간호사자격시험 형식이 바뀌었다. 이렇듯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서 이루어진 실기시험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표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습교육의 수준, 내용 및 운영방법에 대한 

재고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의 실습소속감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전

문간호사 과정생들은 초기 실습에서는 편안하지 않은 참여가 지배

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시

각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3) Kim3)의 연구에서 소속감과 학습과

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실습소속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상호

작용의 질과 실습내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운영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

의 실습만족도와 실습교육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실습지침서에 따른 실습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

으나, 노인간호학 실습평가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체계

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실습평가

를 위해 실습장소별 표준화된 실습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4) 따라서, 명확한 실습내용, 체계적인 평가 지침, 실

습장소별 표준화된 실습지침서의 개발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특

히, 종양전문간호사 실습교육은 실습지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전

문적인 실습지에서 프리셉터의 도움을 받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생들이 실습을 하게 된다. 이때 프리셉터와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실

습교육의 지침을 얻을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서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종양전문간호사 실습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실습

지침서는 실습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지침과 평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의 실습에 사용되고 있

는 실습지침서를 분석한다면 어떤 내용과 수준, 실습지 적절성 및 

평가방법 등 현재 종양전문간호사 교육생에게 이루어지는 실습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14년 1월 기준으로 종양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의 실습지침서를 분석하여 실습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상

급간호 실무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개발하여 사용

하고 있는 실습지침서를 분석하여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

의 실습교과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종양전문간호사과정의 

표준교과과정 분류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과목명, 학점, 학기 및 주

요 실습대상을 확인한다.

둘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종양전문간호사과정의 

표준교과정의 학습목표에 따른 교육기관의 실습빈도를 확인한다.

셋째, 종양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이 개발한 실습지별 교과목

과 실습시간을 확인하다.

넷째,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습과제를 확인한다.

다섯째,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습평가 방법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실습지침서

를 분석하여 실습교과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

의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2014년 1월 기준으로 종양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은 총 13개이며, 

이중 1개 교육기관이 신설되어 편제가 완성되지 않아 12개 교육기

관의 실습지침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양전문간호사과정장협의

회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1회 추가 설명 후 자발

적 참여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실습지침서를 메일로 

송부하여 받았다. 연구 목적에 동의하여 송부된 실습지침서는 실

습지침서는 12개 교육기관 중 최종 총 10개였다. 

3. 연구 도구

1)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

정을 사용하였다.5)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정에는 종양간호 

총론, 상급종양환자 간호 I, II, 상급종양환자 간호 III 및 종양간호 

특론의 5개 과목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상급종양환자 간호 I, II는 

통합되어 있어 각각 7개, 8개, 6개 및 4개의 과목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교과과정 교과목명을 영역으로 사용하였

고, 상급종양환자 간호 I은 주요 고형암환자 간호, 상급종양환자 II

는 주요 혈액암과 소아암환자 간호로 분리하였다.

2) 분석틀

본 연구팀은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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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인과 전문간호사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의 간호팀

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에서 10개의 실습지침서 중 임의선정 

된 3개 실습지침서를 표본으로 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3개 실습 

지침서에서 2개 이상의 지침서에 포함된 공통사항을 추출하였다. 

이들 공통사항을 4인 연구팀 구성원에게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여 

100%합의 후 분석항목으로 결정하였다. 분석항목에는 과목별로 학

기, 학점, 실습대상, 학습목표에 따른 실습내용, 자병원실습장소, 타

병원실습장소, 실습시간, 타병원실습내용, 과제목록, 평가기준을 포

함하였다. 실습대상은 치료나 간호와 같은 관리 방법에 따른 실습, 

대상자에 따른 실습 및 관리 방법과 대상자를 혼합한 실습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실습시간은 과목별 총 실습시간, 자병원실습

시간, 타병원실습시간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 1인과 연구 보조원 1인이 실습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하였

는데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자료 수집 체크리스트

에 내용을 코딩하였다. 사전 분석과정으로 분석 시 판단은 실습항

목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역이나 내용으로 하였고 1개 교육기관의 실

습지침서를 2인이 독립적으로 코딩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는데 일

치도는 92%였고,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협의 후 모두 일치하였다. 자

료 수집 체크리스트에 내용을 코딩 후 각 교육기관에 코딩내용을 

메일로 보내 확인절차를 거쳤다. 1개 교육기관에서 코딩 누락을 지

적했고, 재 확인 결과, 실습지침서의 부록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발견되어 재코딩, 재확인 절차를 걸쳤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합계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1. 교과목 분류, 학점, 학기, 주요 실습대상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

개 대학의 실습지침서를 분석한 결과,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

정에 따라 교과목명, 학기, 학점 및 주요 실습대상은 Table 1과 같다.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실습 교과목은 종양간호 총론, 상급종양환

자 간호 I, 상급종양환자 간호 II, 상급종양환자 간호 III 및 종양간호 

특론이 각각 4개, 10개, 9개, 8개 및 7개 실습 과목이 운영되어 총 38

개 실습 교과가 운영되고 있었다. 주요 고형암환자 간호를 주로 다

루고 있는 상급종양환자 간호 I영역의 실습 과목은 10개 기관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는 반면, 종양간호 총론영역의 실습은 4개 기관에

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습이 이루어지는 학기는 1학기에서부터 5학기까지 분포하였으

며, 종양학 총론영역은 지침서에 학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2학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급종양환자 간호I영

역은 1학기에서 4학기에 실습이 분포하였고 상급종양환자 간호 II

영역은 2학기에서 5학기에 분포하였으며, 상급종양환자 간호 III영

역은 1학기에서 5학기에 분포하였고, 종양간호 특론은 1학기에서 5

학기까지 분포하였으나 2학기에 개설된 기관은 없었다. 실습학점은 

2학점 교과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3학점 교과가 13개였으며, 1학점 

교과와 4학점 교과가 각각 1개씩이었고, 실습지침서에 학기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4개였다. 

실습대상이 치료나 간호와 같은 관리에 초점이 있거나 고형암, 혈

액암 등 대상자에 초점이 있거나 관리와 대상자 모두에 초점이 있

는 3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실습대상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

목은 14개, 대상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목은 6개 및 관리와 대상

자 혼합형태인 18개였다. 

2. 표준교과과정 학습목표에 따른 실습빈도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과과정 학습목표별 실습빈도는 Table 2

와 같다. 종양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하는 10개 교육기관의 실습지침

서를 분석한 결과, 실습교과목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학습목

표는 ‘국가적인 암관리대책과 암정복 연구 방향을 이해한다’였다. 

전체적으로 학습목표별 실습빈도가 가장 높은 학습목표는 종양간

호 총론영역의 ‘종양의 진단적 방법을 이해한다’(300%)였으며, 다음

으로 종양간호 특론영역의 ‘말기암환자와 사별가족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상급종양환자 간호 III영역의 ‘종양환자

의 신체적 증상을 확인하고 간호중재를 할 수 있다’ 순이었다. 

3. 실습지별 교과목과 실습시간

종양전문간호사과정을 운영하는 10개 교육기관의 38개 실습교

과에서 총 67개 병원, 보건소 및 학술대회의 실습지에서 실습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11개 교과목에서 318시간을 국립암센

터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실습을 많이 하는 장소였고,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10개 교과, 282시간, 화순전남

대학교병원 5개 교과, 254시간으로 나타났다. 종양간호특론영역의 

실습교과에서 16개 실습지에서 실습이 이루어져 가장 다양한 실습

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개설이 가장 적었던 종양간호 

총론영역의 실습지가 7개로 가장 적었다. 

 

4. 표준교과과정영역별 실습과제

종양간호전문간호사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지침서를 

분석한 결과, 실습과제는 총 15개 목록으로 나타났다(Table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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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실습일지, 체크리스트, 자가평가 및 임상실습평가는 모든 

영역의 과제목록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도 작성 보고서은 종양간호

총론영역, 정책리뷰 보고서는 종양간호특론영역의 과제목록으로 

나타났다. 

5. 표준교과과정영역별 실습평가방법

종양간호전문간호사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지침서를 

분석한 결과, 실습평가방법은 총 10개 목록으로 나타났다(Table 5). 

출석, 실습일지, 동료 및 자가평가, 사례보고서 및 발표, 실습체크리

스트, 현장실습평가, 학회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모든 표준교과

Table 1. Title, Semester, Credits, and Major Target of Practicum Course for Oncology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  (N =10)

Standard curriculum Practicum course title n (%) Semester Credits Target

Curriculum 1 Introduction of oncology nursing practicum  3 (40) 2
NR
2

2
2
2

M
M
M

Oncology nursing practicum  1 (10) 2 NR M
Subtotal  4 (40)

Curriculum 2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

 4 (40) 3
NR
2

NR

3
3
2

NR

C
C
C
C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 II  1 (10) 4 3 C
Oncology Treatment and Advanced Nurisng Practicum I  2 (20) 3

1
2
2

C
C

Surgical Oncology Practicum  1 (10) 1 3 C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  1 (10) 2 3 C
Oncology Treatment and Advanced Nursing I  1 (10) 1 2 C
Oncology Nursing Practicum I  1 (10) 2 2 C
Subtotal 10 (100)

Curriculum 3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  5 (40)

NR
4

NR
5

NR
3

NR
1
2
2

NR
4

 
P
C
M
C
C

Oncology Treatment and Nursing Practicum II  1 (10) 3 2 P
Nursing Practicum for Patients with Special Oncology  1 (10) 2 3 P
Oncology Treatment and Advanced Nursing Practicum II  1 (10) 2 NR C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  1 (10) 4 3 M
Subtotal  9 (90)

Curriculum 4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I

 8 (80)
 4 (40)

 

 
4
5

NR
1

 
2
3
3
2

 
M
M
C
P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I  2 (20) 3
4

2
3

M
C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  1 (10) 3 3 C
Medical Oncology Practicum  1 (10) 2 2 M
Subtotal  8 (80)

Curriculum 5 Issues in Oncology Nursing Practicum  3 (30)
 

5
3
5

2
2
3

M
M
M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V  1 (10) 4 3 C
Advanc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II  1 (10) 5 2 M
Home-based oncology nursing practicum  1 (10) 1 2 P
Case management practicum  1 (10) 1 2 P
Subtotal  7 (70)

Total 38

M=Management; P=Patients; C=Management +  Patients; NR=Not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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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the Learning Objectives of Practicum for Oncology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 according to the Standard Curric-
ulum  (N =38)

Learning objectives n (%)

Introduction to oncology nursing 
Understand the biological properties and carcinogenesis mechanisms in tumors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tumor, genetics, and immune mechanisms
Understand the diagnostic tests for tumors
Understand the epidemiology of tumors
Identify the methods and strategies for the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ancer
Understand the national strategies and research directions for cancer control
Underst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cancer treatment

n=4
 1 (25.0)
 1 (25.0)

 12 (300.0)
 1 (25.0)
 6 (150.0)
0 (0.0)
 3 (75.0)

Advanced oncology nursing I, II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surgery and perform the pre and post operative care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radiation therapy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hemotherapy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biological therapy (e.g., immunotherapy, gene therapy) in cancer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Know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herapeutic methods of major solid tumors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Know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herapeutic methods of hematologic cancers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Know the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herapeutic methods of major pediatric cancers and manage the health problems.

n=19
 8 (42.1)
13 (68.4)
13 (68.4)
 2 (10.5)
 8 (42.1)
13 (68.4)
 7 (36.8)
 8 (42.1)

Advanced oncology nursing III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cancer related pain and assess and manage the pain
Identify the physical symptoms of cancer patients and provide the nursing interventions 
Identify the psychosocial problems of cancer patients and provide the nursing interventions
Understand the main emergency symptoms and mechanisms to cope with those appropriately
Apply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into patient care
Perform self-care education

n=8
 6 (75.0)
20 (250)
 8 (100.0)
 6 (75.0)
 2 (25.0)
 4 (50.0)

Current Issues in oncology nursing
Underst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nursing care of cancer patients
Apply the mastered knowledge and counseling techniques into nursing care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Identify and manage the need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bereaved family members
Identify the roles of the advanced practice nurse in oncology care and the strategie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n=7
 4 (57.1)

 13 (185.7)
 18 (257.1)
 9 (128.6)

Table 3. Number and Hour of Courses according to the Place for Practicum

Place for practicum Number of courses*
(N=67)

Hour

Curriculum 1 Curriculum 2 Curriculum 3 Curriculum 4 Curriculum 5 Total

National Cancer Center 11 74 56 98 48 105 318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10 56 72 48 64 42 282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5 8 60 90 60 36 254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4 33 32 24 24 113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4 60 66 64 42 232

Gyeongnam Regional Cancer Center 3 56 8 96 160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3 90 70 18 178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4 35 72 40 40 187

Handong University Good Samarthan Hospital 3 46 46

Samsung Changwon Hospital 2 90 90 180

Asan Medical Center 2 24 6 30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 16 8 24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13 2 8 8 16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2 16 8 24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 8 8 16

Suseong District Health Center 1 4 4

Samsung Medical Center 1 16 16

Severance Hospital 1 8 8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 8 8

Kwangju Christian Hospital 1 18 18

Boknae Holistic Healing Mission Center 1 16 16

Gwangju Donggu health center 1 18 18

Gangbuk-gu Health Center 1 18 18

Multipl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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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영역에서 실습평가방법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시험은 교과 4영

역, 각종 보고서 평가는 교과 5영역, 실기시험은 교과 1과 교과 4영

역에서에서 제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장협의회에서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총 13개 중 연구에 참여한 10개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에 사

용되고 있는 실습지침서를 분석하여 실습교과의 운영현황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실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각 교육기관별로 10학점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다양

했고 교과목명에서도 차이는 있었으나 표준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포함하여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

시한 종양전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은 종양간호 총론, 상급종양환

자 간호 I, II, 상급종양환자 간호 III 및 종양간호 특론의 4개 과목명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준교과과정 교과목명을 

영역으로 사용하였고, 상급종양환자 간호 I은 주요 고형암환자 간

호, 상급종양환자 II는 주요 혈액암과 소아암환자 간호로 분리하여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

한 표준교과과정은 실습교육 표준교과과정을 이론교육과 분리하

여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5개 영역에 대해 실습교육이 모

두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

에 종양간호 총론영역을 실습하는 곳은 4개에 그쳤던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표준교과과정 개정 시 이론교육 표준교과과정과 실습

교육 표준교과과정을 분리한다면 교육기관에서 명확한 지침을 가

지고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실습의 주목표

(target)가 고형암, 혈액암, 재가암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실시되는 처

치, 수술, 요법, 간호 등에 관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있었

Table 4. Homeworks according to the Standard Curriculum

Homeworks Curriculum 1 Curriculum 2 Curriculum 3 Curriculum 4 Curriculum 5

Case reports V V V V V

Practice diary V V V V V

Checklist for skills and roles V V V V V

Self evaluation V V V V V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V V V V V

Academic society participation report V V V V

Reports for nurse specialist role development V V V V

Report for research challenges development V V V

Report for diverse patients data including history, diagnostic findings, etc V V V

Journal review V V

Reports or video for the consultation with cancer patient V V

Review and application for practice guideline V V

Report for the development of group education program V V

Report for a family tree V

Report for policy review V

Table 5.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Standard Curriculum

Evaluation methods Curriculum 1 Curriculum 2 Curriculum 3 Curriculum 4 Curriculum 5

Attendance V V V V V

Practice diary V V V V V

Peers and self-evaluation V V V V V

Case report and presentation V V V V V

Practice checklist V V V V V

Evaluation by field training leaders (including preceptors) V V V V V

Attendance in academic societies and education programs V V V V V

Practice examination V V V V

Evaluation of various reports V V V V

Skills tests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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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목표가 처치, 수술, 요법, 간호 등에 있어 대상자에 관계없이 

관리측면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있었으며, 복합되어 실

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은 있다

고 생각되는데, 표준교육과정의 학습목표 중 같은 교육기관에서 여

러 영역에 걸쳐 중복된 실습이 이루어져, 한 교과 내에서 일부 학습

목표를 반복해서 다루어 학습목표에 따른 실습이 최고 300%까지 

이루어지는 과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0%를 이루지 못하는 

실습목표도 많았다. 따라서, 실습의 주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과잉이나 과소 실습목표 달성 없이 골고루 실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양환자 중 취

약집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 문헌에서 보

면 우울한 환자, 저소득층, 고령 등 취약집단에서 환자결과가 좋지 

못했다.6) 따라서, 실습교육의 주목표를 대상자로 할지, 관리측면으

로 할지에 대해 논의할 때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간호사 교육생의 적절한 실습교육 기관과 프리셉터를 찾는

데는 몇 가지 장애가 있는데,7) 여기에는 프리셉터 시간에 대한 적절

한 보상부족, 생산성 저하를 두려워하는 기관, 여러 간호대학 간의 

한 실습교육 기관에서 실습하려는 경쟁, 실습교육 기관의 사무 공

간 부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38과목에서 67개 실습교육 기관

에서 실습이 이루어졌다. 국립암센터는 11개 교과목에서 318시간의 

실습이 이루어져 가장 많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진 기관이었다. 1개 

교과목 당 30시간 정도의 실습이 이루어졌고 318시간을 주말을 빼

고 추정해보면 2~3개월의 실습이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부생 실습교육 현황을 살펴 본 한 연구

에 따르면 입학정원 100명당 실습기관 수는 평균 1.1개, 병상 수는 

593개로 실습이 필요한 학생 수에 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병

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8) 이렇듯 학부학생들의 실습장이 부

족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생들의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한 기관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기관에 분산 실습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양적으로 10개 교육기관에서 64개 실습교육이 개발된 

것은 종양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의 노력이라고 생각되지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 확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몇몇 기관에 

치중되지 않도록 좀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실습교육 기관과 프리셉

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지도를 위한 대

학과 실습교육기관의 협력방안을 제고한 연구에서 12명의 학부학

생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임상교육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학생

의 능력, 프리셉터의 능력, 학생-간호사 관계를 들었다.9) 또한 전문간

호사 실습교육 기관과의 의사소통증진, 실습교육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지침수립 및 프리셉터-학생 관계에 대한 주기적 평가

가 실습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7) 따라서, 적절한 실습

환경, 실습교육을 위해 준비된 프리셉터 및 학생-교육자 관계가 성

공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문간호사교육생에게 부여된 과제는 15개

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과제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평가기준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침서에 평가기준의 경우 반영비율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평가 루브릭과 같은 명시된 기준이 없어 

전문간호사 교육생들이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평가자 역시 일괄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제목록과 반영률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세부 기술서가 제시되어 과제수행의 편의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세부 평가 루브릭이 제시되어 일괄되

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의 최상의 결과

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실무가 이루어져야 한다.10) 과제목

록 중 실무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적용하는 과제는 이런 근거중심

실무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임상실습 중 임상질문을 만들

고 임상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중심 절차를 실습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전문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

고 생각되어 이런 과제를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문간호사 실습교육의 평가목록은 총 10개

였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통적인 평가목록에 따라 평가가 이루

어졌으나 이 중 실습교육에서 실습평가가 이루어진 학교는 10개 기

관 중 3개 기관이었고 3영역에서 실습평가가 이루어졌다. 368명의 

종양전문간호사(Oncology Nursing Society Advanced Practice Nurs-

ing, ONS APN)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한 조사에서 중요한 APN의 결

과로 증상관리, 삶의 질, 환자/가족 만족 및 비용 효율적 간호를 꼽

았다.11) 종양전문간호사로서 증상관리, 삶의 질 증진 등의 상급간호

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를 평가하는데 있어 지필평가나 보고서 평

가 이외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3개 기관의 실기평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는 실습지침서를 분석하여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과정생들의 실습

교과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습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

한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10개 교육기관에

서 총 38개 실습 교과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종양간호 총론영역의 

실습은 4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준교육과정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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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학습목표 중 최대 300%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학습목표

가 있었고, 38개 실습교과에서 총 67개 실습지가 개발되었으며, 다

양한 실습과제와 실습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앞으로 종양전

문간호사과정의 실습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며 

학습목표의 균형 있는 달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

관은 질적인 실습지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 간 다양

한 실습과제와 실습평가 방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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