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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대학 진학하기 위해 가방을 챙겨 올라오던 날이 생각납니다.그 날은 세상에
태어나서 흔하게 보지 못했던 눈이 와서 한강이 꽁꽁 언 날입니다.기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을 보는 순간 손에 땀이 나면서 하루 종일 긴장한 날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기숙사는 왜 그리도 지루했는지...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역동성을 즐
기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얻은 병원이라
는 직장은 변화가 많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웠던 살아있는 학습 장이였고,
그곳은 삶과 죽음,살아가는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스승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고,또 만학의 자극을 받아 새로운 인생
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길고도 어려운 도전을 마치고 마무리 하면서 떠오르는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무던하게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후원자,외조자로 지켜주는 김상규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머님!자식을
위해 지금도 찬밥을 드시게 만든 부족한 며느리...효도보다는 힘드신 몸으로 집안
일 하시게 만드는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공부가 끝
나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님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습
니다.보현이와 희재에게도 부족한 엄마입니다.계모라고 핀잔을 받으면서,다른
엄마들처럼 신경써주지 않음에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 입에서 ‘엄
마’라는 소리를 들으면 문뜩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세상에 뿌리내리고 있음
에 감사할 따름입니다.공부가 끝나가니 이제는 열심히 뒷바라지 해야지 다짐해
봅니다.
제주도에서 전화로 항상 격려해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나이

가 들어도 ‘엄마’,‘아빠’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근원이 건강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힘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오빠,병돈,원돈,올케들,조카들,고모,고



모부,이모,이모부,준원,광원,조카들.....형제가 많은 부모님을 둔 덕에 주변에
많은 친척들과 힘든 일,기쁜 일을 나누게 되어 행복하며,결혼해서 얻게 된 시댁
식구들인 형님,서방님,동서,막내 시누,조카들,작은 어머님,작은 아버님...시댁
에서도 많은 친척들이 있어 외롭지 않으며,사람들과의 관계를 훈련 받기에는 충
분한 숫자들입니다.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직장에 묻혀 굳어가고 있을 때 공부하라고 자극을 주셨고,논문을 끝까지 마무

리 해주신 김인숙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나이 든 학생 여러모로 지도
를 아끼시지 않으신 양혁승,이은현,장순복,이태화교수님께 평생의 빚을 지고 갑
니다.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학문적으로 든든한 교수님들처럼 임상 현장에서 선
생님이 되고 싶습니다.그래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친구 권인숙이 떠오릅니다.성실하게 곁에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

는 친구입니다.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 이창관,영득회 회원들,논문이 풀
리지 않아 노트북을 들고 찾아가도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도와주신 강희선언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후원의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전해주시는 간호부 식구들이 생각납니

다.남윤호부장님,김인자․김영희․변금순․윤호순팀장님,아끼는 병동 2간호팀
수간호사들,간호사들,병동 1간호팀 수간호사들,안금희수간호사,2005년․ 2006년
도 신규간호사들...그들이 있었기에 저의 생각이 있었고,이 모든 것들이 논문으로
결실 맺게 되었습니다.부서를 옮겨 간호부를 떠난 병원의 또 다른 세상은 나에게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할 도전이 있는 세상입니다.병원장님,강중구부장님,이천균
차장님,교육연구부 식구들,김복남팀장님과 송복희,김은숙,적정진료실 식구들,
조사연구팀 식구들...함께한 용평의 밤은 우리병원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세상과 연을 다하고 식구들 마음 속에

부활한 조카 지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
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몸으로 실천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부은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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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신신신규규규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병원에 입사한 신규간호사는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현실충격과 낮은 자기효능
감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므로 간호조직은 조직내부자로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네트워크 세대인 신규간호사를 보다 더 이해하며,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사회화전략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간호단위에 배
치되어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및 조직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이다.연구절차는 프로그램개발 준비,프
로그램개발,프로그램평가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인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는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경기

도 소재의 연구대상병원에서 신규간호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 환경을
파악하였다.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변수인 직무만
족도,과업숙련도와 조직몰입도에 대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2단계,프로그램개발 단계에는 Hackett와 Betz(1981)설명모형을 근거로 낮은 신
규간호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Bandura(1977)의 네 가지 자기효능 정보원과
조직사회화 내용을 연계하였다.네 가지 정보원 중 성취경험은 신규간호사가 우선
적으로 습득해야 할 과제이면서 연구대상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기본간호행위
및 간호단위 실무지침 내용을 교육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달성하도록 하였다.간호
역량별 행동지표는 장금성(2000)이 제시한 초보간호사 행동지표를 연구대상 병원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전문가 그룹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대리경험,언어적 설득,정서적 각성은 Feldman(1977)의 제시한 조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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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모형 중 조우단계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의 지지적
인 역할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였다.개발 프로그램의 초안
인 예비 프로그램은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배치된 실험군 11명에게 중
재하면서,대조군 11명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최
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3단계 프로그램평가 단계에서는 2006년 2월부터 3월까
지 2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으로 설계하여 실험
군 12명과 대조군 11명에서 각각 프로그램 시작 전,2개월,4개월 후에 반복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프로그램효과를 평가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7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프리셉터
지도 하에 교육을 받은 기간이 4주이하였다고 71%가 응답하였으며,15.1%만이 프
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세 가지 가설검증을 통하여 예비프로그램과 최종프로그램 효과평가를 하였다.
-제1가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사회화 결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2005년도 신규간호사는 프리셉터 교육기간인 2개월째와 혼자서 적응
을 하는 기간인 6개월째에 모두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간호사일수록 조
직사회화결과 변수 중 조직몰입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006년도 신규간호사는 프리셉터 교육기간인 2개월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r=.408,p=.038),과업숙련도(r=.390,p=.049),조직몰입도(r=.747,p=.000)와 정상
관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었다.

-제2가설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예비 프로그램에서는 기각된 반면,최종프로그램
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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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0),측정시기별로 집단 내에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F=8.555,p=.008)가 있었고,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12.549,
p=.002)가설은 지지되었다.

-제3가설 :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최종 프로그램에서는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비
교하여 상승되고 있었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인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예비프로그램은
Bandura(1977)가 제시한 네 가지 정보원에 근거하여 개발하였으나,유의하지 않았
다.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 7명과 신규간호사 7명을 별도로 포커스그
룹 인터뷰를 통하여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최종 프로그램에서는 간호단위 활동 중심으로 프리셉터와의 상호관계에 중점
을 두어 직무교육을 하면서,3회 집단모임과 교육을 실시하였다.예비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추가로 프리셉터에게 집단모임과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그 결과 자기효
능감 증진 효과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조직사회화 변수에
서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승되고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역동적인 병원환경에서 초기 사회화 과정에 있는 신규간호사 대
상의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Bandura(1977)의 네 가지 정보원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조직사회화의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프리
셉터가 신규간호사에게 긍정적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중재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이 사회화 대상인 신규간호사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핵심 되는 말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신규간호사,자기효능감,조직사회화,
직무만족,조직몰입,과업숙련도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모여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
하여 협동과 분업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특성을 지닌 조직이다.이에 병원운영의 4
가지 요소 즉,인적자원,물적 자원,재정적 자원,정보 중 인적자원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인적자원관리는 중요한 경영활동이다(원융희,2002).인적자원관리는 일
반적으로 모집,선발,훈련,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을 통한 동기유발,노동조합과의
협상 등을 포함한다(Wright& Ferris,1996).병원간호조직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일환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 채용단계에서부터
검증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스크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입사가
결정된 후에는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숙련된 간호 인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 중 처음 입사한 신규간호사에게는 사회화,훈련,개발의 일환으
로 계획된 과정인 예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조직으로 이끌어 들이는 유도,
직무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사회화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Carol,
1989).예비교육의 종류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그 중 신입직원의 적응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화프로그램으로 신입직원들에게 조직문화
와 실무현장문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신입직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학종 & 양 혁승,2005).
Schuler와 Jackson(1996)은 신입 조직원들에게 사회화,훈련,개발은 그들의 능

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재와 미래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의도적인 노력이라
고 규정하면서,사회화는 조직의 공동문화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일에 대한 철
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몰
입하며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화란 어떤 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행동,기술,지식

등을 습득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옮아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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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Tradewell,1996).간호사의 사회화과정은 간호직에 필요한 지식,기술은
물론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
는 성숙한 간호사로 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한윤복,1984).
간호교육기관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후 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는 병원 내부

인으로 동화되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직업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입문 시 누구나 거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현실충격(realityshock)과 간호업무에서 증가하는 지식 및 기술적
요구와 육체적 노동,야간 및 주말근무,직업적인 책임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조혜인,1989).사회화 과정 중에서 신규간호사 적응과정을 밝힌 선행연구(김
복순 등,1999;손행미 등,2001;김복순,2002;황선영 등,2002;윤숙희,2002)와
Albert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 및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 경력
개발에 대한 Hackett와 Betz(1981)의 설명모형을 연계하여 보면,병원 실무현장
에서 신규간호사는 전통적인 조직사회화로 인하여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규간호사 사회화 과정에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훈련을 통하여 직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간호실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차원에서 프리셉터와 관련한 연구(Marijo,1998; 백혜진,1999;권인각
등,2002;Colleen,2003;Jane,2004),예비교육 효과 및 역할전이 관련한 연구(김
조자 & 박지원 1990;윤명림,1995;유옥수,1996;유옥수 & 박정호,1998;
Mary-Lou,2003),프리셉터와 프리셉티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McGrath
& Koewing,1978;Modic& Bowman,1989;김미애 등,1998;김혜숙 등,1998;
김창희 등,2001;심희숙,2002;양남영,2003;김지영,2003)들이 있으며,신규간호
사 입장에서 적응 경험과정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김복순 등,1999;손행미 등,
2001;김복순,2002;황선영 등,2002;윤숙희,2002)가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신
규간호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직차원에서 시도된 사회화와 훈련,개발 프로그램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문실과 최 순옥(2003)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 의식,가치관,규범 및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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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조직사회화 초기에 형성된 조직의식,태도,학습 및 행동
등이 신규간호사의 전 경력과정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신규간호사가
조직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같이 조직은 의도적으로 초기 신규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서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 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조직사회화와 관련한 연구
는 조직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을 주로 관찰하게 되는 상황주의적 관점이 지배하였
다(Jones,1983).그러나 개인특성과 상황변수의 상호작용이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작용주의 관점이 대두되면서,Jones(1983)의 연
구에서 처음으로 조직사회화의 개인특성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고려하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사회화과정에 있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현실충격을
최소화하고,환자간호 업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겪게 되는 낮은 자기효능감
을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조직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
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가가가설설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사회화 결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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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설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에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제3가설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DDD...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신신신규규규간간간호호호사사사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들로서,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교를 마치고 같은 해 연구대상병원에
입사하여 간호단위에서 현장교육을 시작한 간호사를 말한다.

222...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1977).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Adams(1983)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generalself-efficacyscale)를
양길모(1998)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33...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자기효능감은 네 가지 주요한 근원 즉,개인의 이전 수행성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취경험,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성취와 비교를 통해 효능감을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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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험,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믿도록 하는 언어적 설득,
주관적 위협에 대한 정서적 각성이라고도 하는 생리적 상태로부터 형성된다
(Bandura,1986).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신규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목적
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44...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결결결과과과

조직사회화결과는 신입사원의 적응의 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며,조직 역
할에 대한 적합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함께 조직과 조직 목표에 신입사원을 연결하
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 개발의 획득을 의미한다(Kammeyer-Muller& Wangberg,
1993).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조직사회화의 결과변수는 다음과 같다.

1)직무만족
신규간호사의 정서적 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Locke,1976)본 연구에서는 Paula(1978)가 개발한 건강요원의 직
무만족 측정도구(generalsatisfactionscale)를 이황(200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과업숙련도
신규간호사의 행위적 업무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과업숙련도란 수행

해야 할 직무와 관련된 과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숙달되었는지,또는 어느 정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Chao,1994)으로,본 연구
에서는 Chao 등(1994)의 조직사회화 측정 설문 중에서 과업숙련(performance
proficiency)측정을 위해 개발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조직몰입
신규간호사의 인지적 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조직몰입이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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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에 남아있고 싶어 하고 조직을 위
하여 더 노력하려 하며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이다(백기복,2004).본 연구에서는 Poter등(1979)이 개발한 조직몰입 측정도구
(organizationalcommitmentquestionaire)를 이황(200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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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과과과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111...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 수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말
하는데,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sociallearningtheory)에서 처음 주장
되었다.사회적 학습은 환경과 인간의 인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위가 습득되
는 과정으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대리학습(vicariouslearning),스스로 학습하
는 자기통제(self-control),과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따라 개인이 정보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거쳐 새로 학습된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
사회적 학습이론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더 큰 사회적 학습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이론이다(백기복,2004).
Bandura(1986)는 개인은 단순히 내부적(생물학적)이거나 외부적(환경적)인 사

건들에 의해 조형되고 인도되는 반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기 조직적이고,순향
적이며,자기조절적인 존재라고 하였다.또한 각 개인은 자신의 사고,감정,동기,
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발휘하게 해주는 하나의 자기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개인의 신념체계와 외부영향들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하였
다.그는 어떤 행위를 변화시키거나 지속시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
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
대감 때문이라 한다.
Bandura(1977)은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 있다.그는 개인의 심리적 변용은,실제 심리적 변용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공통된 기제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 심리적 절차는 어떠한 형
태이든 간에 개인적 효능에 대한 기대를 변경시킨다.이러한 분석과정에서는 <그
림 1>에 체계적으로 도식한 것과 같이 효능기대와 결과기대가 구별된다.



- 8 -

개개개인인인 행행행동동동 결결결과과과

<그림 1>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차이
출처 :변창진와 김경린 공역(2003).사회적 학습이론.한국학술정보(주),p.102

결과기대는 특정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정
의될 수 있지만,자신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효능성 기대와는 구별된다.자기 자신의 효능성에 대해 가지는 확신의 강
도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사람들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고 믿는 위협적인 상황은 피하거나 이
것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반면에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협적
인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여기서 효능성 기대는 자기효능감,자기효
능감 기대,지각된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신념 등의 용어들과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최근 Bandura(1997)는 그의 저서에서 한 가지 활동영역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

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높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자기효
능감이 설명력과 예측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측정은 기능의 영역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따라서 일반적인 신념으로서의 효능감이 아니라 구
체적인 영역에 대한 효능감이 측정되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이와 관련하
여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조,자기평가의 효과,보편적인 척도,자기평가의 차별적
인 일반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여기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generalself-efficacy)과 특수적 자기효능감(specificself-efficacy)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효효효능능능성성성 기기기대대대 결결결과과과 기기기대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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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 모두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바라는 바
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발단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적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므로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일반화된 기대인 반면,특수적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 축적된 성공
과 실패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므로,두 개념은 관심이 되는 범위의 측면에서 차이
를 가진다(김현영,2005).Bandura(1997)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단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영
역 구체성이 반드시 행동의 구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자기효능감이 평가되
는 일반성의 적정 수준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과 상황적인 요구에 대한 사
전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였다.만일 주어진 상황에서 수행의 특별한
수준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체성이 높은 효능감 척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이러한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한 영역에서 도전적인 과제에 효용
성을 가진다면,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과제에서 효용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이들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새롭고 낯선 영역에서는 특수
적 자기효능감을 작동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작동하고,그 영역에
익숙해질수록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22...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Bandur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네 개의 중요한 정보원 즉,능력에 대한
지표로서 성취경험,능력의 전이와 타인의 성취와의 비교를 통해 효능감을 변경시
키려는 대리경험,한 사람이 특정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언어적 설득과 연합된
사회적 영향력,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서 야기될 수 있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로부터 형성된다고 한다..
수행성취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효

능성의 원천이 된다.성공은 숙달의 기대를 높이고,반복된 실패는 특히 행동과정
초기에 불운이 생기면 숙달의 기대를 약화시킨다.반복된 경험을 통해 강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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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이 형성되고,우연적 실패로 인해 간헐적인 실패가 극복되면 오히려 자기
동기화된 지속성이 강화되며,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극히 어려운 장애도 극복했다
는 경험을 갖게 된다.자기효능감은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도 생겨난다.다른 사람
들이 어떤 혐오적인 결과 없이 위협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관찰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언어적 설득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가장 손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설득적인 제안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것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믿도록 한다.정서적 각성도
위협적인 상황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람들은 불안과 긴
장상태를 판단할 때 자신의 생리적 각성상태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높은 수준의
각성은 항상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긴장하거나,혼미하거나,몹시 불안할 때보다
는 혐오적 자극에 의해 시달리지 않을 때 더 성공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자기효능감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대처나 적응뿐 만 아니
라 생리적 요소와 사회.정신적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건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
력을 지니므로 경영학,심리학,교육학,간호학 등 여러 학문에서 널리 받아들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미옥 등(1997)은 인간 건강행위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간호학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속성을 밝히고자 Walker& Avant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효능의 개념 분석을 시도하였다.개념분석결과 자기효능의 속성은
1)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지각,2)내적 힘,3)학습가능성,4)개별성,5)특정
성,6)일반화 가능성의 여섯 가지로 나타났으며,이는 Bandura의 정의인 ‘특정 상
황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부합되는 것으로 간호학
에서 자기효능 개념을 연구할 때 Bandura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
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자기효능감 속성 중 학습 가능성과 관련한 속성으로 인하여

인간 행동변화의 주요 결정인자이며,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과 언어적 설득,대리
경험,정서적 각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Bandura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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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위 및 자가 간호 관련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연구에서 실증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국내연구로는 환자,청소년,중년여성 등 간호대상자에 초
점을 둔 프로그램(이은옥,1997;송미령,1999,안재현,2000;한신희,2000;유수정
등,2001;황애란 등,2002;이지현 등,2002;신주용 & 김순용,2002;이미라 & 송
미순,2003;감성희 등,2003)이 있다.이들 연구결과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행위변
화를 강력하게 유도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효능감 원천을 중재하면서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자기효능감 증진에 활용된 방법으로는 OHP필름,슬라이
드,비디오,CD,책자 등의 시청각 매체와 개별교육,집단교육,집단모임,개별상
담,전화상담,운동 등의 활동이다.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네 가지 자기효능감 증진
을 위한 정보원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효능원천인 성취경험을 달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식이기록,만보계 등 측정 기
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하거나(이은옥 등,1997;유수정
등,2001;이미라 & 송미순,2003),집단교육을 통한 성취경험 공유(안재현,2000;
이 지현 등,2002),시청각 자료를 본 후 성취달성(송미령,1999;신주용․ 김순용,
2002;감성희 등,2003),운동을 통한 개인적 변화 경험(한신희,2000;황애란 등,
2002)이다.그 밖에 대리경험을 위해서는 비디오 시청이나 집단모임 등을 통하여,
언어적 설득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하여,정서적 각성을 줄이
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이완요법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간호대상자 중심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

면,간호사를 대상으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
다.국외인 경우 컴퓨터상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를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Snadra,1999;Babenko-Mould,2004),Bandura(1977;
1986;1997)의 자기효능이론을 기틀로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Goldenberg,2005)즉,임상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간호학생 대상으로 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로서,자기
효능 속성 중 학습가능성에 대해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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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경경경력력력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여 경력 자기효능감(careerself-efficacy)을 처음 주장하였다.이
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들,즉 저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지니
고 있는 여성들은 경력이동 뿐만 아니라 경력선택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고 주장한다.따라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력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Hackett와 Betz(1981)의 이론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이는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력관련 자기효능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
면서,낮은 자기효능감의 원인을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이 이론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찾고 있는데,Albert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 및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
여 여성 경력개발에 대한 자기효능감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개인들이 자기효능
감을 갖게 되거나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정보원천으로 ① 성취경험 ② 대리경
험 ③ 정서적 각성 ④ 언어적 설득을 들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경력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강한 자기효능감이 결여되고 있어 경력추구에 있어 자신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2>는 그것
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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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통적 여성사회화로 인한 자기효능감 효과 설명모형
출처 :Hackett,G.,& Betz,N.E.(1981).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developmentofwomen.JournalofVocationalBehavior18,333

Hackett와 Betz(1981)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남성 직업영역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자기효능감의 차이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전통적인 직업 중의 하나인 간호사는 여성 직업
분야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강한 직업이지만,신규간호사인 경우 자신이 가진 역량
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들의 직무 및 조직적응과정에서 밝
힌 선행연구들과 연계하여 전통적인 간호조직에서의 사회화 사례 때문임을
Bandura의 네 가지 효능정보원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정보원

여성사회화 경험의
전형적인 사례 자기효능감 효과

성취경험

집안일과 양육활동에 보다 많
이 관여하는데 반하여 스포
츠,기계조작,다른 전통적인
‘남성적’영역에는 적은 관여

․집안활동에 대한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
․대부분의 다른 활동영역
에서는 낮은 자기효능감

대리경험

․경력가능성 있는 모든 범위
에서 나타나는 여성역할모델
들의 부족
․대부분의 여성모델들은 전
통적인 역할과 직업에 국한

․전통적인 여성역할과 직
업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
감
․비전통적인 직업에서는
낮은 자기효능감

정서적 각성 전형적 여성유형의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을 보임

일반적이고 특수한 자기효
능감 모두에서 자기효능감
감소

언어적 설득
비전통적 분야와 활동(수학,
과학)에 대한 격려가 부족하
거나 적극적으로 실망을 줌

다양한 경력가능성에 대한
저하된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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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취경험
윤숙희(2002)는 신규간호사는 병원에 입사하여 환자를 보게 되면서 자신들이 간

호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데,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전문지식과
기술부족이다.다음 순위로 업무 수행시 막막함이라고 하였다.전문서적에 나오는 나
열된 지식들을 열심히 보고 자신 있게 준비하여 병원에 출근하지만 막상 환자력을
보면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막막함이 짓눌린다고 한다.익숙하지 않은 환자를 받으
면 처음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다.김복순 등(1999)에서 다룬 병원간호사
의 사회화 경험에서 신규간호사는 지식부족과 미숙함으로 당황함을 느끼면서 의기소
침해지고 열등감과 자존감 저하,자신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김혜
숙(1995)은 신규간호사의 간호행위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규간호사가 정규간
호교육을 마치고 임상에 처음 나왔을 때 실제로 간호대상자에게 독자적으로 간호행
위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학교에서의 이론적인 환경에서
졸업하고 임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론과 임상상
황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황선영 등(2002)의 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차이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학교 다닐 때 용어나 약물을
책에서 보기는 했지만 국가고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임상에
서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새로이 처음부터 익
혀야 하는데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다.또한 학교 다닐 때는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열등생이 된 기분이며,모르는 것도 많고 기가 죽을 때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는 성취경험과 관련하여 간호학생일 때에는 임상실습 시에도 단편
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반면,병
원에 입사하여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막막함,전문지식과 기술부족으
로 인하여 환자간호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대리경험
간호전문대학 임상실습교육의 교수효율성에 대한 연구(유영환,1997)에서 대다

수의 간호전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과의 연계에서 학사일정과 실습지의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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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91.5%가 실습에 임한다고 하였다.또한,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역할모델이 없다고 46.4%가 응답하였다.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에 대한 박인숙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학년
이 올라갈수록 실습지에서는 예비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게 되는데,이
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학생은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
서 실습을 하게 되어 지식부족을 느끼는 경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간호학생은 임상에서 역할모델은

없다고 느끼고 있으나,학사일정에서도 이론을 배우지 않고 실습을 하게 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여서 이론과 실무의 연계도 안 되고 있어 대리경험 기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규간호사로 입사하여 직무 및 조직적응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정서적 각성
신규간호사가 스트레스로 인해 겪고 있는 증상으로는 자존감 저하,절망감,위

축감,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불면증과 탈모,긴장으로 인한 떨림 증
상,식욕감퇴 등의 신체적 증상 등이 보고 되고 있다(윤숙희,2002).신규간호사의
초기 임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박수정(1998)의 연구에서도 오
리엔테이션 기간에 신규간호사는 간호활동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
며,대인관계에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생소한 병원환경은
신규간호사로 하여금 불안과 관련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과 그로 인한 자기효능
감 저하를 경험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언어적 설득
윤숙희(2002)는 신규간호사가 실수를 하게 되는 자신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근무를 마치면서 환자를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해줄 때에는 미숙함으로 인
해 선배들이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목소리도 떨리는 등 주위에서의 지적
에 대한 긴장을 경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신규간호사는
스스로 혼나고만 있는 자신에 대해 화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황선영 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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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규간호사의 임상경험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서 상급자의 꾸지람으로 마음이
상함을 주제모음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적으로 권인각 등(2002)의 신규간호사
프리셉터 핵심역량 평가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프리셉터십이 신규간호사들의 인지
적,기술적인 측면의 학습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감성적 영역에서의 교육에는 전반
적으로 미약하여 핵심역량과 대인관계,자아존중감과 같은 감성적 영역의 능력은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다.이는 Bandura의 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신규간호사가 낮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내용을 Hackett와 Betz(1981)의 설명모형에 대비하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전통적 사회화로 인한 신규간호사 자기효능감 효과 설명모형

자기효능감
정보원

신규간호사 사회화경험의
사례 자기효능감 효과

성취경험

이론적인 간호지식에는 익숙
하나 임상실무현장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이해하
는 능력과 여유가 없으므로
낮은 자기효능감

․교과서에 기록된 단편적
인 간호지식에는 높은 자
기효능감
․임상현장에서 간호지식
을 연계하여 이해하고 적
용하여 간호활동을 수행하
는 데는 낮은 자기효능감

대리경험
간호학생 때 경험한 상황이
제한적이여서 간호사에 대한
역할모델이 단편적

간호학생 임상실습 시 제
한된 경험으로 인하여 입
사이후 통합적이고 복합적
인 상황에서 보다 낮은 자
기효능감

정서적 각성 낯선 환경에 대한 높은 불안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감소

언어적 설득 업무중심의 프리셉터십 운영
으로 개인적인 격려부족

간호업무지식과 기술습득
에 치중한 프리셉터십 운
영으로 저하된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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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와와와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111...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조직사회화 개념은 사회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회화의 개념을 조직차원에 적
용한 개념으로 Schein(1968)이 처음 도입하였다.조직사회화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가정의 환경과 규범 및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규범에 서서히 적응하는 것
과 같이 기업에 새로이 입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의 주요 규범과 규칙이 무엇이며,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어떻게 상대
해야 하는 가 등을 파악하는 것(Schein,1980)을 의미한다.김문실과 최순옥(2003)
은 조직사회화란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설립방침을 수용하고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며,조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기술의 습득 및 지지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직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있는 일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Feldman(1997)은 사회화는 개인과 조직이 상호관계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므로 복잡하며,개인에게는 기술과 지식 개발,역
할행동과 규범,작업집단의 가치에 대해 조직의 요구와 기대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Chatman(1991)과 Hess(1993)는 신입사원 조직사회화의 궁극적 목적은 개
인과 조직 사이의 합치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고,개인-조직간 합치는 조직가치
의 유형과 개인가치 유형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며,조직과 개인은 상호적응과정
을 통해 가치의 합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사회화 내용이 환경 또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이며,특히 신입사

원의 경우 조직적응이 조직사회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과변수라고 볼 수
있다(Jones,1983;Jones,1986). Feldman은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한 결과변수로
행위적,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입사 후 변화 및 학습과정
으로는 역할갈등의 해결,과업숙달,집단규범 및 가치의 이해 등 세 변수가,행위
적 변수로는 역할수행,자발적인 혁신과 협력,정서적 변수로는 일반적 만족,내재
적 동기부여,직무몰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렇듯,조직사회화 결과는 신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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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직 모두에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게 되어,신규직원에게는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증가,스트레스 감소,조직내부자에게 수용되는 결과를 제공하며,조직에는
신뢰할 만한 성과,이직의도 감소,재임기간의 증가 등의 결과를 제공한다(최순옥,
2004).조직사회화 결과는 조직생활 내의 모든 경험과 행동들의 지침이 될 수 있
는 직업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 획득되는 것이다(Shibutani,1962). 이러한
사회화 결과들은 신입사원의 적응의 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며,조직 역
할에 대한 적합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함께 조직과 조직 목표에 신입사원을 연
결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 개발의 획득을 의미한다(Kammeyer-Muller&
Wangberg,1993).이렇듯 조직사회화 연구에서 조직사회화 결과변수로 검토된 변
수들은 매우 다양하다.이 가운데 조직몰입(Fisher,1987;김한얼,1993,박경규․
윤종록,1997),직무만족(Feldman,1976;Toffler,1981;김한얼,1993;박경규․ 윤
종록,1997)등이 대부분 연구되었다.그 외에도 역할 관련하여 역할적응(Toffler,
1981;유옥수 & 박정호,1998),이직의도(Feldman,1981;Chatmen,1988;박경규
& 윤종록,1997)등이 연구되었다.
간호학에서 간호사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

회화는 간호직에 필요한 지식,기술은 물론,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간호사로 되어 가는 과정이다
(한윤복,1984).그 이후,김문실과 최순옥(2003)은 약간 각도를 달리하여 Walker
& Avant(1988)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조직사회화 개념을 선택하여 분석을 시
도하였다.이들은 조직사회화란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설립방침을 수용하고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며,조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기술의 습득 및
지지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직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있는 일원
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한윤복(1984)은 사회화 과정을 사회구조
안에서 자극-반응을 경험하고 행동양식을 학습하여 사회적 역할을 선택하고 훈
련하여 가치를 내면화해서 사회적 성격이 성숙되어 나가는 순서 또는 경로로 정
의하고 1단계를 취업해서 2개월 이내,2단계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3단계는 7개
월에서 12개월까지,4단계는13개월부터 24개월까지,5단계는 25개월 이상으로 구
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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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조직사회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론을 시도한 김복순
(2002)은 간호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사회화는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과 일정기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간호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재사회화 과정 등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하였다.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지식,태도,가치,기술의 변화뿐 만 아니
라 변화에 따른 갈등을 겪게 되는데,그들은 분투의 단계인 준비기,눈 뜨임의 단
계로서의 이행기,변화의 단계인 전환기,정체성 혼란의 단계인 갈등기,성숙의 단
계인 수용기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들 조직사회화 과정
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단계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 적응하고
있으며,각 단계에서의 적응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Taormina(1997)는 훈련,직무와 회사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협조자

들의 지지,회사 내에서 보상되는 장래를 조망하는 조직사회화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규명하면서,홍콩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하여 소진(burnout)
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조직사회화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조직사회화 영역은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가들은 조직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실질적으로 실증연구에서도 네 가지 조직사회화 영역과 소진 요소들과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Taormina,2000).
미국의 간호환경에서 Schmalenberg(1978)는 학생간호사로부터 일반간호사까지

의 역할변화에는 밀월단계(honeymoom phase), 충격단계(shock), 회복단계
(recover),그리고 해결단계(resolution)의 4단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신규간호
사가 작업환경에서 진정으로 환영을 받는 기간인 첫 단계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
으나,둘째 단계에서 학교에서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Huston과 Marquis(1989)는 회복단계와 해결단계 동안 적절한 관리자의 활동과 오
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신규간호사들의 사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므로,신규
간호사들의 조직사회화를 위해 간호역할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기회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속에 세워야만 한다고 공식적인 조직사
회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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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와와와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조직사회화의 개인 특성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것은 Jones(1983)의 연
구에서 처음 시도하였다.자기효능감이 강한 신입사원은 새로운 상황을 정의하는
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였다.그는 개인변수와
상황변수의 상호작용이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
호작용주의자 관점에서 사회화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반면,
Weiss(1978)는 자기효능감이 강한 신입사원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므로 남들이 도달하기 어려워하는 모험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하고자 노
력하므로 사회화 전략에 따른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오히려 조직사회화의 효과는
적어진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입사 시 Feldman(1977)의 조우 단계에서 현실충격(reality

shock)을 조절하고 입사 후 자신이 처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반응방식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김흥국(2004)은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신규직원 대상의 프로그램은 Feldman(1976)의 조직사회화모형을 기본으로 연구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Feldman은 조직사회화 과정에 대하여 의료조직에서 관
리개념을 다룰 때 유용하게 사회화 3단계 모형 즉,1단계 사회화 참여,2단계인 조
우,3단계 역할관리 과정을 주장하였다.Feldman의 모형은 조직사회화가 단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연속된 과정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김흥국(2004)
은 이 모형에서 신규직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계획 시 조직은 신규직원이 조직
에 들어와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극복해야 할 사항을 미리 교육
시키고,조직 활동을 신규직원의 입장을 배려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개인은
조직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준비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사회화에 참여해야 하며,
이때 자신이 느끼는 애로점을 상사나 동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데도 적극적
자세로 임하며,입사초기에 직원이 심리적 성공(psychologicalsucess)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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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로서,프로그램 개발 준비,개발,평가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각 단계의 연구방법은 단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연
구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연구단계 및 연구절차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개개개발발발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단단단계계계

목목목적적적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환경 조사

예비 프로그램 평가과정
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
램 개발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평가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서술적 조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무작위 대조군 전후실험

대대대상상상자자자 간호사 76명

-신규간호사 22명
(‘05년도 신규간호사
실험군 11명,대조군 11명)
-포커스그룹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 간호사 7명
,신규간호사 7명

-신규간호사 26명
(‘06년도 신규간호사
실험군 13명,대조군 13명)

기기기간간간 2005.4 2005.6～ 2005.12 2006.2～ 2006.5

측측측정정정
변변변수수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
분석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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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 우
선,프로그램 대상인 신규간호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단위에서의 교육훈련
환경을 파악하였다.그리고 간호사들의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조직몰입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또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
에서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해 사용할 측정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
였다.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프로그램 개발준비단계에서 교육훈련 환경과 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측정 변
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 연구로 설계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경기도 소재 745병상 규모의 연구대상 병원에 신규간호사로 입사하여 재활병
동,외과계열 병동,외과계 집중치료실,내과계 집중치료실,심장혈관계 집중치료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부서와 개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수
조사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5년 4월 20일부터 4월25일까지 79명을 대상으로 자
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76부를 수거하여 회수율은 96.2%였다.

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1)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부록 :9>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Sherer와 Adams등 (1982)이 처음 개발 한 것을 양길모(1998)가 번역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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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Sherer와 Adams등 (1982)은 17개 문항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그 이후 Bosscher와 Smit(1998)는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주도(initiative),노력(effort),존속(persistence)의 3요인으로 분류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Cronbach'‘salpha는 .690로 보고하고 있다.우리나라에
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양길모(1998)는 Sherer와 Adams등 (1982)이 17개
문항 중 총 14개 문항을 번역하여 수정보완 후 연구에 사용하면서 Cronbach's
alpha.799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신혜경(2004)은 5점 척도, Cronbach'salpha.794로 사용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중앙 집중화 답변 경향을 탈피하기 위하여 4점 척도로 바
꾸어 사용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다소 그렇
다>3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 검증을 위하여 14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도
구의 타당도 요인분석에서 Bosscher와 Smit(1998)의 연구와 동일하게 3개 요인
으로 분류되면서,전체분산의 설명력은 57.96%로 나타났으며,도구의 일관성에 대
한 신뢰도 Cronbach'salpha는 .875로 분석되었다.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관련성이 없게
나타난 3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으로 11개 문항을 프로그램 효과 평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11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에 의한 전체분
산의 설명력은 55.69%였으며,Cronbach'salpha는 .872이다..

2)직무만족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직무만족 측정도구(GeneralSatisfactionScale)는

Paula(1978)가 처음 보건전문직들의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년간 조사연
구를 통하여 개발한 도구이다.그는 7-pointscale로 총 60개 문항을 요인분석결과
48개의 문항으로 축약하였다.7개요인,59% 전체분산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는 7개 요인별로 측정하고 있는데
.696-.846임을 보고하고 있다.우리나라 간호연구에서는 1995년(한 창복)의 연구에
서 5점 척도로 보수 2문항,전문적 위치 3문항,간호사-의사관계 2문항,행정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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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자율성 3문항,업무요구 4문항,상호작용 3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0문항을 사
용하기 시작하였다.5점 척도로 사용한 박현태(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77이였는데,최근 이황(2003)의 연구에서 4점 척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Cronbach'sAlpha는 .80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4점
으로 된 Likert형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별로 그렇지 않다> 2점,<다
소 그렇다> 3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준비단계에서 조사한 결과 도구의 타당도에서
Paula(1978)의 결과와 동일하게 7개 요인으로 나타나면서,전체분산의 설명력은
64.498%였고,Cronbach'salpha는 .7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여 도구의 타당

도를 분석한 결과 관련성이 없는 12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8개 설문문항을 프로
그램 평가에 사용하였으며,이들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60.215%였다.구체적으로 사용한 8개 문항들은
Paula(1978)가 개발한 측정도구에서 7개의 요인 중 전문직위치 1개,간호사-의사
관계 2개,행정 2개,자율성 1개,업무요구 1개,상호작용 1개 문항으로 보수를 제
외하여 모두 있어 요인분석의 특성 즉,파악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정보를 축약하
거나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였다.최종으로 사용한
직무만족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alpha.662이다.

3)과업숙련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과업숙련도 측정은 수행해야 할 직무와 관련된 과업들에 대해 어

느 정도 숙달되었는지,또는 어느 정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입사
원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Chao등(1994)이 개발한 조직사회화 측정 설문 중
에서 과업숙련 측정을 위해 개발한 5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Chao등(1994)이
개발한 사회화 측정도구는 역사사회화,언어사회화,정치사회화,대인관계사회화,
조직가치사회화,업무능력사회화 등 6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중 업무능력
사회화인 과업숙련도는 5개 문항에 해당된다.동일한 측정문항에 대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7점 척도로 사용한 이용규(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4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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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사용한 신혜경(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42였다.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한 결과 도
구의 타당도 요인분석에서 2개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75.913%였고,Cronbach'salpha는 .753로 나타났다.4점으로 된 Likert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별로 그렇지 않다> 2점,<다소 그렇다> 3점,<매우
그렇다>4점으로,점수가 높을수록 과업 숙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조직몰입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몰입도 측정도구는 Poter등(1979)에 의해 개

발한 조직몰입 측정도구(organizationalcommitmentquestionaire)이다.몰입의 특
성인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욕통제(supervision)의 3개 요인으로 분
류하여 7점 Likert척도로 총 15개 문항 개발하였다.그들은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
로 도구를 사용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 병원 종사자 3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신뢰도는 Cronbach'salpha는 .88이였다고 하였다.또한 병원종사자들의
경력만족도와의 타당도는 .40임을 보고하고 있다.(Mowday,Steers,Porter,1979)
우리나라 간호연구에서는 최근 총 15문항으로 4점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
다.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별로 그렇지 않다>2점,<다소 그렇다>3
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된 Likert형 척도로,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용한 이황(2003)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Alpha는 .81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도구의 타당도 요인분석에서 4개 요인으로 나타나면

서,전체분산의 설명력은 62.152%였으며,Cronbach'salpha는 .858이였다.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
한 결과 관련성이 없는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으로 14개 문항을 프로그램 평
가을 위해 사용하였다.조직몰입도 관련한 14개의 설문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세 요인에 의한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57.384% 이였고,
신뢰도 Cronbach'sAlpha.8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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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인구통계변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각 변수들에 대한 설문문항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요인회전방법으로 varimax
rotation을 선택하였으며,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Cronbach's
Alpha로 적용하였다.각 변수들 간의 유의성은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BBB...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본 프로그램은 Hackett와 Betz(1981)의 경력 자기효능감에서 밝힌 설명모형을
근거로 신규간호사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네 가지 정보원에 맞추
어 개발하였다.우선적으로 연구대상 병원에서 신규간호사가 습득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 자료인 ‘기본간호기술’과 ‘간호업무지침’내용을 교육일정에 따라 단계
별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세분화 하였다.추가로 초보자 단계의 간호역량
별 행동지표는 장금성(2000)이 개발한 기준을 근거로 연구대상 병원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여 교육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정기적인 집
단모임과 교육을 통하여 대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Feldman(1977)의 조직사회화 모형에서 강조한 조우단계에서 개인과 조직의 역할
을 반영하여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 각성을 이완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개발한 내용은 간호단위 간호사,수간호사,팀장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프로그램의 초안인 예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개
월간 운영하였고,자료 수집을 반복적으로 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와 신규간호사를 분류하여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보완한 후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다
음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적용한 예비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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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예비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하여 유사 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
계(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design)를 하였다.

<표 1>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개발한 예비 프로그램은 실험군에 임의 배정된 신규간호사 15명에게 중재하였
으며,연구대상병원에서 실시해온 기존 교육훈련 방식을 적용한 대조군 집단에 신
규간호사 15명을 임의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은 2005년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운영하였다.간호부서와 개인의

동의를 받고 대상자 전수에 대해 측정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 시
점은 프리셉터의 개별지도 하에 직무 및 조직적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 운영 2
개월째와 신규간호사가 개별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환자간호 등 조직 및
직무적응을 하게 되는 2개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째이다.

<표 2>기간별 자료수집 내용

대상자 사전조사 중재 사후조사
실험군 ∨ ∨ ∨
대조군 ∨ ∨

측정변수
사전조사 사후조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프로그램 운영
2개월

프로그램 운영
6개월

자기효능감 ∨∨∨ ∨∨∨ ∨∨∨
직무만족도 ∨∨∨ ∨∨∨
과업숙련도 ∨∨∨ ∨∨∨
조직몰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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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기효능감’,‘직무만족
도’,‘과업숙련도’,‘조직몰입도’측정도구 총 3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프로그램으로 전산통계처리를 하였으며,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실험군과 대조군과의 동질성을 χ²-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가설검증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제1가설 검증
신규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사회화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2)제2가설,제3가설 검증
반복 측정된 자료는 반복측정 ANOVA(repeatedmeasuresANOVA)로 분석
하였다.추가로 조직사회화결과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pairedt-test로 유의성
을 분석하였다.

555...예예예비비비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활활활동동동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보보보완완완

다음으로 예비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와 신
규간호사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수집 방법들보다도 더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포커스그룹인터뷰(Russ-Eft․Preskill,2001)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보완사항을 추출하였다.이 방법은 프로그램의 내용평
가뿐 만 아니라,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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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기업교육프로그램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1)포커스 그룹 인터뷰 준비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시작질문,도입질문,전환질문,주요 질문,마무리 질
문내용을 구성하여 각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미리 배분하여 최종 질문
준비를 하였다.

2)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및 자료수집
인터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 7명,신규간호사 7명을 각각 그
룹으로 구성하여 2005년 12월 30일에 가졌다.경력간호사 그룹은 초번 근무조
시작 전인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하였으며,신규간호사 그룹은 낮번 근무조
가 끝난 16시부터 17시30분까지 가졌다.인터뷰 진행은 연구자가 하였으며,연
구보조자 1명을 별도로 정하여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과 주요 사항을 기록하였다.

3)자료분석
녹음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참여자들이 사용한 실제단어들을 정리하
였고,프로그램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내용을 발췌하였다.

CCC...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단단단계계계

최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신규간호사를 개별 지도하는 프리셉터 그룹과 신
규간호사인 프리셉티 그룹을 나누어 각각 중재를 하면서 2개월간 운영하였다.프
로그램 효과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 순수 실험연구로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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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무작위 대조군 순수 실험 설계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연구대상자는 2006년도에 졸업하여 입사가 결정 된 60명의 신규간호사 중 일
차로 2006년 2월 6일부터 간호단위에 배치되어 직무교육을 받기 시작한 30명의
신규간호사들이며,그들을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여 실험군에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간호부서와 개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프로그램 시작 전

인 2006년 2월6일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각각 ‘자기효능감’점수를 측정하
였다.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15명으로 배치하였으며,그들 중 프로그램 운영 2
개월까지 각 2명씩 사직하여 총 26명(실험군 13명,대조군 13명)을 대상으로 ‘06
년 3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적응
하는 근무 4개월째(‘06년 5월말)에 추가로 3명이 사직하여 총 23명(실험군 12명,
대조군 11명)을 대상으로 ‘06년 5월29일-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표 4>최종 프로그램의 자료수집 내용

대상자 사전조사 중재 사후조사
실험군 ∨ ∨ ∨
대조군 ∨ ∨

측정변수
사전조사 사후조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프로그램 운영
2개월

프로그램 종료 후
2개월

자기효능감 ∨∨∨ ∨∨∨ ∨∨∨
직무만족 ∨∨∨ ∨∨∨
과업숙련도 ∨∨∨ ∨∨∨
조직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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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기효능감’,‘직무만족
도’,‘과업숙련도’,‘조직몰입도’측정도구 총 3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프로그램으로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신규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가설검증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제1가설 검증
신규간호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조직사회화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2)제2가설,제3가설 검증
반복 측정된 자료는 반복측정 ANOVA(repeatedmeasuresANOVA)로 분
석하였다.추가로 조직사회화결과 변수들의 변화에 대해 pairedt-test로 유
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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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단계에서 조사한 대상병원 간호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은<표 5>와 같다.

<표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6

특성 구분 실수(%)
연령 21～ 23세 18(24.3)

24～ 26세 37(50.0)
27～ 29세 11(14.9)
30세 이상 8(10.8)

결혼 기혼 6(8.0)
미혼 68(92.0)

종교 기독교 23(31.0)
불교 14(18.9)
천주교 5(6.8)
없음 32(43.3)

학력 전문대졸 52(70.3)
대학졸 17(23.0)
RN-BSN중 2(2.7)
RN-BSN졸 3(4.0)

근무부서 병동 44(60.3)
집중치료실 29(39.7)

임상경력 6개월 이하 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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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대상자는 50%가 24세-26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92%가 미혼이였고,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 중 43.3%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인 경우가
7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졸업이후 2.7%가 RN-BSN 과정중이였으며 4%가
BSN 과정을 졸업하였다.대상병원에서의 임상경력은 32.4%가 2년-3년이였고,신
규간호사 교육을 받을 때 프리셉터와 중복 근무기간은 4주미만이 30.3%,4주가
40.9%로 응답자의 71%이상이 4주이하의 중복 근무기간을 거치고 혼자서 담당간
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경험
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4.9%를 차지하고 있었다.

7～ 12개월 8(10.8)
13～ 24개월 14(18.9)
25～ 36개월 24(32.4)
37～ 48개월 11(14.9)
49～ 60개월 7(9.5)
61개월 이상 2(2.7)

부서경력 6개월 이하 11(14.9)
7～ 12개월 7(9.5)
13～ 24개월 16(21.6)
25～ 36개월 26(35.1)
37～ 48개월 7(9.5)
49～ 60개월 4(5.4)
61개월 이상 3(4.0)

프리셉터와 중복
근무기간

4주미만 20(30.3)
4주 27(40.9)
5～ 8주 미만 7(10.6)
8주 11(16.7)
8주 이상 1(1.5)

프리셉터 경험 있음 11(15.1)
없음 62(84.9)

근무부서 분위기 만족 59(80.1)
불만족 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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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세부 변수들
을 확정하고,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프로그램 평가를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들의 상호 관련

성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
정도구는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요인수를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총 54개의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4개의 요인으로 묶여지는 지에 대한

요인분석을 일차적으로 varimaxrotation,principlecomponentanalysis를 실시
하였다.변수들의 1차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요인분석결과 요인 1에
는 조직몰입도 관련한 문항이 묶어졌으나 자기효능관련 문항 1개(자기효능측정
5번 문항),직무만족 관련 문항 4개(직무만족도 측정문항 18번,5번,7번,17번(역
환산문항))도 같이 묶이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요인 2에서는 자기효능감 관련
한 문항이 묶어졌으나 직무만족도 관련 4개 문항(2번,10번,3번,13번 문항),조
직몰입도 관련 1개 문항(역 환산 7번 문항)이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 3에는 직무만족도 관련 문항이 묶이었으며,요인 4에는 과업숙련도 관련 문
항이 묶이었다.요인 4에 자기효능감 관련 2개(역 환산 13번 문항,7번 문항),직
무만족도 관련 3개 문항(역 환산 6,12,4번)이 추가로 묶이어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주)역환산 문항은 “역만족”,“역몰입”,“역과업”,“역효”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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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측정도구의 1차 요인분석 표시는 분석에서 제외한 문항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몰입 15 0.770 -0.076 0.012 -0.038
몰입 2 0.722 0.180 -0.014 -0.163
몰입 6 0.706 0.351 0.075 0.087
몰입 10 0.700 0.311 -0.042 -0.309
몰입 5 0.670 -0.083 0.098 0.011
역몰입 3 0.645 -0.251 0.138 0.143
몰입 13 0.640 -0.117 0.210 0.176
몰입 14 0.622 0.126 0.211 0.049
역몰입 8 0.545 0.244 0.091 -0.313
몰입 4 0.524 0.279 -0.265 0.073
몰입 1 0.514 0.105 0.076 -0.076
역몰입11 0.491 0.077 0.261 0.038
효능 5* 0.476 0.451 -0.152 0.159
역몰입12 0.474 -0.180 0.353 -0.050
만족 18* 0.469 0.246 0.383 -0.054
만족 5* 0.408 0.032 0.350 -0.244
역몰입 9 0.404 0.146 0.230 -0.156
만족 7* 0.337 -0.036 0.267 -0.019
역만족17* 0.294 0.034 0.192 0.132
역효 14 0.153 0.703 0.079 -0.004
역효 12 -0.106 0.679 0.113 0.057
역효 4 0.020 0.674 0.023 -0.081
역효 10 0.290 0.633 0.022 0.221
역효 6 0.217 0.629 -0.034 0.151
역효 3 0.158 0.620 0.034 0.153
역효 9 0.301 0.597 -0.026 0.305
역효 11 0.194 0.589 0.050 0.061
효능 1 -0.201 0.576 -0.080 0.354
만족 2* 0.358 0.547 0.313 -0.156
만족 10* 0.017 0.489 0.261 -0.006
효능 8 -0.167 0.471 0.175 0.155
역효 2 -0.019 0.470 -0.120 0.333
만족 3* 0.299 0.463 -0.131 -0.113
만족 13* -0.117 0.372 -0.213 -0.035
역몰입 7* 0.079 -0.246 0.137 -0.115
만족    9 -0.063 0.007 0.702 0.014
만족 16 0.164 0.163 0.616 0.043
만족 8 0.185 0.088 -0.557 -0.072
만족 1 0.369 0.052 0.500 -0.233
만족 11 0.196 0.191 0.498 -0.129
만족 19 0.310 -0.026 0.497 -0.150
만족 15 0.380 -0.175 0.439 0.138
만족 20 0.301 0.294 0.413 -0.186
역만족14 0.155 -0.079 0.393 0.055
역과업 1 -0.240 0.047 -0.186 0.712
역과업 4 -0.355 0.041 -0.121 0.649
과업 2 0.070 0.288 0.034 0.639
과업 3 0.149 0.273 0.257 0.607
역효 13* -0.188 0.368 0.010 0.531
과업    5 0.149 0.249 0.219 0.487
역만족 6* -0.001 0.036 0.071 -0.452
효능 7* 0.184 0.236 -0.172 0.366
역만족12* 0.132 -0.180 0.070 0.227
역만족 4* 0.126 -0.165 0.166 -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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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문항을 4개 요인으로 다시 추출한 결과 추가로 요인 1에 직무만족 관련
문항이 묶이어 삭제하였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기효능감 14문항 중 3개 문항,
조직만족도 20문항 중 12개 문항,조직몰입도 15문항 중 1개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표 7>은 최종으로 프로그램 평가에서 분석한 38개 문항을 4개
요인으로 회전한 결과이다.

<표 7>측정도구의 2차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몰입 15 ...777555999 -.037 -.029 .048
몰입 10 ...777555333 .256 -.146 -.059
몰입 6 ...666888111 .320 .139 .052
몰입 2 ...666777777 .182 -.188 -.066
몰입 5 ...666666555 -.005 .023 .186
몰입 13 ...666333555 -.198 .237 .090
몰입 14 ...666333111 .112 .108 .227
역몰입 3 ...666111333 -.018 .081 .163
역몰입 8 ...555777444 .285 -.255 .120
몰입 1 ...555666333 .047 -.091 -.014
몰입 4 ...555555666 .344 .134 -.269
역몰입12 ...444888999 -.092 -.087 .327
역몰입11 ...444111333 .182 -.022 .344
역몰입 9 ...333888555 .321 -.224 .328
역효 12 -.105 ...777666666 -.006 .115
역효 6 .153 ...777555999 .062 .015
역효 14 .136 ...777555000 -.037 .133
역효 4 .060 ...777000111 -.062 -.030
역효 11 .171 ...666999555 .104 .080
역효 9 .249 ...666888666 .233 .021
역효 3 .171 ...666777333 .104 .002
역효 10 .326 ...666444111 .316 -.018
효능 1 -.236 ...555000888 .348 -.092
효능 8 -.167 ...444888111 .131 .127
역효 2 -.014 ...444666666 .362 -.091
과업 2 .133 .170 ...777777111 -.060
과업 3 .135 .228 ...777555333 .235
과업 5 .096 .064 ...666222888 .217
역과업 4 -.348 .106 ...666000111 -.100
역과업 1 -.277 .120 ...555777555 -.203
만족 9 -.098 -.061 .017 ...666333222
만족 16 .194 .122 .017 ...666111888
역만족 8 -.199 .038 .085 ...555555999
역만족14 .075 .045 .010 ...555333333
만족 15 .345 -.093 .121 ...555222666
만족 19 .394 -.041 -.074 ...444333555
만족 20 .379 .284 -.067 ...444000222
만족 11 .269 .122 -.097 ...3339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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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총 38개의 설문문항들의 내적일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Cronbach'sα 계수를 이용하여 실시한 결과이다.

<표 8> 측정도구의 신뢰도분석

333...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확정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관계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1)변수의 기술통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들의 점수는 <표 9>와 같다.각

변수들의 평균에 대해 문항수로 나누어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대상자들은 자
기효능감을 3.01점으로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도가 2.2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변수의 기술통계
n=76

변수 문항수 신뢰도(Cronbach'sα)
자기효능감 11 .872
직무만족도 8 .662
과업숙련도 5 .753
조직몰입도 14 .878

변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문항수 최소값 최대값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33.15±3.62
18.20±2.82
13.97±1.83
38.79±4.95

3.01
2.28
2.79
2.84

26
12
10
25

43
28
1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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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표 10>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유의수준 *p<.05 **p<.001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r=.186,p=.120)과는 정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과업숙련도(r=.320,p=006),조직몰입도(r=.272,p=.026)와는 정 상관관계가 있으
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직무만족도와 과업숙련도는 정 상관관계
(r=.027,p=.820)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도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r=.447,p=.000).
반면,과업숙련도와 조직몰입도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r=-.027,p=.826).따라서 간호사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업숙련
도와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BBB...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단단단계계계

111...예예예비비비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 증증증진진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본 연구의 신규간호사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 초안인 예비프로그램은 Bandura(1977)
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네 가지 정보원과 신규간호사들이 습득해야 할 과업인

변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 1.000 .186 .320* .272*
직무만족도 1.000 .027 .447**
과업숙련도 1.000 -.027
조직몰입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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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기술 및 간호업무지침,행동지표들을 적응 단계별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
였다.단계별 성취 목표는 조직내부자들인 현장관리자(수간호사 8인,팀장 1인)들
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자문 내용과 간호사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간호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취해야 할 교육내용들(실무교육지침,기본간호 체
크리스트,행동지표)을 중심으로 하였다.또한,Feldman(1977)의 조직사회화 모형
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하였다.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조직사회화는 신규간호사를 학습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 배워야할 내용

과 변화 받아야 할 내용은 중요한데,조직사회화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문헌은
크게 5가지로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Fisher,1986).①예비학습,②조직의 가치,목
표와 문화 ③ 작업집단의 가치,규범,동료/상사와의 우정 ④직무수행방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⑤ 조직과의 일체감,자아상,동기부여과정 측면과 관
련된 개인의 변화이다.이중 ①,②의 경우 간호단위에 배치하기 전 간호부 공통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본 프로그램에는 포함하지 않고,③,
④,⑤를 집중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작업집단의 가치,규범,동료/상사와의 우정 항목은 정기적인 모임과 면담,멘

토/프리셉터와의 관계를 통하여 학습하며,직무수행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은 프리셉터를 통한 개별교육 방법으로 하였다. 자기효능감 증진 정보
원에 따라 신규간호사가 습득해야 할 직무교육내용과 연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성취경험
본 프로그램에서는 직무수행방법,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성취경험을 유도하고자 계획하였다.현장교육 시작시점부터 단계
별로 성취해야 할 직무수행 목표 수준을 기본간호행위 체크리스트<부록 1>와 간
호단위 실무교육 지침<부록 3>에 명기된 항목들을 세분화하였다.간호역량별 신
규간호사의 행동지표<부록 2>는 장금성(2000)이 Benner의 Dreyfus기술습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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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수정을 거쳐 우리나라 병원 상황에 맞게 구성한 4단계 등급 중 초보자 단계
(입사 후 1년 정도)간호역량을 기초로 하였다.이를 대상병원 수준에 맞게 입사
후 2개월,4개월,6개월로 역량 개발 단계를 구분하여 전문가 그룹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의 단계별 역량을 구성하였다.
프리셉터와의 개별지도 교육기간 후에는 담당간호사로서 프리셉터와 동일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자 장 금성(2000)에 제시한 초보
자 단계의 핵심기준은 교육훈련 목표로 현실화하여 조직내부자들 간에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대리경험
신규간호사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프리셉터와

멘토를 정해 줌으로써 대리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그리고 프리셉터의 공식적
인 개별 지도 기간을 2개월로 고정하였다.근무일정은 특이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프리셉티와 동일하게 하여 충분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2005년도 신규간호사로 입사하여 조직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적응하고 있는 선
배간호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경험을 듣고,적응을 위해 필요한 자세 등
을 나누는 대리경험을 하였다.선행연구 자료들을 근거로 “신규간호사의 적응경험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집단교육을 통하여 정보 제공하였다.신규간호사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하여 그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신규간호사 동료들의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언어적 설득
부서내 프리셉터․멘토와 수간호사,팀장과의 만남시간을 공식적으로 계획하

므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저하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
지하는 언어적 설득을 제공하였다.주기별로 목표면담과 수행평가면담을 통하여
적응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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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서적 각성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괴로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

화하면서 병원환경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하여 참
여할 수 있도록 부서 수간호사들이 배려해줌으로써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댄스교실”,“프리셉터/멘토와의 야유회”,
“CAN DAY"(다양한 종류의 캔을 마시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1회이다.

2)예비 프로그램 운영
예비 프로그램 기간은 총 6개월로 계획하였다.운영시기별 차이점은 초기 2

개월간은 프리셉터의 지도하여 근무일정을 동일하여 하여 개별적인 직무교육을
하며,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동료간호사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담당환자들을 직
접 혼자서 맡고 간호하게 되는 기간이다.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11>
과 같다.



<표 11>자기효능증진 예비프로그램

정보원 항목 중재전략
활동수준 프로그램 운영

개별 집단 집단활동

성취
경험

▷ 신규간호사 기본간호행위 체크리스트<부

록1> 단계별 성취

▷ 간호단위별 주 간호행위에 대한 기본간

호를 2,4, 6개월로 구분하여 성취지도

∨

▷ 간호역량별 신규간호사 행동지표<부록2> 

단계별 성취

▷ 간호역량별 구체적인 행동지표2, 4, 6개

월로  구분하여 pass/fail제 운영

∨

▷ 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부록3> 기간별 

성취

▷개별목표 달성정도 파악위해 평가표 작성

 

∨

대리
경험

▷ 선배를 통한 대리경험 ▷ 프로셉터와 1:1개별교육

지정된 멘토를 통한 조직생활에 대한 학습

선배간호사의 경험담을 통한 간접경험

∨

∨

∨ 

2004년도 선배 신규간호사와의 적응경

험을 듣고, 적응준비(첫모임-6월)

▷동료를 통한 대리경험 ▷동료 신규간호사들의 월1회 정기만남 ∨ 동료들이 간호단위에서 경험한 사례 얘

기하면서 동일한 경험임을 확인하고 격

려하기

언어적
설득

▷면담 및 집단교육을 통한 언어적 설득 ▷ 프리셉터/멘토와의 수시면담

▷ 수간호사 면담 : 1개월-목표면담, 2, 4, 

6개월 평가면담

∨



정보원 항목 중재전략
활동수준 프로그램 운영

개별 집단 집단활동

▷ 팀장과 정기미팅(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신규간호사 월 1회 정기모임과 동일)모임

신규간호사관련 지식전달 교육
∨

▷ 신규간호사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결

과 밝혀진 내용 전달

▷ 간호역량별 초보간호사들이 습득해야

할 수준 공유를 통하여 단계별로 성취달

성 격려하기

정서적
각성

▷ 팀 수준의 행사를 통한 정서적 각성
▷ CAN DAY : 1회

▷야유회 1회 (프리셉터/멘토와 함께)

▷ 댄스교실 : 주2회

∨

▷8개 간호단위가 모임 팀 공동행사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하고 선배들과 서

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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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1)연구대상자간 사전 동질성 검정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대상병원에서의 학생실습경험,사회경험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χ²-test로 분석한 결과,실험군과 대조군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비모수 Mann-Whitney
U검정으로도 분석하였으나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은 없
었다.

<표 12>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
n=22

특성 구분 대조군(n=11)실험군(n=11) 계
χ² p값실수 (%) 실수 (%) 실수 (%)

연령 21세 3(27.2) 2(18.2) 5(22.7) 3.70 .45
22세 5(45.5) 3(27.3) 8(36.4)
23세 1(9.1) 1(9.1) 2(9.0)
24세 0 3(27.2) 3(13.7)
25세 2(18.2) 2(18.2) 4(18.2)

종교 기독교 5(45.5) 2(18.2) 7(31.8) 4.02 .26
불교 0 2(18.2) 2(9.0)
천주교 2(18.2) 1(9.1) 3(13.7)
무 4(36.3) 6(54.5) 10(45.5)

학력 3년제 졸 10(90.9) 11(100) 21(95.5) 1.05 .50
4년제 졸 1(9.1) 0 1(0.5)

사회경험 있다 9(81.8) 9(81.8) 18(81.8) 1.22 .29
없다 2(18.2) 2(18.2) 4(18.2)

본원학생
실습경험

예 2(18.2) 6(54.5) 8(36.4) 3.14 .09
아니오 9(81.8) 5(45.5) 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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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검증
(1)제1가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사회화 결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pearson
correlation으로 하였다.

<표 13>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
n=22

유의수준 *p<.05 **p<.001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프리셉터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직사
회화하는 2개월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도(r=-.105,p=645)와는 부의 상관관계,
과업숙련도(r=.385,p=.077)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조직몰입도(r=.466,p=.029)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프리셉터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혼자서 적응하는 단계인 3개월부터 시
작하여 6개월째에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변수들
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직무만족(r=.327,p=.138),과업숙련도(r=.250,p=.261)와
는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조직몰입도(r=.664,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따라서 2개월과 6개월
에 모두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간호사일수록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
중 조직몰입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조직몰입
도의 상관계수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제1가
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제2가설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점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효능정보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프로그램 운영 2개월과 6개월의 시차를 두면

변수 기간 직무만족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 2개월 -.105 .385 .466*

6개월 .327 .250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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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그룹간 차이를 조사하였다.반복적으로 조사한 신규간호사
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14>와 같다.

<표 14>자기효능감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운영 2개월에 실험군에서는 오히려 사전조사한 점수보
다 감소하였다가 운영 6개월째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대조군에서는 사전
점수보다 2개월에 증가하였다가 운영 6개월째에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이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5.82

35.27

34.18 34.09

35.09

34.45

33

33.5

34

34.5

35

35.5

36

사전 운영 2개월 운영 6개월

기간

평
균
점
수

실험군

대조군

<그림 5>측정시점에 따른 자기효능감

가설 검증을 위하여 자기효능감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repeated
measureANOVA로 분석한 결과,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795,p=.383),측정시기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F=.107,

변수 측정시기 실험군(n=11) 대조군(n=11)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감 사전 35.82±3.71 34.18±3.57
운영 2개월 35.09±4.13 34.45±3.36
운영 6개월 35.27±2.45 34.0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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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99),측정시기와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자기 효
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F=.249,p=.781)제1가설
은 기각되었다<표 15>.

<표 15>자기효능감의 측정시기별,집단별 차이

(3)제3가설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프리셉터와 개별교육 기간 2개월 종료시점과 개별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인 3월부터 6개월 시점에 각각 조직사회화 결과변수인 ‘직무만족도’,‘과업숙련
도’,‘조직몰입도’측정하여 t-test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가설검증은 repeated
measure·ANOVA로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① 직무만족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운영 시기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표 16>직무만족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프리셉터의 개별지도 하에 적응하게 되는 기간인 2개월에 측정한 직무만족도

분산의 출처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 간 집단 21.879 1 21.879 .795 .383

오차 550.606 20 27.530
집단 내 시기 1.182 2 .591 .107 .899

시기 ×집단 2.758 2 1.379 .249 .781
오차 221.394 40 5.535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직무만족도 실험군 운영 2개월 11 20.82±1.66 1.671 .126운영 6개월 11 19.73±2.05

대조군 운영 2개월 11 21.00±2.19 1.480 .170운영 6개월 11 20.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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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보다 혼자서 적응하고 있는 6개월째에 측정한 점수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위의 결과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9.73

20.18
20.82

21

19

19.5

20

20.5

21

21.5

운영 2개월 운영 6개월

기간

평
균

점
수

실험군

대조군

<그림 6>운영기간별 직무만족도

② 과업숙련도
프리셉터의 개별지도가 이루어지면서 업무를 익히게 되는 운영 2개월까지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인 ‘과업숙련도’는 낮았으나,운영 6개월에는 오히려 두 군 모
두에서 증가하고 있으며,증가의 폭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17>과업숙련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운영 2개월과 6개월에서 신규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과업숙련도는 실험군
(t=-3.008,p=.013),대조군(t=-2.246,p=.049)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상승하고 있었다.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7>와 같다.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과업숙련도 실험군 운영 2개월 11 11.55±2.02-3.008 .013운영 6개월 11 13.18±1.54

대조군 운영 2개월 11 11.82±1.54-2.246 .049운영 6개월 11 13.1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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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운영기간별 과업숙련도

③ 조직몰입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조직몰입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운영 시기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와 같다.

<표 18>조직몰입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운영 2개월과 6개월에서 신규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조직몰입도 점수는 실험
군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t=1.707,p=.119),대조군에
서도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503,
p=.006).위의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따라서,프리셉터 개별 교육기간이
지난 후 대조군에서는 조직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어 프리셉터 의존적인 교육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조직몰입도 실험군 운영 2개월 11 43.64±4.63 1.707 .119운영 6개월 11 41.45±2.62

대조군 운영 2개월 11 46.36±4.82 3.503 .006운영 6개월 11 42.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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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운영기간별 조직몰입도

위의 그림에서 프리셉터의 개별지도 기간에는 조직몰입도 점수가 높았으나,
운영 6개월째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제 3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repeatedmeasureANOVA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9>조직사회화 결과변수의 측정시기별,집단별 차이
변수 분산의 출처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직무
만족도

집단 간 집단 1.114 1 1.114 .147 .705
오차 151.182 20 7.559

집단 내
시기 10.023 1 10.023 4.977 .037

시기 ×집단 .205 1 .205 .102 .753
오차 40.273 20 2.014

과업
숙련도

집단 간 집단 .205 1 .205 .038 .848
오차 109.091 20 5.455

집단 내
시기 24.750 1 24.750 13.545 .001

시기 ×집단 .205 1 .205 .112 .741
오차 36.545 20 1.827

조직
몰입도

집단 간 집단 44.000 1 44.000 1.417 .248
오차 620.909 20 31.045

집단 내
시기 93.091 1 93.091 12.488 .002

시기 ×집단 5.818 1 5.818 .780 .387
오차 149.091 20 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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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직무만족도(F=.147,
p=.705),과업숙련도(F=.038,p=.848),조직몰입도(F=1.417,p=.248)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측정시기별로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는 직무만족도
(F=4.977,p=.037),과업숙련도(F=13.545,p=.001),조직몰입도(F=12.488,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직무만족도(F=.102,p=.753),과업숙련도(F=.112,p=.741),조직
몰입도(F=.780,p=.387)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

3)포커스그룹 인터뷰
예비 프로그램 종료 직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 7명과 신규간호

사 7명을 구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결과,예비프로그램에서는 미
처 반영하지 못하였던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가 교육자와 피교육자 이상의
돈독한 관계임이 도출되어 이들 상호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형성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또한,프로그
램 활동이 팀 차원의 활동이여서 3교대 근무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간호단위 활동 중심으로 언어적 설득 및 정서적 각성 이완 시간을
갖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 <부록 5>에서는 인터뷰 참여자의 특
성을,<부록 6>과 <부록 7>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간호사들의 실제언어를
기술하고 있다.

(1)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새롭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은 프리셉터와 프리셉티는 입

장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격적으로 대하
기 위하여 프리셉티를 일방적으로 혼내기 이전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이들의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프리셉터는 프리셉티에 대한 성향 및 배경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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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통한 전반적인 이해 과정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힘이 든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프리셉터는 프리셉티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교육기간에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노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프리셉티가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리셉터는 조
급함 마음을 버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그리고,즉각적으로
프리셉티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칭찬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요성
을 경험하고 있었다.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는 간호단위에 배치되어 공식적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기간 이외에도 한 직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 지속적인
선후배 이상의 돈독한 관계임을 진술하였다

(2)참여자가 지적하는 프로그램 보완 사항
인터뷰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신규간호사일 때에

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으나,정서적 각성의 정보원에 대한 활동이 팀 차원의 활동이여서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제한점이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업무적인 딱딱한 관계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프리셉

터와 멘토를 구분하려고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평가를 하였다.간호단위
당 배치된 인원수를 고려하여 프리셉터에게 멘토의 지지적인 사회화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함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행동과 실무수준을 구분하여 지도하고 성취하게 한 점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현실적으로 2개월 동안에는 기본적
인 실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취달성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지 않고 2개
월 내에 끝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리셉티는 수간호사의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불안감

을 감소시키고자 시도하였던 생리적이고 정서적 각성을 위한 활동들은 팀 차원이
아닌 간호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필요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함을 보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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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예예예비비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보보보완완완
예비프로그램에서 보완한 내용들은 <표 20>과 같다.

<표 20>예비프로그램 보완
구분 예비프로그램 보완 내용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상호관계

프리셉터는 프리셉티를
이해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어려워 하고 있음

▷ 프리셉터 자격
-신규간호사들과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소한의 나이차를 유지함이 필요
-프리셉터를 임상경력 3-4년차 정도의 간호
사로 하며,오히려 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제한
-간호대상자들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 면에
서 모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
셉터 선정
▷ 프리셉터의 성향과 프리셉티의 성향을 간
호단위 수간호사가 면담하여 연계
▷ 프리셉터 그룹 지도 프로그램 운영
-정기모임을 별도로 진행하여 지도방법이
나 경험에 대해 서로 나누면서 대리경험 등
신규간호사들의 자기효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습득
-프리셉터 대상으로 성인학습 등 프리셉터
역할과 프리셉티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하도록 교육의 기회 제공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병원 밖에서 잦은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
▷프리셉티 모임에서 프리셉터들이 기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동
정서적 각성을 위한 활동이
팀 수준의 활동으로 되어
있어 참석에 제한적임

▷ 활동수준을 간호단위 활동으로 변경
-팀수준의 활동들을 간호단위 중심으로 바
꾸어 간호단위 모임 중심으로 진행(신규간호
사 환영회,등산,여행 등)
▷ 공식적인 교육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됨을 감안하여 멘토링의
역할을 프리셉터가 담당하도록 하므로 프리
셉터의 역할 중 사회화 역할을 강조
▷ 교육기간 중에는 부서이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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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위별로 프리셉터는 경력을 제한하여 역할 모델,교육자로서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호사들을 선정하였으
며,간호단위에 배치될 신규간호사들을 수간호사가 면담하여 특성들을 파악한 후 프리셉터와 연계하는 과정을 갖는다.

<표 21>자기효능증진 최종 프로그램

정보원 항목 방법
활동수준 프로그램 운영

개별 집단 집단활동
성취경험 ▷신규간호사 기본간호행위 

체크리스트t<부록1> 단계별 

성취

▷간호단위별 주 간호행위에 대한 기본간호를 

2,4, 6개월로 구분하여 성취지도(((간간간호호호단단단위위위별별별
주주주요요요 행행행위위위는는는 222개개개월월월내내내 성성성취취취달달달성성성)))

∨

▷간호역량별 신규간호사 행

동지표<부록2> 단계별 성취

▷간호역량별 구체적인 행동지표2, 4, 6개월로  

구분하여 pass/fail제 운영
∨

▷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

<부록3> 기간별 성취
▷개별목표 달성정도 파악 위해 평가표 작성 ∨

대리경험

▷선배를 통한 대리학습

▷프로셉터와 1:1개별교육

▷▷▷프프프리리리셉셉셉터터터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조조조직직직생생생활활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학학학습습습
▷선배간호사의 경험담을 통한 간접경험

∨

∨

∨ 

      

▷1년차 선배 신규간호사에게 적응

경험을 듣고, 적응준비 



*필필필기기기체체체로로로 작작작성성성된된된 내내내용용용은 예비프로그램에서 보완된 내용임

▷동료를 통한 대리학습 ▷동료신규간호사들의 월1회 정기만남 ∨

▷동료들이 간호단위에서 경험한 사

례 얘기하면서 동일한 경험임을 확인

하고 격려하기

언 어 적
설득

▷면담 및 집단교육을 통한 

언어적 설득

▷프리셉터와의 수시면담

▷수간호사 면담 : 1개월-목표면담, 

                      2개월- 평가면담

∨

▷팀장과 정기미팅(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신

규간호사 월 1회 정기모임과 동일)모임

신규간호사관련 지식전달 교육

∨

▷신규간호사 적응과정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 전달

▷간호역량별 초보간호사들이 

습득해야할 수준 공유를 통하여 

단계별로 성취달성 격려하기

정서적
각성

간간간호호호단단단위위위 수수수준준준의의의 행행행사사사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정정정서서서적적적 각각각성성성

▷간호단위 부서별 모임/행사

- 환영회

- 등산

- 프리셉터와 병원 밖에서의 만남을     

▷금전적/시간적  지원(부서운영비에서 

1인당 일정금액  지원) 

∨

▷간호단위별 수간호사 주관 하

에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선배간

호사들과 관계 돈독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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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단단단계계계

111...최최최종종종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운운영영영

1)프로그램 운영기간 :2개월 (2006년 2월 ～ 2006년 3월)

2)프로그램 활동
(1)개별활동 <표 21>
(2)집단활동 :신규간호사 그룹과 프리셉터 그룹을 별도로 운영
<대상 :신규간호사 그룹 ><표 21>
<대상 :프리셉터 그룹 >
프리셉터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들도 프리셉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역할을 수행하기 전 프리셉터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동료
들과의 정보교환 기회를 마련하므로 역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정기모임(월1회)을 갖으면서 경험 나누는 장을 마련함.
① 프리셉티 지도 시작 전(2006년 2월 초)
-프리셉터로서 프리셉티를 지도를 담당하였던 간호사들의 지도 방법
및 지도과정에서 경험한 감정상태 등을 들으면서 간접경험하기

-성인학습의 특성에 대한 이해(powerpoint로 작성한 교육 자료와 프
린트 자료로 전달)

,프리셉터 역할 이해
,프리셉티들의 적응과정 이해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교육시 주의사항 공유하기

② 프리셉티 지도 1개월(2006년 3월 초)
-프리셉터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험한 점들을 나누고,성인학습에서
의 어려움,스트레스를 표현하면서 성취경험,언어적 설득,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이완하기



- 57 -

222...최최최종종종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대조군 13명,실험군 13명으로 총 26명이었으며,평균연령은 22.42

세였다.종교는 없는 경우가 총 11명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기독교가 대조
군에서 4명(30.8%),실험군 5명(38.5%)로 총9명(34.6%)이었다.3년제졸 15명(57.7%),
4년제 졸 11명(42.3%)이었으며 연구대상 병원에서 학생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20
명(76.9%)이었다.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대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조군 7명
(53.8%),실험군 8명(61.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본원에 입사하기 전 사회 경험
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조군 4명(30.8%),실험군 3명(23.1%)가 있다고 응답
하여 전체 26명 중 19명(73.1%)가 없었다.구체적인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

특성 구분 대조군(n=13) 실험군(n=13) 계
실수 (%)실수 (%) 실수 (%)

연령 21세 3(23.1) 1(7.7) 4(15.4)
22세 3(23.1) 5(38.4) 8(30.7)
23세 6(46.1) 4(30.8) 10(38.5)
24세 1(7.7) 3(23.1) 4(15.4)

종교 기독교 4(30.8) 5(38.5) 9(34.6)
불교 2(15.4) 3(23.0) 5(19.2)
천주교 1(7.7) 0 1(3.9)
무 6(46.1) 5(38.5) 11(42.3)

학력 3년제졸 8(61.5) 7(53.8) 15(57.7)
4년제졸 5(38.5) 6(46.2) 11(42.3)

본원학생실습
경험

예 3(23.1) 3(23.1) 6(26.1)
아니오 10(76.9) 10(76.9) 20(76.9)

멘토 있음 7(53.8) 8(61.5) 15(57.7)
없음 6(46.2) 5(38.5) 11(42.3)

사회경험 있음 4(30.8) 3(23.1) 7(26.9)
없음 9(69.2) 10(76.9) 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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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설검증
(1)제1가설 검증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사회화 결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pearson
correlation으로 하였다.

<표 23>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

유의수준 *p<.05 **p<.001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프리셉터의 지도를 받으면서 적응하게
되는 2개월째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r=.408,p=038),과업숙련도(r=.390,p=.049),
조직몰입(r=.747,p=.000)와 정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프리셉터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혼자서 적응하는 단계에서 4개월째 조사한 점
수에서는 직무만족(r=.376,p=.077),과업숙련도(r=.348,p=.104)와는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조직몰입도(r=.450,p=.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났다.따라서,프리셉터와의 개별적인 지도 하에 적응하
는 기간에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조직사회화 결과 점수가 높으나,혼
자서 환자간호 등 미숙한 상태에서 업무와 조직적응을 하게 되는 기간의 신규간
호사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
지만,직무만족이나 과업을 숙련되게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는 정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따라서,제1가설은 2개월째
는 지지되었으나,4개월째에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제2가설 검증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변수 기간(실수) 직무만족 과업숙련도 조직몰입도
자기효능감 2개월(n=26) .408* .390* .747**

4개월(n=23) .376 .348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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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점수 변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과 2개월간의 프
리셉터의 개별지도를 거쳐 혼자서 환자간호를 담당하게 되는 2개월째(근무 4개월)
의 시차를 두면서 ‘자기효능감’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표 24>자기효능감 기술통계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운영 2개월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
으나,감소의 폭에서 차이가 있었으며,근무 4개월째에는 실험군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조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도식화하면 <그
림 9>와 같다.

41.41

46.55

44.36

41.75

40.92

41.91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사 전 운영2개월 근무4개월

실험군

대조군

<그림 9>적응 기간별 자기효능감

가설 검증을 위하여 자기효능감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repeated
measuresANOVA로 분석한 결과,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실험군과

변수 측정시기 실험군(n=12) 대조군(n=11)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감 사전 32.92±4.32 37.91±2.95
2개월 32.50±4.64 35.55±3.45
4개월 33.33±2.45 33.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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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79,p=.050),측정시기별
로도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8.555,p=.008),
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12.549,p=.002)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25>자기효능감의 측정시기별,집단별 차이

(3)제3가설 검증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프리셉터와 개별교육 기간인 2개월 종료시점과 개별적으로 적
응하는 기간인 근무 4개월째 각각 조직사회화 결과변수인 ‘직무만족도’‘과업숙련
도’‘조직몰입도’를 측정하여 t-test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가설검증은 repeated
measureANOVA로 하였다.

① 직무만족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운영 시기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직무만족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직무만족도 실험군 2개월 12 19.75±1.29 -.904 .3854개월 12 20.33±2.31
대조군 2개월 11 21.36±2.25 1.047 .3204개월 11 20.45±2.38

분산의 출처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 간 집단 77.729 1 77.729 4.279 .050

오차 381.489 21 18.166
집단 내 시기 44.704 1 44.704 8.555 008

시기 ×집단 65.573 1 65.573 12.549 .002
오차 109.731 21 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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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소되고 있는 반면,실험군에
서는 증가하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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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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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실험군

대조군

<그림 10>적응 기간별 직무만족도

② 과업숙련도

<표 27>과업숙련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과업숙련도 점수인 경우 대조군에서는 프리셉터의 개별 지도 기간이 지난
직후에 측정한 점수와 혼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월째에 신규간호사들은
숙련됨이 늘고 있다고 지각하지 않고 동일하였다.반면,실험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신규간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아지고 있다고 지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과업숙련도 실험군 2개월 12 11.08±2.11 -1.646 .1284개월 12 12.00±1.54

대조군 2개월 11 12.45±2.54 .000 1.0004개월 11 12.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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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적응 기간별 과업숙련도

③ 조직몰입도
프로그램 운영 직후와 적응기간에 따른 조직몰입도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조직몰입도 프리셉터 교육기간,개별적응기간 비교

조직몰입도 점수인 경우 대조군에서는 프리셉터의 개별 지도 기간이 지난
직후에 측정한 점수와 혼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월째에 측정한 점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t=2.363,p=.040)되고 있었다.반면,실험군에서는 몰입점
수에서 프리셉터 지도 기간이나 혼자서 적응하고 있는 기간에서 큰 변화함이 몰
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변수 집단 측정시기 n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조직몰입도 실험군 2개월 12 43.17±3.07 .000 1.0004개월 12 43.17±3.27

대조군 2개월 11 46.09±4.55 2.363 .0404개월 11 42.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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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적응 기간별 조직몰입도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군보다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제 3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repeatedmeasureANOVA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29>조직사회화 결과변수들의 측정시기별,집단별 차이

변수 분산의 출처 제곱의 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직무
만족도

집단 간 집단 8.637 1 8.637 1.573 .224
오차 115.277 21 5.489

집단 내
시기 .305 1 .305 .093 .764

시기 ×집단 6.391 1 6.391 1.948 .177
오차 68.913 21 3.282

과업
숙련도

집단 간 집단 9.565 1 9.565 1.523 .231
오차 131.091 21 6.282

집단 내
시기 2.411 1 2.411 .897 .354

시기 ×집단 2.411 1 2.411 .897 .354
오차 56.458 21 2.688

조직
몰입도

집단 간 집단 14.042 1 14.042 .516 .481
오차 571.697 21 27.224

집단 내
시기 37.945 1 37.945 3.999 .059

시기 ×집단 37.945 1 37.945 3.999 .059
오차 199.273 21 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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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직무만족도
(F=1.153,p=.224),과업숙련도(F=1.523,p=.231),조직몰입도(F=.516,p=.48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측정시기별로 실험군과 대조군 내에서 각각 직무
만족도(F=.093,p=.764),과업숙련도(F=.897,p=.354),조직몰입도(F=3.999,p=.059)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직무만족도(F=1.948,p=.177),과업숙련도(F=.897,p=.354)와 조
직몰입도(F=3.999,p=.059)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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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AAA...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개개개발발발 준준준비비비단단단계계계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가 자기효능증진을 통하여 조직사회화를 긍정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조직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유도
하기 위하여 국내병원 간호조직에서는 1997년부터 프리셉터십을 제도화하여 운영
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많은 병원에서 유행처럼 확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심희숙(2002)은 프리셉터십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국내 9개 종

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약 4-5년 전부터 프리셉터 역할을 시작하여 총
8-9명의 신규간호사를 연간 평균 2명을 지도하고 있으며,프리셉티 1회 지도 소요
기간은 평균 5-6주이며,프리셉터 중 29.6%가 공식적인 프로셉터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는 본 연구대상 병원에서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조사한 결과,신규간호사로 입사하여 프리셉터의 지도를 집중적으로
받은 기간은 응답자의 71%이상이 4주 이하이고,프리셉터 역할에 대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가 76명의 응답자 중 11명에 그친 15.1%이라고 응답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이다.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연구대상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8시간의 프리셉터가 되기 위한 교육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예비프로그램에서
프리셉터 경험 없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기존의 병원간호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리셉터십 제도에서 권인각 등

(2002)은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프리셉터의 역할 중 사회화 증진과 관련한 역할
즉,프리셉티의 대인관계,자아존중감과 관련한 감성적 교육 측면의 효과에서는 신
규간호사들의 인지적,기술적인 측면의 학습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직무교육 중심으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심희숙(2002)은 프리셉터와 함께 일한 기간과 프리셉터십의 전반적인 평

가점수에 의하여 신규간호사는 근속희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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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리셉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신규간호사에게는 절대적임을 제시하
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질적으로 본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던 간호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한 돈독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화 단계를 거치면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능숙하게 간

호사 역할을 하게 되는 임상경력이 1-3년에 해당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하나선 & 최 정,2002;김정희 등,2002)와 이직의도의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김조자와 박지원(1991)은 이직간
호사의 직업만족도 중 ‘상호작용’영역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는 보고가 있다.최근 우리나라 일반기업의 경우도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의 조
직 이탈률 3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LG 경제연구원 주간 경
제보고서,2005)를 보면 네트워크 세대인 신규간호사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이렇듯,신규간호사의 일반적인 개인특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조직에서의 상황요

인인 프리셉터십 제도는 불안정하게 직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리하
여 이직률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상호작용 영
역에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조직사회화 학습기간은 전체 경력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기간으로,사회화

과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들은 신참자의 적응을 돕는 훈련을 하거나 이
에 시간을 들이는 데 소홀하기 쉽다.이에 대해 오선민(1996)은 기업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휴가와 병가정책,조직구조 등에 관한 절차적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교육훈련이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계획된
과정이며(Louiset.al,1983),조직사회화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신규직원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것 이여서,초기 교육훈련은 조직사회화 및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함(Saks,1995)을 감안한다면,미래 간호조직을 이끌어 나갈 재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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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감을 말
한다(Bandura,1977).프리셉터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교육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
지는 않지만,프리셉터는 개별지도 기간인 초기 2개월 동안에 신규간호사에게 직
무와 조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기간동안 신규간호사가 스스
로 자기효능감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인 시기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신규간호사에게 타인
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 환자간호 등 직무와 조직 적응을 하게 되는 기간에
‘자기효능감’을 높게 유지하므로 조직사회화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개발 단계에서는 신입사원의 이직문제는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는 기존연구(박경규 & 윤종록,1997)와 근무기간별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6개월 미만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으나,자기효
능감과 정보탐색활동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6개월 미
만 신규간호사들에게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방안 개발 및 적용이 필요
하다(신혜경,2004)는 연구 제언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예비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로 선정 후 운영하였다.
선행연구 중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시청각자

료,교육,모임을 통하여 네 가지 정보원을 제공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본 예비프로그램에서도 신규간호사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자 수준에서 네 가지 정
보원을 중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였다.프로그램의 활동은 신규간호사의
개인적인 특성과 간호단위의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의 관점은 배제하고 8개 간호
단위가 모인 간호팀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그 결과 예비 프로그램 효과 평
가에서 자기효능감 증진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간호사들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3교대 근무자로서의 개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과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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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돈독한 관계임을 밝히면서 서로를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상호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호단위 활동 중심으로
보완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 된 최종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상

황적인 요인인 프리셉터십의 내실화를 도모하며,프리셉터가 신규간호사와 밀접
한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므로 신규간호사 개
인적인 특성 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기효능증진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 Bandura(1977)가 제시한 네 가지 정보원을 중재하는 활동이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대상자만을 포함하여 자기효능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신
규간호사 조직사회화 과정에서는 극히 제한적임을 예비프로그램 효과 평가결과
실증하고 있다.병원 이라는 특수한 역동적인 환경에서 초기 사회화 과정에 있는
신규간호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상황요인인 조직내부자 특히,
프리셉터에게도 신규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적인 요인들을
찾아 추가로 중재를 동시에 가해야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직사회화의
상호 작용주의적 관점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이는 기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증진시킬 간호대상자만을 다루고 있는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과 구
별되는 점이다.

CCC...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은 신규간호사가 프리셉터
의 개별지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조직몰입도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정 상관관
계가 있음이 실증되어 본 프로그램은 사회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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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ler와 Jackson(1996)은 사회화의 효과는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하여 조직
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몰입하며,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갖여 온다고 언급하고
있다.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최근 조직몰입이 간호사의 동기부여 뿐 아니라 이직률을 감소시
키며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면서 간호의 현 인력문제 해결
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Corley& Mauksh,1993).또한,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조직몰입이 전체 변인의 44%을 설명하는 것(하나
선 & 최정,2002)은 간호사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인적자원관리 시스
템에 반영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결과들이기도 하다.경영학분야에서도 우
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 과정에서는 신입직원이 조직에 동화되어 일
체감을 느끼고,조직생활에 깊이 몰입하며,주어진 직무수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
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진 및 직무이동의 절차 또는 체계가 정형적이라는
인식과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지원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함을(이용규,1997)제
시하고 있다.조직몰입에 대해 Meyer와 Allen(1991)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이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동일시하
는 정서적 몰입과 소속된 조직과 결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인 지속적 몰입,심리적 부담이나 의
무감 때문에 조직에 대하여 몰입하게 되는 규범적 몰입이 그것이다.몰입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으며,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직률이 줄어들며,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조직에 몰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과 경
력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기복,2002).Porter등(1974)
은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조직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천천히 형성되지만 오랜 기간을 통하여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모든 기간에서 조직몰입도와의 정 상관관계를 높게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분석되고 있다.이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사회화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
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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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본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조직 초기 진입자인 신규간호사에게 가
장 적합한 조직사회화 전략이다.

신규간호사의 효과적인 조직사회화 과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 있는 최순옥(2004)의 연구결과,
다양한 전략 중 기본전략 즉,임상경력 10년 이상,수간호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직자 20명이 효과적으로 조직사회화 한다고 판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이 가
장 효과적임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직무 지
식 및 기술(36%),지지적 상호관계(20%),역할 명확성(17%),직업정체성(14%),조
직일체감(13%)의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전략이지만,조직사회화 초
기에는 조직몰입과 재직의도에서 상호관계 중심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상호관계 중심형 전략은 지지적 상호관계(50%),역할명확성(20%)
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구성원간의 지지적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
보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주장을 실행수준에서 개발하고 검증을 시도

한 본 연구에서,예비프로그램과 최종 프로그램 효과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실증할
수 있다.예비프로그램은 최순옥(2004)의 전략 중 기본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직무능력습득과 부서생활 적응을 위한 개별교육과 8개 간호단위가 모인 간
호팀 중심의 집단 활동으로 구성하여 관리자들이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 프로그램의 효과 즉,신규간호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점수는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측정 시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반면,프리셉터와 부서원들 간의 지지적 상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단위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구성한 최종프로그램은 상호관계 중심형 조
직사회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최종 프로그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이들 통계 분석한 결과만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측정시점의 차이(예비프로그램 -운영 전,2,6개월, 최종프로그램-운영 전,2,4
개월)가 있어 제한적이나,예비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간호사들의 인터뷰 내용에
서도 언급하고 있듯이,현실적으로 팀 단위의 활동보다는 간호단위의 활동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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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돈독히 하기에 실질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예비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던 간호사들은 팀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근무일정 등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상호관계를 맺을 기회를 보다 많이 갖는 것이 우리나라
병원 간호조직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초기 사회화 단계에 있는 신규간호사에게 자
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중재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
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으며,일반적인 자기효능감도 오히려 감소되고 있음을 선
행연구들(김혜숙,1995;김복순,1999;윤숙희,2002; 황선영 ,2002)을 통하여 보
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규간호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점수에 대해 측정시점에 따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프로그램의 실
험군에서 프로그램 운영 전에 측정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2개월째 감소하다가 운
영 6개월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운영 2개월에는
0.27점 상승하였다가 운영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반면,최종 프로그램에서는 실
험 군에서 혼자서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시기인 4개월째에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오히려 0.41점 증가하였으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4.36점 큰
폭으로 감소되어 나타났다.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감소되는 낯 설은 환경에서,
본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중재를 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
증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던 제3가설은 조직사회화 결과인 태도변수들에

대한 변화의 통계적인 유의성이다.직무와 관련된 태도 중 대표적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선행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
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Judge,2001;Allen& Meyer,1990).예를 들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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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이나 결근이 줄고,의무적이진 않지만 조직에 도
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하지만,만족했다고 반드시 생산성과 양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높은 성과가 만족을 이끌어내게 된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백기복,2002). Porter등(1974)은 직무만족은 특정 상황과 작업환
경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오랜 기간 일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태도변수들에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로 검증을 시도한
제3가설을 기각되었다.하지만,시차를 두고 평가되어야 할 태도변수들임을 감안
한다면,최종 프로그램에서 추후 시간의 변화를 두고 실험군에서 변화하는 패턴을
비교하여 보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로 언급할 수 있겠다.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효능감 점수가 사전 보다 오히려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실험군의 신규간호사들은 직무만족의 평균점수에서도 감소하는 대조군에 비하여
상승하였고,과업숙련도 점수에서도 상승하고 있으며,조직몰입도 점수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대조군에 비하여 점수의 기복 없이 유지하고 있음은 자기효능증
진 프로그램의 중재효과에 대해 의의를 둘 수 있다.

네 번째,개발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임파워먼트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양 남영,한 성숙과 유 인자(2005)연구에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간호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임파워먼트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가 힘을 부여하는 것과 같
다고 하였다.그들은 조직효과성을 높이면서 그룹 개발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1단계는 무기력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진단하여,1단계에 파악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참여적인 관리,목표
설정,환류시스템,모델링,능력중심의 보상,직무강화)을 사용하면서 3단계로는 4
가지 정보원을 활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자기효능정보를 제공하고,노력-성과 기대
나 개인적인 효능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므로 직원들이 임파워링을 경험하게 하
므로 과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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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 내용은 조직 및 직무적응과정에서
현실 충격을 겪으면서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간호사
와 팀장이 직접 프리셉터십 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파악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
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또한,개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
하여 달성하도록 하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하
는 면담을 통한 환류시스템과 선배간호사와 프리셉터 및 동료간호사를 통하여 모
델링 역할을 강화하면서,임파워먼트 과정 3단계인 4가지 효능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다.신규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잦은 실수가 자신의 무능함에 귀인하는 것이 아니
고,현재 습득해야 할 통합적인 직무지식과 기술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짐을 알게 되면서 부서원들과 간호대상자들과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갔다.개인적인 효능에 대한 믿음이나 긍정적으
로 적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강화하게 되므로 행위(태도)가 변화되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과정은 병원신규간호사들의
임파워링을 위한 임파워먼트 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 도출되어진 결과 이론,연구 및 실무측면에서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적적적 측측측면면면

선행연구들에서 Bandura(1977)의 네 가지 정보원에 의하여 간호대상자에게 자
기효능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에 효
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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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조직사회화 과정이라는 인적자원개발 환경에서는 신규간호사 개인에
게만 제한하여 네 가지 정보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는 효과가 미약함을 예비프로
그램에서 실증하고 있다.개인요인에다 추가로 조직상황적인 요인인 조직내부자들
특히,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프리셉터의 영향요인들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보를 프리셉터에게도 제공하는 중재가 동시에 가해야만이 원래 계
획하였던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낮아진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신규간호사들의 조직사회화 과정

에서는 조직사회화의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론
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체 확장에 본 연구가 기여하고 있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변수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기
효능감 변수와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이에 실증된 ‘자
기효능감’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간호대상자 중심의 실천학문으로 특징 지워지는 간호에서 간호사가 일을 하고 있
는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기틀을 기반으로 하여 좌절과 현실충격을 겪게 되는

신규간호사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효능감이 유지되면서 증진될 수 있도록 하
므로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이러한 활동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신규간호사가 조직에 적

응하지 못하는 것은 신규간호사 개인 문제에만 귀인 할 것이 아니라 간호조직의
상황적인 요인에도 문제가 있음을 조직 내부자 입장에서 밝히고 조직관리의 방향
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추후 보다 많은 간호조직에서 그 조직
상황에 맞는 중재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시도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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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간호실무현장에서 경력개발의 초기 단계인 신규간호사의 조직적응
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개발을 시도하여
실무환경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는 신규간호사 입장과 조직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기존 효과 평가 없이 답습적으로 이어 내려온 조직사
회화 전략을 좀 더 목적에 맞게 체계화하고,변화의 필요성을 실증하므로 간호실
무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첫째,본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시도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과정은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어 방법적인 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둘째,자기효능감 종류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만을 다루어 병원신규
간호사의 조직에서의 적응과정을 겪으면서 익숙해지는 상황에서 개발되는
특수적 자기효능감과 연계하여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성취경험,대리경험,언어적
설득,정서적 각성의 네 가지 정보의 근원에 대한 활동들 각각의 효과를 제
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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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결결결론론론

병원에 입사한 신규간호사는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 현실충격과 낮은 자기효능
감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므로 간호조직은 조직내부자로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네트워크 세대인 신규간호사를 보다 더 이해하며,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사회화전략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간호단위에 배
치되어 교육훈련을 시작하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및 조직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이다.연구절차는 프로그램개발 준비,프
로그램개발,프로그램평가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인 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는 2005년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경기

도 소재의 연구대상병원에서 신규간호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 환경을
파악하였다.간호사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조직사회화 결과변수인 직무만
족도,과업숙련도와 조직몰입도에 대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2단계,프로그램개발 단계에는 Hackett와 Betz(1981)설명모형을 근거로 낮은 신
규간호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하여 Bandura(1977)의 네 가지 자기효능 정보원과
조직사회화 내용을 연계하였다.네 가지 정보원 중 성취경험은 신규간호사가 우선
적으로 습득해야 할 과제이면서 연구대상 병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기본간호행위
및 간호단위 실무지침 내용을 교육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달성하도록 하였다.간호
역량별 행동지표는 장금성(2000)이 제시한 초보간호사 행동지표를 연구대상 병원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전문가 그룹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대리경험,언어적 설득,정서적 각성은 Feldman(1977)의 제시한 조직사회
화 모형 중 조우단계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의 지지적
인 역할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였다.개발 프로그램의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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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비 프로그램은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의로 배치된 실험군 11명에게 중
재하면서,대조군 11명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최
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3단계 프로그램평가 단계에서는 2006년 2월부터 3월까
지 2개월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작위 대조군 전후 순수실험으로 설계로 실
험군 12명과 대조군 11명에서 프로그램 시작 전,2개월,4개월에 각각 반복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프로그램효과를 평가하였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에서 7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프리셉터
지도 하에 교육을 받은 기간이 4주이하였다고 71%가 응답하였으며,15.1%만이 프
리셉터 역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세 가지 가설검증을 통하여 예비프로그램과 최종프로그램 효과평가를 하였다.
-제1가설 :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조직사회화 결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2005년도 신규간호사는 프리셉터 지도 하에 적응하는 기간인 2개월째와
혼자서 적응하는 기간인 6개월째에 모두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간호
사일수록 조직사회화 결과 변수 중 조직몰입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상관계수인 경우도 시간이 경과에 따라 커지고 있어 제1가설은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2006년도 신규간호사인 경우는 2개월째 자기효능감은 직무
만족(r=.408,p=038),과업숙련도(r=.390,p=.049),조직몰입도(r=.747,p=.000)와 정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프리
셉터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혼자서 적응하는 단계에서 4개월째에는 조직몰입도
(r=.450,p=.03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제2가설 :‘자기효능 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
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화에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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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예비 프로그램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변화는
집간 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F=.249,p=.781)으로 나타나 제2가설
은 기각되었다.반면,최종프로그램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F=4.279,p=.050),측정시기별로 집단 내에 ‘자기효능감’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555,p=.008),측정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
에 있어 각 집단의 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F=12.549,p=.002)가설은 지지되었다.

-제3가설 :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규간호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신규간호사들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사회화 결과에서 차이가 있
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최종 프로그램에서는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승되고 있었지만,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인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예비프로그
램은 Bandura(1977)가 제시한 네 가지 정보원에 근거하여 개발하였으나,유의하지
않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경력간호사 7명과 신규간호사 7명을 별도로 포커
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프로그램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최종 프로그램에서는 간호단위 활동 중심으로 프리셉터와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어 직무교육을 하면서,3회 집단모임과 교육을 실시하였다.예비프로그램
과는 다르게 추가로 프리셉터에게 집단모임과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그 결과 자
기효능감 증진 효과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조직사회화 변
수에서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승되고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역동적인 병원환경에서 초기 사회화 과정에 있는 신규간호사 대
상의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은 Bandura(1977)의 네 가지 정보원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조직사회화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프리셉
터가 신규간호사에게 긍정적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중재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사회화 대상인 신규간호사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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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 기간이 제한적이여서 실증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인
조직사회화 결과 즉,태도,행동 변화를 추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효과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신규간호사의 조직 및 직무적응과정에서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연계하여 이들이 작용하는 시점을 확인하므로 교육훈련의 실질적인 프
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특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병원의,보다 많은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지속적으로 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 간호사 경력 단계별 사회화,훈련,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간호실천을 제도화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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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신규간호사 기본간호행위 체크리스트
(단위 :개월)

NoNoNoNo 항목항목항목항목
완료완료완료완료

시점시점시점시점

처처처방방방확확확인인인
///OOOCCCSSS
입입입력력력

1111단계단계단계단계 2222단계단계단계단계
간호간호간호간호

기록기록기록기록

구두구두구두구두

지식지식지식지식

1. 1. 1. 1. 입퇴원간호입퇴원간호입퇴원간호입퇴원간호

1 입원간호(일반병동) 2 2 2 2 2
2 퇴원간호(일반병동) 2 2 2 2 2

2. 2. 2. 2. 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활력징후

6 체온측정(구강-수은체온계) 4 2 2 2 4
7 체온측정(액와-수은체온계) 2 2 2 2 2
8 체온측정(직장-수은체온계) 4 2 4 2 4
9 체온측정(고막-전자체온계) 4 2 2 2 4
10 맥박측정(요골맥박) 2 2 2 2 2
11 맥박측정(심첨맥박) 4 2 4 2 4
12 호흡측정 2 2 2 2 2
13 혈압측정(상완혈압) 2 2 2 2 2
14 혈압측정(전자혈압) 4 2 2 4 2 2

3. 3. 3. 3. 위생간호위생간호위생간호위생간호

15 특별 구강간호(SpecialMouthCare) 4 4 2 2 4
16 등 마사지(BackMassage) 6 4 4 6 2 6
17 머리감기기 6 4 6 4 6
18 회음부 간호(PerinealCare) 2 2 2 2 2
19 좌 욕(일반) 4 4 2 4 4
20 좌 욕(산모) 4 4 2 4 4
21 침상목욕 제외

4. 4. 4. 4. 열냉요법열냉요법열냉요법열냉요법

22 온요법(Hotbag) 2 2 2 2 2
23 온요법(Heatlamp) 4 4 4 4 4
24 냉요법(Icebag) 2 2 2 2 2

5. 5. 5. 5. 투약투약투약투약(medication)(medication)(medication)(medication)

25 투약(경구) 2 2 2 2 2
26 투약(안약) 4 2 2 4 2 4
27 투약(귀약) 4 2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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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약(직장좌약) 2 2 2 2 2
29 투약(질좌약) 4 4 4 4 4
30 투약(Oralpuff제제) 4 4 4 4 4
31 투약(피하) 2 2 2 2 2
32 투약(피내) 2 2 2 2 2
33 투약(근육) 2 2 2 2 2
34 투약(정맥주입 ;IVInfusion) 2 2 2 2 2
35 투약(정맥투약 ;IVbolus) 2 2 2 2 2

6. 6. 6. 6. 수혈수혈수혈수혈(Blood (Blood (Blood (Blood Transfusion)Transfusion)Transfusion)Transfusion)

36 수혈(BloodTransfusion) 6 6 2 6 4 4
7. 7. 7. 7. 소화기계 소화기계 소화기계 소화기계 간호간호간호간호

37 경관영양 Ⅰ(지속적 점적식 영양공급 ;
Continuousdripfeeding) 4 4 4 4 4 4

38 경관영양 Ⅱ(간헐적 집중식 영양공급 ;
Intermittentbolusfeeding) 4 4 4 4 4 4

39 Sengstaken-Blackmoretube삽입간호 제외

40 Miller-Abbottube삽입간호 제외

41 배출관장 4 4 2 4 4 4
42 정체관장 6 6 2 4 4 6
43 장루관리 6 6 6 6 6 6
44 휴대용 상처 흡인백(Hemovac,Barovac) 2 2 2 2 2

8. 8. 8. 8. 비뇨기계 비뇨기계 비뇨기계 비뇨기계 간호간호간호간호

45 단순도뇨 2 2 2 2 2
46 유치도뇨 4 2 2 4 2 4
47 방광세척 Ⅰ (수액세트 이용) 제외 2 2 2 2
48 방광세척 Ⅱ 6 6 6 6 6 6

9. 9. 9. 9. 호흡기계 호흡기계 호흡기계 호흡기계 간호간호간호간호

49 기관내 삽관(Intubation) 제외

50 흡인 Ⅰ(구강 및 비강) 4 4 4 4 4 4
51 흡인 Ⅱ(기관) 6 6 6 6 6 6
52 기관절개간호 제외

53 흉부배액과 흡인 6 6 2 4 4 6
54 산소요법 Ⅰ(NasalCannula) 2 2 2 2 2
55 산소요법 Ⅱ(SimpleMask) 2 2 2 2 2



- 90 -

주)항 목 :기본적으로 환자간호를 위해 습득해야 할 간호행위
완료시점 :해당 항목의 간호행위를 성취 달성해야 할 시기로 교육기간을 숫

자로 명기함
(2-교육시작 2개월째까지,4-4개월째까지,6-6개월째까지)

처방확인/OCS입력 :해당 간호행위에 대해 처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간호행
위를 수행한 후 실시등록을 처방전달시스템(OCS)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는 시점

1단계,2단계 :단계별로 익히게 되는 행위를 표시하면서 1단계로 완료해야
할 시점과 2단계로 완료해야 할 시점을 구분하여 표시함

간호기록,구두지식 :각 행위를 기록으로 완료해야 할 시점과 구두로 지식
을 확인해야 할 시점을 구분함

56 산소요법 Ⅲ(FacetentMask) 제외

57 분무흡입요법(Nebulizer;Pariboy) 4 4 2 4 4 4
58 인공호흡기작동법(B-7200) 제외

59 인공호흡기작동법(Evita) 제외

60 인공호흡기작동법(Babylog8000) 제외

10. 10. 10. 10. 순환기계 순환기계 순환기계 순환기계 간호간호간호간호

61 중심정맥압 측정(Manual) 6 6 6 6 6 6
62 중심정맥압 측정(Monitor) 제외

63 동맥관(A-line)삽입간호 제외

64 심전도 모니터(EKGMonitoring) 6 2 2 4 4 6
65 제세동(Defibrillation) 6 6 6 6 6 6
66 심율동전환(Cardioversion) 제외

67 기본 심폐소생술 6 6 4 6 6 6
12. 12. 12. 12. 감염간호감염간호감염간호감염간호

71 손씻기(Handwashing-medical) 2 2 2 2 2
72 소독가운 및 장갑 착용법(개방식) 4 2 2 4
73 중심정맥관 드레싱 4 2 2 4 4

13. 13. 13. 13. 기타기타기타기타

74 혈당측정(Precision) 2 2 2 2 2



<부록 2>간호역량별 신규간호사 행동지표

역량군 역량명 행동지표 구체적 행동지표

과학적 

간호역량군

전문성 

개발력

1. 획득된 일반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실무에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경험학습이 시작

2.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

주의)전문성 발휘와 개발노력에 전혀 관심이 없다

2개월(    /    ,  P / F ) : 배운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고 반복학습한다.

4개월(    /    ,  P / F ) : Conference 참석 및 교육을 통한 자가학습 강화

6개월(    /    ,  P / F ) : 각종 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자원관리

1. 관리대상 품목의 수량이나 기능 점검이 느리지만 정확성

이 유지됨. 일부는 도움이 필요

주의) 자원관리가 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개월(    /    ,  P / F ) : 물품의 위치와 기능을 알고 상황에 맞는 set류를 사용할 수 있다.

4개월(    /    ,  P / F ) : 장비 오류 시대처방법을 알고 set류에 있는 기구 이름을 안다.

6개월(    /    ,  P / F ) : 장비 고장 시 대처할 수 있고 보유 SET류의 구성 물품을 안다.

병동업무

처리력

1.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지만 끝까지 해내며, 일부 도움

이 필요

주의)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개월(    /    ,  P / F ) : 맡겨진 업무는 실수나, 오류 없이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완수한다.

4개월(    /    ,  P / F ) :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한다.

윤리적 

간호역량군

윤리적 

가치지향성

1. 모든환자에게 일관성 있게 돌봄을 실천

주의)윤리적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

2개월(    /    ,  P / F ) : 환자에게 먼저 인사하고 존칭어를 사용 한다

4개월(    /    ,  P / F ) : 간호수행 하기 전 설명 및 동의를 구한다.

6개월(    /    ,  P / F ) : 모든 환자에게 기복 없이 일관성 있게 대한다.

협력
1. 위임받은 일을 성실하게 완수

주의)비협조적이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2개월(    /    ,  P / F ) : 지시된 사항을 수행한다.

4개월(    /    ,  P / F ) : 체위변경이나 환자 전동시  스스로 알아서 같이 참여한다.

6개월(    /    ,  P / F ) : 힘든 상황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인격적 

간호역량군
자신감

1. 자신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점이 부족

주의) 자기 확신이 전혀 없다

2개월(    /    ,  P / F ) : ‘예’ ‘아니오’를 확실히 대답한다.

4개월(    /    ,  P / F ) :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자신이 아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인격적 

간호역량군
자기조절

1. 충동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주의) 통제력을 잃거나 상황을 회피

2개월(    /    ,  P / F ) : 어떤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다.

4개월(    /    ,  P / F ) :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6개월(    /    ,  P / F ) :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소리지르지 않는다.



주)각 역량군별 행동지표와 행동지표를 구체화하였으며,이는 2,4,6개월 시점에 pass인지 fail인지를 면담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유연성
1. 업무의 미숙과 부담으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의) 늘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만을 고집한다

2개월(    /    ,  P / F ) : 인계시간에도 alarm이 울리면 즉시 확인한다.

4개월(    /    ,  P / F ) : 환자가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

6개월(    /    ,  P / F ) : 응급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

심미적 

간호역량군
환자이해

1.환자의 요구나 이야기에 반응하여 경청하고 관심을 보인

다. 주의)사무적이다

2개월(    /    ,  P / F ) : 환자가 부르는 소리에 다가가서 대답한다.

4개월(    /    ,  P / F ) : 환자가 하는 말을 경청한다.

6개월(    /    ,  P / F ) : 환자에게 먼저 이야기 한다.

환자지향성

1.환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적절한 시기에 기본적인 간호중

재로 안전하게 돌본다

주의)필요한 간호가 제때에 제공되지 않는다

2개월(    /    ,  P / F ) : 환자에게 불편한 곳이 없는지 물어보고 확인한다.

4개월(    /    ,  P / F ) : 환자가 요구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환자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파악한다.

임상적 

판단과 

대처

1.명백한 변화징후나 문제를 발견하여 간단한 초기대응을 

적절히 한다

주의)명백한 상태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능력이 없다

2개월(    /    ,  P / F ) : 환자상태 변화시 도움을 요청한다.

4개월(    /    ,  P / F ) : 환자상태 변화에 기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환자상태 변화에 대해 순발력있게 대처한다.

영향력
1.설득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역부족이다

주의)설득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

2개월(    /    ,  P / F ) : 비협조적인 환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4개월(    /    ,  P / F ) :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타의료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타인육성

1. 환자를 교육 혹은 상담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나 적극

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한다

주의)타인의 육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

2개월(    /    ,  P / F ) : 병실생활 안내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4개월(    /    ,  P / F ) : 면회시간에 보호자응대를 할 수 있다.

6개월(    /    ,  P / F ) :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예: 심호흡, 기침)



- 93 -

<부록 3>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

1.간호단위실무교육-1차
구분 실습항목 세부항목

1주

1. 시설물 및
의료장비
사용법

-Wagon(물품별 웨곤번호,공급 및 회수시간,조정실 연락처)
-ATS(실습병동,임병,병동약국,보험심사실 station번호)
-Defibrillator(위치,작동법,관리법)
-Patientmonitor(위치,작동법,관리법)
-Infusingpump(작동법,수액set특성)
-혈당측정기(StripNo.작동법)
-Suction기구(작동법,관리법)
-O2공급기구(작동법,관리법)
-Gomcosuction기(작동법,관리법)
-Thoracicsuction기(작동법,관리법)
-Nubulizer(작동법,관리법)

2, Emergency
cart

-1단(응급약품):1단 비치약품(19가지)종류별 규격,적응증,용량
및 투여경로,부작용
-2단-5단 :각 단별 구성물품 확인

2주

3.감염간호

-소독 및 멸균 :소독,멸균,세척의 용어정의,의료기구 및 물품
별 소독방법,멸균의 종류
-소독제사용 :인체소독,의료기구,환경,기타
-감염병환자관리 :표준격리,전파경로별 격리(공기주의,비말주의,
접촉주의),환자격리표시용 스티커
-환경관리 :방문객을 위한 감염관리,린넨감염관리,청소감염관
리,쓰레기 및 적출물 감염관리(쓰레기 구분,적출물의 종류 및 처
리방법),항암제관련 안전 및 감염관리
-직원감염관리 :직원감염관련 사고 발생시 업무처리지침

4.약어 및
의학용어

-부서명 :43가지 부서별 약어,FullTerm,한글명
-검사명 :57가지 검사별 약어,FullTerm,한글명
-간호용어 :99가지 간호용어 약어,FullTerm,한글명
-투약용어 :38가지 투여경로별 용법 약어,설명/투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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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단위실무교육-2차

3주 5.임상병리검사 -15가지 검사항목별 검체 tube종류,Barcode부착법,검사시간,검
체용량,검사시 주의사항,검사부서 연락처 등을 기술

6.검사관련간호 8개 검사부서별 총 21가지 검사 항목별 검사목적,준비물품,검사
전/후간호,검사실위치,검사부서연락처 등을 기술

4주
7.약용량계산법 -15가지 주요약품별 제품용량,cc당 용량,처방예,주의점 기술

8.전산 및
행정절차 -11가지 전산 및 행정절차에 대해 전산교육실에서 교육

구분 교육항목 내용

8주
1.간호단위
소개

-간호단위목표
-구조 및 각실의 설비물품
-간호대기소 물품 및 이용법

2.인수인계

-환자인계
-물품
-비품약
-E-cart

3.간호단위
관리

-환경관리 :청소,조명,냉난방조절,열쇠관리 및 도난방지,시설물 고장
수리,비상시대책,분리수거,소화기,소화전,면회시간,방송요청(안내
방송),방송요청(CPR),호출,사고예방
-물품관리 :처방성진료재료,정수교환진료재료,정수보충진료재료,기
타비처방성진료재료,서식류,일반용품,약품처방약,수액제재,제제
약,CSSD낱개 및 set류,CSSD 소모품,CSSD뮬품청구등록,의료비품,일
반비품,물품파손/수리시절차

4.시설물
사용법

Bedconsolunit,Clinicalsink,제빙기,PortableO2기구,Bedpan
washer,침대사용법,기타 장비사용법

5.기록 및
보고 간호worksheet,처방확인,간호정보조사지,간호기록,각종보고서

6.행정절차 입원,전과전동,퇴원,사망,협진,진단서발급,의무기록 사본신청,
진단방사선 필름 사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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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으로 1차,2차로 구분하여 완료해야 할 내용들을 구분
하여 실습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완수한 내용들은 지침서에 기록할 수 있도
록 관리하고 있다.

7.투약 및
약품관리

처방약관리,마약,약품파손시절차,미수령약품확인절차,투약카드작성법,
투약시간,투약방법별준비 및 관리,IVtherapy,수액의종류,냉장보관약
품,차광약품,함암제관리,주로사용하는경구약(용량,작용,부작용),주로 사
용하는 주사약(용량,작용,부작용),인편으로 수령하는 약품,수혈

8.배액관간호 11가지 배액관종류별 적용목적,적응증,금기,간호관리 및 주의사항,
사용 진료재료명 및 코드명

9.천자 및
생검간호

3가지 천자 및 2가지 생검시 준비물,시술자세,시술전후간호,검체 물
품,검사부서 등 기술

10.수술
전/후간호

-수술 전 :준비(피부,장준비),환자교육,수술 후 운동(심호흡,기침,
Inspirometer사용법,다리운동,체위변경 및 조기이상),
수술 전 상태확인표
-수술 후 :침상 및 물품준비,수술후간호,PCA관리

11.질환 간호단위 실무교육 기간동안 간호단위에 입원한 환자의 질환에 대해
기술하기(질환명,정의,원인,증상,진단,치료 및 간호-최대 8가지)

12.기타 공부
한 내용 기타 공부한 내용 항목별 자가기술

13. 간호사례
작성

가.문헌고찰 :진단명(정의,원인,병리,증상,진단,치료)
나.간호사례 :개인력,현병력 및 주호소,과거병력 및 가족력,간호
력,입원 후 경과와 검사소견,치료 및 투약,간호과정,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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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조직사회화 관련 문항의 평균점수(프로그램개발 준비단계 조사결과)
*역환산문항임 n=76

문 항 평점 표준
편차

자자자기기기효효효능능능감감감
1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97 ±.372
2내 문제점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2.84 ±.500
3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 2.97 ±.407
4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 3.15 ±.397
5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2.90 ±.414
6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 버린다 * 3.07 ±.509
7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2.71 ±.485
8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2.63 ±.514
9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면 곧 포기한다 * 2.95 ±.524
10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3.04 ±.564
11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않는다 * 3.15 ±.544
12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3.21 ±.526
13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 2.88 ±.498
14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 3.18 ±.561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1나는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2.36 ±.593
2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3.09 ±.680
3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3.38 ±.571
4간호업무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수간호사와 견해차이가 있다 * 2.70 ±.523
5우리병원에서는 간호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2.25 ±.579
6나는 수간호사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감독한다고 느낀다 * 2.93 ±.464
7나는 중요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수간호사는 이를 지지해 준다 2.64 ±.593
8내게 주어진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업무를 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 3.10 ±.598
9의사나 관련 부서직원과 환자간호에 대해서 의논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1.97 ±.568
10업무가 매우 바쁠 때는 다른 간호사들과 기꺼이 서로 도우며 일한다 3.19 ±.463
11근무시 의사와 관련부서 직원과 좋은 팀웍과 협동심을 발휘한다 2.32 ±.653
12나는 동료간호사들과 의사, 관련부서 직원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 * 2.94 ±.591
13내게 좀 더 환자와 접할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26 ±.585
14나는 가끔씩 내가 판단할 전문적인 간호수행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 2.93 ±.524
15간호관리자는 일상적인 문제나 업무에 관하여 일반간호사와 자주 의논한다 2.70 ±.523
16대체로 간호사와 의사, 관련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2.39 ±1.00
17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서류업류가 너무 많다 * 2.12 ±.718
18나는 다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도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 2.32 ±.866
19다른 병원에 비하여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보수는 높은 편이다 1.97 ±.641
20의사나 관련부서의 직원들은 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한다 2.0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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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과업업업숙숙숙련련련도도도
1나는 나의 직무에 있어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다 * 2.89 ±.538
2나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2.80 ±.496
3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업들을 터득했다 2.81 ±.459
4나는 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 2.91 ±.501
5나는 내 직무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2.57 ±.575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1나는 이 병원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81 ±.460
2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원을 좋은 직장이라고 말한다 2.90 ±.593
3나는 이 병원에 대해서 별로 충성심을 느끼지 못한다 * 2.81 ±.546
4나는 어떠한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생각한다 3.09 ±.371
5나의 가치관과 이 병원의 가치관은 매우 비슷하다 2.63 ±.516
6나는 가른 사람들에게 이 병원의 직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2.86 ±.643
7직무유형이 비슷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일해도 상관없을 것같다 * 2.69 ±.498
8이 병원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을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 3.30 ±.622
9내 주위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이 직장을 떠라니라 생각한다 * 2.83 ±.680
10직장을 선택할 당시 여러 병원중에서 이 병원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2.73 ±.612
11정년퇴직시까지 이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2.86 ±.597
12직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병원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 2.53 ±.503
13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해준다 2.49 ±.558
14나는 우리병원이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56 ±.581
15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중에서 이 병원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2.4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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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성

① 프리셉터 그룹 참여자들의 특성
o참여자 1(한 oo,24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신규간호사의 부서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도를 맡

았으며,자신과 매칭된 신규간호사는 성격이 밝고 명랑하며 관계형성을 비교적 잘
하는 장점이 있어 신규답지 않게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환자유형
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경험하지 못하여 까다로운 환자에게 한결같은 대답을
하므로 핀잔을 받아 소심해진 신규간호사에게 격려를 해주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
였으며,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자가 신규일때는 없었기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신규간호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자 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럽다고 진술하였다.
o참여자 2(사 oo,29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신규간호사들 직무수행 지식과 기술,사회화 등의 교육훈

련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직업의식과는 다르게 약간은 떨어져 간호사
아니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신규가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느낌이 없하였으며,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전에는 프리셉터를 한 사람으로 정
하지 않고 3교대이기 때문에 근무스케쥴에 맞추어 상황마다 다르게 프리셉티하고
연결하여 교육하므로 여러 가지 연속성이 없었는데,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근무스
켜쥴을 프리셉터와 프리셉티가 동일하게 맞추어 일대일 개별교육이 되도록 한 점
이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o참여자 3(김 oo,25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신규간호사

는 요즘 세대들의 성향과 비슷하긴 하지만 표현이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고 있
어 매번 가르친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때로는 직접 행하는 수행능력보다 응대를
상대적으로 잘하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고 표현하
고 있다.프로그램 내용 상 신규간호사들로 하여금 적응을 도웁기 위하여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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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관계와 사적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구분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장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4(황 oo,26세)
참여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신규간호사들이 업무 지식관련하여

선배들이 질문하면 ‘안 배웠는데요’라는 태도에 대해 분명히 안 가르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게 문제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신규간호사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모르는게 있으면 끝까지 읽어서라도 머리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
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5(최 oo,26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프리셉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프리셉티는

자신이 에러를 내어 혼나면 왜 혼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혼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신규간호사를 믿으니깐 안심이 된다고 하였으며,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해 지침화 되어 있어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둘이서 지침에서 가
이드하는 정도를 단계별로 노력하면 되니깐 훨씬 안심이 되었으며,프로그램은 초
기에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여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을 운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o참여자 6(전 oo,32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프리셉터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와 나이차가 많

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규간호사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이해가 안되어 핀잔을 준
적이 많았는데 나중에 자라온 환경 들을 알게 되니깐 상황전후로 모든게 이해가
되어 전에 핀잔을 주었던 게 미안하게 된 경험이 있어 프리셉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프로그램 내용으로
프리셉터와 프리셉티를 연계하는 작업이 신중히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o참여자 7(황 oo,28세)
참여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즘 신규간호사들은 혼나고 울면서

도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자신이 신규일 때와 달라진 모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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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하고 있으며,임상경력 3년차일때가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왜 해야하
는지를 질문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장 신선하게 수행하게 되는 때이므로 프리
셉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자신의 경험상 진술하고 있다.

② 프리셉티 그룹 참여자들의 특성
참여자들은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6월부터 입사하여 2개월간의 프리셉터와의

중복 근무하면서 교육훈련기간을 거쳐 3개월째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혼자서 환
자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간호사들이다.
o참여자 1(홍 oo,22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간호사로서 두 달동안의 프리셉터와

overlap기간 이후에는 엄마 잃은 오리마냥 불안했던 경험을 하였으며,혼나면 속
상하고 화가 난 적도 있었지만 병동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프리셉터 인 것
같으며,2개월보다 6개월째가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오히려 힘들었음을 표현
하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맨날 혼냈던 프리셉터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더 이상 효과가 큰게 없다고 여겨져 프리셉터와 멘토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보완점을 지적하고 있으며,신규들끼지 모임을 갖으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
었던 것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2(임 oo,21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적응하면서 프리셉터가 일을 배우는 일하는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시니깐 집을 떠나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
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 준다는게 고마움을 경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며,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프리셉터와 멘토를 다르게 두어 지도를 받았는데 각각 나름대
로의 장점이 있어 많은 선배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여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3(고 oo,23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것들을 할 여유가 안생기고,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일반 사무직이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는 전혀 만날 수가 없
고 병원에 메여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병원 일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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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들을 할 수 없음을 경험하였으며,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프리셉터와 멘토
가 다른 선배들인데 프리셉터에서 혼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가 따로 멘토가
전화하여 밥을 같이 먹자고 하여 얘기를 들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프리셉터는 많
이 가르쳐주고 부족한 게 없도록 채워주려고 하는 반면,멘토는 그런 거 외에 다
른 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 따로 있는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프로그램 보완사항으로 팀단위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근무스케쥴을 맞출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 간호단위별로 활동들을 계획하면 도움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o참여자 4(안 oo,24세)
참여자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선배들은 간호사답지 않
게 너무 밝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며,시간이 흘러 일이 익숙해지
니깐 프리셉터가 직접 본인에게 칭찬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기한테 칭찬을
전해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하였다고 표현하였다.프로그램 내용 중 세부적
으로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술이 한 눈에 볼 수 있어 좋았고,프리셉터
와 멘토가 따로 있어 잘해야 된다는 동기유발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겨 좋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5(박 oo,24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나는 걸 집에 가서 적어서 상

황별로 정리하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모르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을 혼나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
력하여 스스로 나아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자신에게서 가
장 중요한 것은 1번은 직장인데 적응에 힘들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여
기서 그만두어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고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
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니깐 계속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지는 경
험을 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프로그램 내용으로 병동에 비치된 교육자료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대로만 제대로 하면 되니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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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참여자 6(김 oo,21세)
참여자는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2개월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병동을 옮겨 새로

적응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굳은 표정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
는데 스스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적응하려고 노력하여 웃고 밝아졌다고 수
간호사 선생님이 격려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나면서 적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경험이 있다고 표현하였고,프로그램 내용으로 일을 할 때는 프리셉
터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지만 멘토로서 얘기하면서 풀어주고 하는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의견을 주었으며,한꺼번에 다 흡수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성취해
야 할 지식과 기술이 짜여져 있는게 부담이 덜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o참여자 7(조 oo,23세)
참여자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프리셉터와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만났는데

병원 밖에서 만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서 적응이 되었고,2개월 교
육기간을 마치고 혼자 독립하여 일을 하면서 인계를 다른 선배에게 할 때 무척
혼이 났는데 프리셉터를 하였던 선배가 별도로 불러 차근차근하에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하여 지적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경험하였다고 표현하고 있
다.프로그램 활동으로 댄스교실을 주2회 갖였는데 사실 일이 미숙하여 참여하지
못하였고,참여하더라도 부담스러웠음을 진술하고 있다.



- 103 -

<부록 6>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에 대한 중심의미 (포커스그룹인터뷰자료)

중심의미 주제 의미있는 진술
이해 입장의 차이 ‘요즘 신규간호사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이 우리보다 약

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프리셉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방면으로 나갈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프리셉터)

‘아이들을 나무랄 때 예전에 내가 신규였을 때는 선배들이 그저
뭐라고 하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애들은 앞 뒤를
정확히 짚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구요.'(프리셉터)

‘요즘 신규들은 우리와 달리 혼나면 사직까지 연결하여 생각하고
한번 마음에 쌓아 높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아요.'(프리셉터)

‘병원에 딱 들어오고 다른 건 할 여유가 안 생기더라구요,요일
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일반 사무직이나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나는 병원에 메여서 그런 생활을 할 수 밖
에 없고,마음에 여유를,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병원 일
이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프리셉티)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아마 ‘저희 선배님의 선배님들도 선
배님을 봤을 때 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그런 생각도 들거
든요,그 선배님들도 생각이 변하시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그
러니까 표현의 차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한 달이 지나도 6개
월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목숨을
걸고 다 하고 있는데,그런 소리를 들으면,‘내가 6개월 동안 뭐
했나’그런 생각이 들거든요,‘(프리셉티)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은 직장이거든요,적응하고
일도 많이 배우고,힘들고 그럴 때는 ‘나가기 싫다,관두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음은 솔직히 그런데요,지금 내가 여기서 끝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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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어차피 다른 데를,이 일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새로운 거
시작하면 어차피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그런 거 생각하
면 그래도 내가 나가기 싫고 그래도 나가서 일 해야 하고 막상
나가서 일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일 하거든요,솔직
히 하기 싫거나,정말 힘들다,속상하다 그러다가도 ‘그래,내가
나가서 해야지,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니까 해야 겠다’그
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솔직히 그래요,
만나서 ‘어디 갈까;그러면 ‘안돼,나 낼 데이라서 일찍 가야되’
그러고,일이 아직은 1번이예요.항상.오늘도 늦게까지 딴 거 하
고 그러면,내일 피곤해서 안돼,그런 생각도 들고요,'(프리셉티)

‘갈 길은 멀고 해야 될 거는 많고 벌써 내년 신규를 뽑았잖아요,
걔네들이 제 밑으로 온다 치면,아직은 제가 신규니까 몰라도 모
르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걔네가 만약에 신규로 들어와서
정말 저한테 물어보면,정말 자존심 안 상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제가 아는 것 까진 해줘야 하는데,그 만큼이 될까라
는 생각이 들거든요,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셉티)

신세대의
장점

‘우리 때는 선배한테 혼나면 혼난게 오래 갔고 얼굴이 굳어져서
말도 잘 못 걸고 무서워서 다시 말 걸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렸는
데 요즘 애들은 어느 누구하나 혼냈다고 해서 꿍해 있거나 하는
애들 없이 활발한 건 좋은 것 같아요'(프리셉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애들이 밝아진 것 같아요'(프리셉터)

‘신규들의 발랄함이 칙칙한 병동분위기에 또 다른 신선함으로 다
가오는 거예요.'(프리셉터)

이해가
필요함을 느낌

‘신규의 가정형편 등 background를 다 파악한 다음에 신규가 한
행동을 하면 이해가 되어 처음에 나무랐던게 미안해지곤 해요.
신규가 아팠을 것을 늦게 알았을 때 그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는데…'(프리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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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무서웠는데 선생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 알고 병원 나오는 게 좀 편해졌어요,일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덜 해졌어요.'(프리셉티)

‘프리셉터 선생님은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특히,다른
선생님들께 혼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너한테 관심이 있고 애착
이 있으니까 너한테 잔소리도 하고 잘하라고 하는 거지,네가 싫
으면 그런 소리도 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더라고
요,'(프리셉티)

힘든 성향
파악

‘신규들마다 성향 파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똑 같은 상황에서
는 혼냈을 때 improve가 있는 신규가 있는가 하면 주눅이 드는
신규가 있어요.가르킬 때 그 파악할 때까지도 오래 시간이 걸리
는 것 같다.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그 이후에는 그 신규
를 어떻게 교육할 까가 관건인데 한달이 지나도록 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Openmind가 안되면 정말 힘들어요.'(프리셉터)

‘미리 신규간호사 성격유형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받게 되면 선
입견이 생기게 되어 안되고,부딪히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나
을 것 같아요.'(프리셉터)

‘사전에 미리 성향을 파악하여 프리셉터와 matching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겉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나중에는 미리 파악
했던 성향이 아닌 경우도 있어 참 어려워요.'(프리셉터)

‘신규간호사의 성향을 정말 잘 파악하려면 사적인 자리를 많이 가
져야 할 것 같아요.사적인 자리를 많이 겪어봐야 "어머,쟤한테 저
런 면이 있었네"하는 것을 알게 되고,프리셉티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던 부분을 사적인 자리에서 풀어지는 것도 있어요.'(프리셉터)

프리셉터의
기대

‘적극적인 신규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다.본인이 노
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게 없다.얻는게 남는것이다.라고 신규들
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프리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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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지는 몰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저 워낙 이렇게 느려요"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
요.자기가 병원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려고 온거면 최
소한 남들보다 신규니까 선배가 한 걸을 갈 때 자기는 두세 걸
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게 많이 부족하고 원래 그렇
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본인이 그런 마인드를
고쳐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단
지 선배들 안 가르쳐줘서 이것은 나의 역량이 부족해서 라고 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프리셉터)

‘우리 신규는 곱게 자란 것 같은데 병동에 와서는 전혀 그런 내
색 안하고 먼저 선생님들한테 숙이는 자세로 선생님 제가 잘못
했어요'이런 식으로 태도가 잘 되어 있어요.프리셉터 말고 다
른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과정에서 "이거 누구한테 배웠니?"하면
"안배웠어요"라고 말하지 않고"선생님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죄
송해요"라고 말해주는게 참 고맙고 참 기특하기도하고… 이런면
에서 가르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프리셉터)

‘잘 적응하고 있는 신규인 경우 자기가 에러를 냈기 때문에 혼낸
다는 것을 알아요.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이러니까 혼을 내더라
도 안심이 되요.믿으니까'(프리셉터)

프리셉터
에게 필요
한 것

기다림 ‘신규들한테 무조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제가 장기적으로 6개월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두달동안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제가 신규를 쥐고 어떻게 끌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는게 중요
한 것 같은데,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그게 프리셉터로서 중요
한 역할이고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프리셉터)

‘프리셉터는 3년차가 가장 적장한 것 같아요.제 경험을 돌아봐서
도 3년차가 가장 fresh했던 것 같아요.일하는 사고 자체도 선생님
이 뭐라고 하면 막연히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프리셉터)



- 107 -

‘중환자실에서도 신규들은 잠깐 못하는 거야 잠깐 혼내지만 일을
못하고 잘한다는 평가는 시간이 지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최
소한 6개월이상이고 1년이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물론 가르치는 프리셉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이고
내가 어디서 뭐가 잘 될것인지 …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본인의 마인드 콘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프리셉터)

‘처음보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긴 하죠… 6개월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은 하거든요.큰 사항들은 해결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경험
이 많이 쌓이면 환자 complain한 걸 파악해서 금방 해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프리셉터)

즉각적인
칭찬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나아진 게 있으면 조금 칭찬을 해주면 그
걸 두 배로 하게 되며,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었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규가 잘한 일에 대해 칭잔을 바
로 받았을 때 느낌을 얘기하더라구요.'(프리셉터)

‘프리셉터 선생님은 항상 밝게 웃어주면서 이제는 일도 조금 느
니까 기분 좋다고,직접 저한테 칭찬은 안 해주셔도 동기한테 들
었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다른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시
는 것보다 프리셉터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게 더 기분이 좋
더라구요.'(프리셉티)

지속적인
돈독한 관
계

남다른
애착심

‘세달이 넘어가서 다른 근무를 뛰고 나서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
면 프리셉티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들려 답답하여 책임감을 갖
게 되는 고정관념이 있어 다른 선배들에게 혼났다는 얘기를 들
어면 내가 혼냈을 때랑 달리 속상하다.'(프리셉터)

‘자신이 가르쳤던 신규들은 동생같은 느낌이 든다'(프리셉터)

지속되는
관심

‘프리셉티와의 관계는 서로 그만두지 않은 이상 평생을 같이 가
는 관계라고 생각한다.시간이 지나더라도 프리셉티 했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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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정이 않좋으면 가끔 불러서 밥먹고 위로해 주는 것이 오히
려 바로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할 때하고 달리 칭찬은 사적인 자
리에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프리셉터)

‘처음에는 overlap기간이 있었잖아요,두 달 기간동안에 떨어진
경우에는 엄마 잃은 오리마냥 불안한 경험도 있고 혼나면 속상
하고 성질도 났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프리셉터 선생님인거 같아요.항상 같은 근무를 안하면 허전하고
두 달 후에 독립을 하면서 거의 못 만나고,오랜만에 보니까 프
리셉터 선생님 할 때 보다는 저만 주시하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
도 많이 해주시고 혼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독립하고 혼자 일 하
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터치를 안 하시고 혼나질
않잖아요,'(프리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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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프로그램에 대한 중심의미(포커스그룹 인터뷰자료)

중심의미 주제 의미있는 진술
개선된 점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리셉터십

‘우리 신규때는 프리셉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선생님이 알아
서 근무를 대충 맞춰주긴 했지만 계속 맡아서 하지는 않았어
요.지금은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같이 하거든요.'(프리셉터)

‘이번 신규들은 복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사실 그렇잖아요.
신규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우리 때는 전혀 그런 것 없이 본
인 스스로 다 감내했고…'(프리셉터)

도움이
된 점

단계별
성취경험

‘지침이 있으니깐 프리셉티를 가르치면서도 다른 병동 신규간
호사들도 이 정도는 지금 하고 있겠구나 한눈에 볼 수 있어
조바심이 덜 들어 도움이 많이 된다.'(프리셉터)

‘프리셉터들은 가르치는 것만 계속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수
선생님이 언제까지는 이런 것 까지 알려 줬으면 좋겠다면서
같이 하니깐 좋아요'(프리셉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침을 보면 이 병동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 둘이 같이 노력하
면 되니깐 도움이 많이 되어요'(프리셉터)

‘병동이 바쁘면 내일로 미루게 되는데 자꾸 미루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때 다른 병동 애들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만 안됐나 하는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 좋아요 '(프리셉터)

‘내가 신규로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흡수하는 것보다 그렇게
짜여져 있던 게 부담은 덜 되었던 거 같아요,부서 마다 2개
월이 되도록 내가 못하는 거는 있지만,여기서 배우고 다른 데
로 가면,배울걸 거기서 다 흡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근
데 이것 꼭 내가 이 시간에 안 해도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맘적으로 부담은 덜 되었던 거 같아요.'(프리셉티)

나중에는 완성도를 볼 수 있잖아요,‘내가 얼마나 달려 왔구나’
라고 단점은 만약에 2개월 안에 수료를 해야 하는데 2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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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못하면 ‘내가 바본가?어떻게 되는건가?’다른 사람들은 4
개월안에 완성을 하는데 나는 6개월 때 완성을 하게 되면 ‘나
는 어떻게 되는 건가,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인가’라는 생각
이 드는 게 단점 인 거 같아요,'(프리셉티)

‘저도 비슷한데요,그걸 하면서 보다 보니까요,과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팀에서 하다 못해 기구라고 한다면은,저희
는 자주 안보는 거는 물론 프리셉터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
님들한테 설명을 다 듣고 그랬어도 자주 접하지 않으면 그것
도 모르겠고,특히 제가 딱 보면서 ‘이거 정말 자신 없다’하는
거는 chemo거든요,저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체계적으로
짜여 있으면 이걸 보면서 ‘나 이건 정말 모르겠다’하는 게 이
렇게 한 눈에 훑어 보면은 눈에 들어와서 좋은 거 같아요,'
(프리셉티)

대리경험 ‘프리셉터 선생님이 일을 가르쳐 주시고,일을 배우고 일하는
환경에서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선생님이 ‘힘든 거 없냐’물
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
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게 전 대게 고맙고,일하는 방
식 같은 거,일을 할 때는 선생님이 무서울 수 있지만,일이
아닌 다른 데서 만나면 선생님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대게 좋았어요.'(프리셉티)

‘이번 지침은 신규간호사들이 적응한 것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loose한 것 같고,기간을 너무 연장 시킨 것 같다.
적응은 빨리 원하는데 6개월로 늘려서 하는 것 같아 2개월안
으로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프리셉터)

‘저는 멀리 떨어져서 와서 정말 수선생님이 있으면 엄마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정말 힘들 때는 수선생님한테 찾아
가서 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하면,심적으로 대게 안
정감을 주시려고 노력 하셔셔요,수선생님이 힘들 때 많이 도
움이 됐어요.'(프리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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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들 끼리 동기들 끼리 서로 힘이 돼주고 그러는데,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받는 1주일 동안 친했던 애들이 있었는데,여기
서 다시 교육을 받으면서 1팀,2팀으로 나눠졌잖아요,저희는
2팀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잖아요,원래 친했던
친구들인데 내과를 가게 되면서 약간 안 만나게 되고,그런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도움이 컸던 거 같아
요.같은 외과계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끼리 한번이라도 더
봐서 친목도모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프리셉티)

언어적설득 ‘수선생님이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얘기해 주셔
서 나만 이런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됐구요,조금은 용기를
얻었구요,경험 또한 자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모든 선생
님들이 다들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프리셉티)

‘수선생님이 면담하는데 ‘니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점이 문
제였다’고 지적해 주시더라고 표정에 대해서,상처는 많이 받
았는데 저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이건 좀 분발했
음 좋겠다’라고 하시고 나서,또 다시 한번 면담을 할 때가 있
었어요,여전히 그러긴 하지만 많이 웃고 밝아지고 그랬다고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대게 기분이 좋고 힘이 되고,내가
적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프리셉티)

‘오히려 저는 한달 전보다 6개월 후가 더 힘들더라구요,너무
사고를 많이 쳤구요,6개월 후가 더 힘들었는데,하루는 수선
생님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없고 그랬는데
수선생님이 그걸 아셨는지 ‘민희야 너 잘하고 있어’그 한 마
디에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서 울은 적이 있거든요.물론 잘하
고 있는 게 아니란 건 알지만 그 한마디가 대게 힘이 되더라
고요.‘너무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야’그러셔서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프리셉티)

프로그램의
전체평가

‘프로그램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저희가 이
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고요,'(프리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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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 친구들이 보면은,저희가 이날은 이거하고 이거 하고
그런다 하면 ‘정말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 좋은 건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행운이다’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
해서 적응하는데,병동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은 무슨 편갔
고요,저만 혼자 무슨 말을 여기다 해도 안될 거 같고 그랬는
데,그런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저도 이제 그 쪽의 같은 한편이 되
어서 좋구요,아까 친구들 얘기 했던 거처럼 다 좋았던 거 같
아요,'(프리셉티)

‘저도 좋았던 거 같아요,ICU안에 있을 때는 혼자인 것만 같
고,모임이후 나와 같은 동지들이 있는 거 같아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프리셉티)

‘일을 하는데요,제일 중요한게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아무리 주위에서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더라구요,뭘 하
던지 일이 중요하고,자기가 우선 순위로 뭘 두던지간에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프리셉티)

보완점 생리적이고
정서적 각성을
위한 활동

‘이번 프로그램이 사적인 자리를 많이 갖으려고 했는데 팀 전
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깐 실제로 해당되는 프리셉터와 프리셉
티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현장에서 부딪히는 프리셉
터와 프리셉티가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프리셉터)

‘프리셉터와 멘토를 다 해봤었는데 ,부서별로 프리셉터,멘토,
프리셉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날 다 모이기가 어려우므로
팀별 모임이 어렵다면 부서별로 하는게 좋을 듯해요.'
(프리셉터)

‘저희 야유회 갔을 때요,저희 부서 선생님 세 분하고 신규 세
명하고 갔었거든요,야유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서,선생
님들 신규였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몰랐던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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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자리에서 많
이 들었거든요,그래서 부서별 모임이 좋은 거 같아요.'
(프리셉티)

‘댄스교실은 솔직히 좀 힘들고,어렵고,더 스트레스를 준거 같
아요,야유회나 영화보고 이런 거는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
어서 좋았고,야유회가서 말도 한마디도 안하고 그러긴 했는
데,그래도 얘기만 듣는 걸로 좋았고,프리셉터,멘토 선생님이
있으니까,기분이 좋았고요,잘 해야 된다는 동기유발이 되면
서 자신감이 생겼어요,,'(프리셉티)

‘댄스 교실 있는 날은 데이를 하고 내려가잖아요,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하잖아요.그날 아침에는 생각을 해요,‘빨
리 하고 가야지’하는데 갑자기 일이 막 생기거나 늦어지고 못
갈 수 있잖아요.솔직히 저희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선생
님들도 매주 가는 게 힘들잖아요.시간때문에도 그랬고요,.'
(프리셉티)

프리셉터와
멘토의 구분

‘사적인 조언을 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프리셉터와 멘
토를 구분하였는데 프리셉터가 그런 관계를 갖는게 서로에게
좀 더 좋을 것 같다.직무적인 얘기만을 프리셉터에서 맡기게
되면 그런 관계로 끝나버리게 될 것 같아 염려된다.일할 때는
멘토는 잊어버리고 프리셉터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지도하고,
일이 끝나 밖에 나가면 멘토로 돌아가고 하는 관계가 더 유익
할 것 같아요.'(프리셉터)

‘멘토,프리셉터를 구분하여 신규에게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신규에게는 좀 더 기댈 산이 있다는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선배들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신
규들에게는 기댈 존재가 있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프리셉터)

‘멘토하고 프리셉터를 같이 하는 경우인데,제가 따로 하는 거
를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맨날 혼내던 사람이,무섭게
하던 사람이 ‘오늘은 잘 했다’고 이 말 한마디 해줘도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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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거 같아요,같이 이렇게 하는 거도 괜찮은 거 같아요'
(프리셉티)

‘프리셉터 선생님은 많이 가르쳐주고 저한테 부족한 게 없도
록 채워 려고 하는 반면에 멘토 선생님은 그런 거 외에 것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거 같아서,따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요'(프리셉티)

‘멘토 선생님은 오프신데 일부러 나오셔서 밥도 사주시고,차
도 사주시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요,두 명의 멘토가 있는 거
같아서 의지가 되요 '(프리셉티)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혼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 하면
일차적으로는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해결을 다 할 수 가 있어
서 좋은 거고 ,멘토 선생님을 만나다 보면 이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
(프리셉티)

부서이동 ‘일이 미숙하니깐 부서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
을 옆에서 보니깐 알 수 있었어요.'(프리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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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신규간호사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
1.신규간호사(프리셉티)대상
프로그램명 신규간호사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 (집단교육)
목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초기 조직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대상 집체교육이 끝나고 간호단위에 배치되어 직무교육이 시작되는 신규간호사
방법 강의형 및 토론형

운영일정

*간호단위 직무교육 2개월간 운영 (프리셉터의 개별 지도기간)
1.프로그램 시작 전(간호단위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
2.프로그램 운영 1개월째(마지막 주 목요일)
3.프로그램 운영 2개월째 (마지막 주 목요일)

내 용

1.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소개
-신규간호사의 적응 과정에 대한 자료 설명(powerpoint자료)
-기본간호기술 및 간호단위 업무지침 중 교육기간별 성취목표
-간호 역량군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기간별 성취목표
-전년도 신규간호사와의 만남(경험담 듣고 질문하기)
-프리셉티 어록,프리셉터에게 하고 싶은 말 사례 접하기
-수간호사와 면담하여 프리셉터 선정하기

2.프로그램 운영 1개월째
-한 달 동안 간호단위에서 갖였던 모임 동료들에게 소개하기
-본인과 프리셉터와의 관계 소개하기
-자신이 수행하고 환자간호 수준 동료들에게 표현하기
-동료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용기 얻기

3.프로그램 운영 2개월째
-한 달 동안 간호단위에서 갖였던 모임 소개하기
-자신이 전 달보다 나아진 환자간호 수준 스스로 표현하기
-프리셉터에게 감사하기
-프리셉터에게 독립하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 표현하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북돋우기

준비자료

1.신규간호사 기본간호 행위 체크리스트
2.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
3.간호역량군별 신규간호사 행동지표
4.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소요예산 1.간식비 (3회 모임 참석 인원수 고려)
2,전년도 신규간호사 선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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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리셉터 대상

*신규간호사 개별교육 :간호단위에서 프리셉터가 1:1로 연계되어 프로그램 지
침 내용 기준으로 교육일정에 따라 진행

프로그램명 신규간호사 자기효능증진 프로그램(집단교육)
목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초기 조직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대상 간호단위에서 프리셉터 역할을 담당할 간호사
방법 강의형 및 토론형

운영일정
*간호단위 직무교육 2개월간 운영 (프리셉터의 개별 지도기간)
1.프로그램 시작 (첫 번째 주 목요일)
2.프로그램 운영 중 (두 달 시작 두 번째 주 목요일)

내 용

1.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소개
-신규간호사의 적응 과정에 대한 자료 설명(powerpoint자료)
-기본간호기술/간호단위실무지침/간호 역량군별 행동지표에 대한 교육
기간별 목표 정하여 지도 지침(신규간호사 개인별 적응 차이 고려)

-프리셉터의 역할
-성인학습 특성과 개념
-프리셉티 어록,프리셉터에게 하고 싶은 말 사례
-프리셉터 역할을 경험하였던 동료의 경험담 나누기
-처음 프리셉터를 하게 되는 불안감 표현하여 격려하기

2.프로그램 운영 1개월째
-한 달 동안 프리셉티와 갖였던 관계 형성,만남 소개하기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노하우 동료에게 소개하기
-프리셉티와 관계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칭찬할 만한 점 공유하기

-성인학습의 어려움 점 공감하기
-간호실무자와 교육자의 이중역할 수행에 대한 칭찬,격려 하기

준비자료

1.신규간호사 기본간호 행위 체크리스트
2.간호단위 실무교육 지침
3.간호역량군별 신규간호사 행동지표
4.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5.프리셉터 교육자료(역할,성인학습 특성과 개념)

소요예산 1.식사비 (2회 모임 참석 인원수 고려)
2.간식비(2회 모임 참석 인원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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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병원에 입사하는 신규간호사들의 조직적응을 단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질적으로 간호실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
병동2간호팀 부 은희(3186)

※ 다음 문항은 업무처리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내 문제점 중 하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나는 스스로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성
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4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포기한다.

5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6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린다.

7 나는 어떤 일을 한번 시도하여 해내지 못하면 해낼
때까지 계혹 시도한다.

8 나는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바로 그 일을 착수한다

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경우 초기에 성공적이지 못하
면 곧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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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와 직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0나는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배우려고 시도
하지 않는다.

11나는 어떤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
차 않는다.

12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처리
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

13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처리
하지 못한다.

14나는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나는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2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
럽게 말한다

3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4 간호업무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수간호사와 견해
차이가 있다

5 우리병원에서는 간호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6 나는 수간호사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필요이상으
로 감독한다고 느낀다

7 나는 중요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수간호사는
이를 지지해 준다

8 내게 주어진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9 의사나 관련 부서 직원과 환자간호에 대해서 의논할
시간과 기회가 있다

10업무가 매우 바쁠 때는 다른 간호사들과 기꺼이 서로
도우며 일한다

11근무시 의사와 관련부서 직원과 좋은 팀웍과 협동심
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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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귀하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시
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2나는 동료간호사들과 의사,관련부서 직원들과 화목
하게 지내지 않는다

13내게 좀 더 환자와 접할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4나는 가끔씩 내가 판단할 전문적인 간호수행과 어긋
나는 일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

15간호관리자는 일상적인 문제나 업무에 관하여 일반간
호사와 자주 의논한다

16대체로 간호사와 의사,관련부서와 협력이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17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서류업류가 너무 많다

18나는 다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도 간호직을 선택할
것이다

19다른 병원에 비하여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보수는 높
은 편이다

20의사나 관련부서의 직원들은 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한다

21나는 나의 직무에 있어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다

22나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23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업들을 터득했다

24나는 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
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25나는 내 직무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구
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나는 이 병원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원을 좋은 직장이라고 말
한다

3 나는 이 병원에 대해서 별로 충성심을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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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해당란에 체크(∨)하여 주
십시오.
1.귀하의 연령은 만 세
2.귀하의 결혼상황은 □ 기혼 □ 미혼
3.귀하의 종교는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 없다 □ 기타
4.귀하의 최종학력은 □ 전문대졸 □ 대학졸 □ RN-BSN 중 □ RN-BSN졸
5.귀하의 현재 근무부서는 □ 병동 □ 집중치료실
6.본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직장경력은?□ 없음 □ 있음 년 개월
7.본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은? 년 개월
8.현 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은? 년 개월

4 나는 어떠한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생
각한다

5 나의 가치관과 이 병원의 가치관은 매우 비슷하다

6 나는 가른 사람들에게 이 병원의 직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7 직무유형이 비슷하다면 다른 병원에서 일해도 상관없
을 것같다

8 이 병원을 직장으로 선택한 것을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9 내 주위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이 직장을 떠나리라 생
각한다

10직장을 선택할 당시 여러 병원중에서 이 병원을 선택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11정년퇴직시까지 이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나의 개인적
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12직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병원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13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
려해준다

14나는 우리병원이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5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중에서 이 병원이 가장 좋
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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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병동인 경우 신규간호사 직무교육시 근무한 병동에서의 간호전달체계는?
□ 담당간호사제 □ 변형된 담당간호사제

10.신규로 직무교육을 받을 때 1:1로 개별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11.개별교육을 받았다면 프리셉터와 중복되게 근무한 기간은? 주
12.본인은 프리셉터로서 신규간호사를 교육한 경험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13.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분위기에 만족하십니까?□ 예 □ 아니오
14.귀하는 현 병원에 근무하기 전 본 병원에서 실습이나 인턴쉽을 한 경험이 있

습니까?
□ 학생실습 □ 인턴쉽 □ 없음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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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SSSeeelllfff---EEEffffffiiicccaaacccyyyPPPrrrooommmoootttiiinnngggPPPrrrooogggrrraaammm ooonnnttthhheee
NNNeeewww SSStttaaaffffffNNNuuurrrssseee'''sssSSSeeelllfff---EEEffffffiiicccaaacccyyyaaannnddd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

SSSoooccciiiaaallliiizzzaaatttiiiooonnnOOOuuutttcccooommmeee

Boo,EunHee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Whenthenewcomerjointhehospital,theymayexperiencerealityshockat
circumstancesofthenew organization.Therefore,Organizationalsocialization
tacticsareneeded to minimizethedifficulties fornewcomerfrom reality
shockandhelpguideeasyadjustmentasinsideroforganization.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elf-Efficacy promoting

program andtodeterminetheeffectofthedeveloped.
The theoretical framework was derived basically from Bandura's

Self-EfficacytheoryandFeldman'sOrganizationalSocializationModel.
ThisresearchwasperformedoneofthegeneralhospitalinKyung-kido.

Thefinalprogram developed threestep.First,thesurvey wascarried out
newcomer'seducation andtraining circumstances.Second,thepilotprogram
developedandevaluatedthisprogram'seffectwithnonequivalentcontrolgroup
pretest-posttestresearchdesign.Anddevelopedthefinalprogram.Third,the
effectoffinalprogram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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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llecteddatawasanalyzedusingpearsoncorrelation,factoranalysis,
reliability,repeated measureANOVA,paired t-testwith SPSS program for
Window 12.0.
Themajorfindingsofthisstudysummarizedasfollows:
First. The new staff nurse's perceived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correlationwithtaskadapta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Butitwasno
significantcorrelationbetweenself-efficacyandjobsatisfaction.Theseventy
onepercentofnewcomerwaseducatedwithpreceptorlessthanfourweek.
Thefifteenpercentofnurseexperiencedpreceptorrole.
Second,Theeffectofpreliminary program wasno significantdifferenc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group.Afterfocus group interview,final
program developed.Thefinalprogram wasdividedtwogroup.Thepreceptor
grouphad meeting twice,based on vicariousexperiences,emotionalarousal
andverbalpersuasion.Theprecepteehadmeetingthird,basedon vicarious
experiences,emotionalarousalandverbalpersuasion.Thepreceptoreducated
the preceptee during two month based self-efficacy information source.
Third,Theeffectoffinialprogram wassignificantimprovementthe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between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group(F=4.279,
p=.050).
In conclusion, When the preceptor group added intervention. The

newcomer's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improvement. Because of the
organizationalsocializationinteractnewcomer'spersonalfactorandpreceptor's
organizationalsituation factor.This point contribute to extend Bandura's
theory(1977)inorganizationalsocializationaspect.

Keywords:self-efficacypromotingprogram,new staffnurse, self-efficacy,
orgainzational socializa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taskadaptation.


	차 례
	국문 요약
	Ⅰ.서론
	A.연구의 필요성
	B.연구의 목적
	C.연구의 가설
	D.용어의 정의

	Ⅱ.문헌고찰
	Ⅲ.연구방법
	A.프로그램 개발준비단계
	B.프로그램 개발단계
	C.프로그램 평가단계

	Ⅳ.연구결과
	Ⅴ.논의
	Ⅵ.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