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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임상간호사로서 실무에서 일하다 보니 좀더 문 이고 새로운 간호경향에 

심을 갖게 되었고 학원에서 석사과정 수업을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바깥세상을 구경

하고 난 후의 느낌이랄까요? 병원생활과 학업의 병행이 힘들긴 했지만 무나 흥

미롭고 가슴 벅찬 배움의 기쁨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그동

안 고마웠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하고자 합니다.

먼  제 삶의 끝없는 도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희망과 행복을 주

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서 시청각 교육자료를 만들겠다는 의 

생각에 격려를 하시며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지도해주시

고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오가실 교수님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질 향상을 해 값진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께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면서 항상 밝은 미소로 따뜻하

게 격려해주신 채선미 교수님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료를 제작하

는데 흔쾌히 모델이 되어주고 많은 조언을 해  소아과 김종호 선생님, 심과 격

려를 해주신 김 실 장님, 최순자 ,정명숙 수간호사 선생님, 이미정 선생님, 나

의 동기 마홍임, 그리고 교육자료 개발에 도움을  NICU의 모든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석사과정을 보내면서 길고 외로운 시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딸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논문 때

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화 한번 제 로 드리지 못하는 며느리를 깊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는 시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합니다.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동생 지연과 제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석사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든든

한 힘이 되어  동생 경재와 승재,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하면 흔쾌히 미소로 다가

와 도와주는 올  은진이 있기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병원생

활과 학업의 병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든든한 버 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엄마 때문에 제 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늘 미안한 

나의 사랑스런 아들 민 이에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어 무나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시청각 교육자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신생아

집 치료실의 아기천사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년  12 월    연구자  이 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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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가 습득하여야 할 문  지식  기

술에 한 계속 인 자료 개발과 보완을 한 연구를 해 실제 신생아집 치료

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수행을 심으로 체계 이고 역동 인 시청각 교육자

료를 개발하고 이를 신규간호사에게 시청한 후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신생아집 치료실에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신규 간호사의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 문직 , 신생

아집 치료실 간호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집 치료실에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

한다.

2.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신규간호사의 신생아 간호지식, 문직 , 신생아 

간호수행자신감에 한 변화를 통해 시청각 교육자료의 효과를 평가한다.

연구 상은 경기도 S시에 소재한 A 학교 병원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간호학생을 편의 표집 하 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사 요구도 조사가 2007년 9월 

1일부터 9월14일까지이고, 자료 제작기간이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으며 자

료수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연구도구는 오가실 등(2007)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직  도구를 사용하 으며 간호수행자신감은 국내 선행 연

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수행자신감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과 효과를 평가하기 

한 Pilot 연구로 단일집단 사  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한 유사실험연구다.

시청각 교육자료의 효과측정 방법은 간호학생이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첫날 교육자료를 시청하기 과 시청한 후의 신생아 간호지식, 문직 , 신생아 

간호수행자신감의 평균 수의 차이를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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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간호지식의 평균 수는 사후평균 수가 8.93으로 사 평균 수 3.87

보다 5.06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z= -3.429, p=.001). 

2. 문직 의 평균 수는 사후평균 수가 65.85로 사 평균 수 63.16보다 

2.69 증가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

되었다(z= -1.719, p=.084).

3. 신생아 간호수행자신감은 사후평균 수가 44.53으로 사 평균 수 33.78보다 

10.75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가설 3도 지지되었다(z= 

-2.727, p=006).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자료는 시청각 자료로서 신규간호사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으로 개발된다면 자신의 지식을 미리 측정하고 비할 

수 있어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신규간호사의 지식향상과 자

신감도 향상되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제 이며 효율 인 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의 제안사항을 보안하여 본 연구의 시

청각 교육자료를 신규간호사의 preceptorship 1:1 교육에 앞서 제공한다면 신생아

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입문교육으로서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을 좀더 단

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며, 교육자료의 특성상 자율학습을 통한 반복학습

으로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는 preceptor 간호사의 만족도

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육자료는 신

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의 시청각 입문교육자료 개발, 신규간호사 자가 평가 

도구개발,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  자율학습 자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계속 인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시청각 교육자료, 간호지식, 간호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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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 있어서 이론교육과 함께 간호 상자와 직  만나게 되는 임상실습 

교육은 매우 요하다(최공옥, 조 숙, 김정엽, 2001). 그러나 오래 부터 간호

장에서는 졸업간호사들의 실무능력이 환자의 요구나 병원이나 보건소, 산업장 등 

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함이 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이 무엇이며 학의 간호학과 교육이 실무수행능력을 학생

에게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에 한 문제를 제기한다. 

신규 간호사는 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단

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강의실 이론교육 내용으로는 비가 불충분하여 병원실무

에서 문  지식을 용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신속하

고 효과 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단 별 

실습교육이 필수 이다.

 신규 간호사들이 문인으로서 직장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될 때 학교에서 배

운 문 인 가치 과 이상의 상실로 괴로워하고 심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갈등에 한 신규 간호사의 반응을 ‘ 실충격’이라 한다(김조자, 박지

원, 1990). 이러한 실충격은 학교와 실무사이에서의 신규 간호사에 한 기 차

이로 발생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간호학실습을 담당하는 임상간호사도 변하는 

건강문제에 따른 교육방법 체제, 간호사의 역할에 한 이해와 함께 교육과정개발

에 극 인 참여를 해야 한다. 한 신규 간호사의 능력은 간호학생 때의 다양한 

임상경험에 기 를 두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교육 간호사는 간호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고 간호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 

집 치료실 신규 간호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함께 용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론교육은 강의실, 는 병동에서 구두로 많이 받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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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직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유 숙 등, 1996).

마찬가지로 신생아집 치료실은 임상  특성상 고 험 미숙아나 질환의 증

도가 높은 신생아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복잡한 치료과정과 간호를 필요로 하므로 

간호사의 지속 인 찰, 숙련된 간호기술, 신속한 단이 요구되며 신규 간호사

로 발령받고도 일정기간 지속 인 실무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실제 간호학생의 신생아집 치료실의 실습기간은 교과과정상 아동간호학 실습  

일부를 차지하며 짧은 실습기간을 갖는다. 그러므로 실습기간동안 요한 치료  

간호 수행업무를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부족한 실습과정에 해서는 교과서와 교

육 간호사의 설명에만 의존한 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는 리셉터쉽(preceptorship)을 통해 2개월 

동안 리셉터(preceptor)에게 1:1 교육을 받고 있으며 리셉터는 신규간호사 매

뉴얼과 check list를 통해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을 검하고 있다. 신규간호사 매

뉴얼은 신생아학과 련된 의학용어, 신생아집 치료실 업무지침, 미숙아 간호, 신

생아집 치료실 약물, 신생아의 주요 질환과 인공호흡기 리 등으로 크게 분류되

어 있는 교재 형식으로서 신규간호사 스스로 읽으면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하

지만 신규 간호사의 교육기간  간호사례가 없어 요한 질환이나 간호수행을 

직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리셉터 간호사의 설명과 신규간호사 매뉴얼만으로

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리셉터가 여러 번 반복 으로 다시 설명을 해

야 하는 효율 이지 못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간호사들이 스스로 학습

할 때에도 매뉴얼에만 의존하여 학습하는 경우 이론 인 설명에만 국한되는 한계

가 있어 신규간호사가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즉각 으로 상황에 처하거나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연구자가 자주 경험하 다. 

신생아집 치료실 내에도 신규 간호사를 한 교육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론

인 부분만이 서술되어 있으며 병동 매뉴얼 수 에 그치고 있고 실 으로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신규 간호사로서 상황에 따른 한 간호를 용하기가 어려

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신규간호사 매뉴얼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직  으로 봤을 때 더 이

해하기 쉬운 내용을 심으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그것을 신규간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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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했을 때의 효과에 해 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규간호사를 교육할 때 체계 이고 일 된 교육자료가 있으면 preceptor 간호

사도 신규간호사를 교육할 때 효율 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지식의 

습득에도 크게 기여하여 지식이 향상되게 되면 신규간호사 자신의 문직에 한 

지와 간호수행 자신감이 증가되어 간호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가 습득하여야 할 문  지식 

 기술에 한 계속 인 자료 개발과 보완을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함을 느끼

고 실제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procedure  간호를 심으로 체

계 이고 논리 이며, 역동 인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후 신생

아 집 치료실 신규간호사의 간호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의 증  효과를 

기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 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신규 간호사의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 문직 ,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

다.

1.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 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2.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신규간호사의 신생아 간호지식, 문직 , 신생아

간호수행 자신감에 한 변화를 통해 시청각 교육자료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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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신생아 간호지

식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문직 이 높

아질 것이다.

가설 3.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신생아 간호수

행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신생아 간호지식

이론  정의 : 지식이란 교육, 학습, 숙련 등과 련하여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이며 국립국어원의 표 사 (1999)에는 (1) 어떤 상에 하여 배우거나 실

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2)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3) 철학

에서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로서 사물에 한 단편 인 사실 , 경험  인식

을 말하며 객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단의 체계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

되어 있다.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은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간

호와 련된 지식을 말한다. 

조작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평가하기 해 

병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평가시험문제]를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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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본 연구의 교육자료와 복되는 문항을 추출하고 교육자료에 제시된 내용 

에서 연구자가 직  출제한 10문항을 말한다. 

2) 문직

이론  정의 : 문  지 를 갈망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구성원들에게서 나타

나는 련 활동들과 념(Voller & Millis, 1996)을 말한다.

조작  정의 : Dagenais와 Meleis(1982)가 Nurse Self-Description Form(NSDF) 

으로 개발한 것을 김희순, 오가실, 이경자 (1999)가 번역하여 사용한 Nurse 

Self-Description Form을 오가실 등(2007)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에 의하여 측정

한 수를 말한다. 

3) 신생아 간호수행 자신감

이론  정의 : 동기부여, 인지  자원과 행 를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이다(Bandura & Wood, 1989).

조작  정의 :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 수행자신감은 제시된 항목에 해서 앞

으로 신규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수행해 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

를 의미하며, 국내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17문항의 질문지를 간

호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하여 측정된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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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1. 신규간호사 교육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은 주제에 따라 병원, 간호부, 간호단  각각의 오리

엔테이션으로 구분되거나 근무할 기 의 반 인 목 과 기능을 알려주는 유도

훈련과정과 특정 업무수행과 련된 직무 오리엔테이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신규직원의 배치 부서에 기

한 자료를 기획하고, 신규 간호사의 교육 요구도를 고려하면서 부족한 임상 간호

경험을 보완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요하다(문희자, 변창자, 박성애, 1997). 그러므

로 신규 간호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환자를 직  면하게 되는 간호단

에서의 실습 교육인데, 재 우리나라의 신규 간호사 비교육자료  약 31%만

이 간호단 에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임상간호사회, 1993).

시자(1995)는 간호학생들이 학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부분이 실습문제로 임상 실습 교육의 문제요인으로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습, 실습내용의 단순성, 실습지도 시간의 부족,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 부족 등 임상 실습교육의 문제 이 다양한 만큼 그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로 제시되고 있으나 임상실습 교육여건은 여 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장 숙, 

1999에서 인용함). 한 간호학생의 실습이 주로 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 속에

서 실무에 익숙하지 못한 신규간호사들은 그들이 직면하는 간호단 에서 일할 

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병원에서 비교육자료가 계획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신규간

호사를 한 효율 인 비교육자료 개발  그 효과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임상간호사회, 1993).

신규간호사의 능력은 간호학생 때의 다양한 임상경험에 기 를 둔다. 따라서 

간호 학의 교수, 병원 지도자, 임상지도자는 간호학생들이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

고 간호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한 역할을 한다(이애경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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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임상에서 간호사 상으로 하는 교육은 다수를 모아 놓은 상태에서 일회

이고 획일 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정해진 근

무일정과 교육시간, 교육장소의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 애, 1998). 

따라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간호사들을 한 교육의 질을 높

이고,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입문교육자료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성애, 한성숙, 문희자, 춘 , 윤은자(1996)는 비교육을 계획할 때 교육기

간, 형식  내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비교육 기간은 미국

병원의 경우 3주에서 2~3개월로 다양하나 평균 으로 22일~45일이다(Mary, 1990). 

한 국내병원의 비교육 기간은 평균 으로 2~6주로 일반 병동은 4주, 수술실, 

환자실은 3개월 등이다. 국내조사에서는 비교육 기간이 4주 이상이 29%로 가

장 많았다(임상간호사회, 1993). 본 연구를 시행한 병원의 경우 신생아집 치료실

과 같은 특수부서는 preceptor가 2개월간 신규간호사를 1:1로 교육하고 있으며 2

개월이 지나면 신규간호사가 독립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간호사회(1993)에서는 국의 종합병원을 상으로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

션 자료 과정을 수집, 분석하여 신규간호사 비교육자료의 표 을 제시하 는데 

그  직무 오리엔테이션은 업무 수행과 련된 교육으로 병동 리, 환자 리, 투

약 리, 기본간호 능력, 의료기기 사용법  물품 리, 특수 검사시 환자 리, 장

부 리  련부서 업무 등으로 부분이 기본 간호학 교육내용으로 기본간호 

실습  학생임상 실습 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가 근무 

 가장 어려웠던 은 인간 계, 간호 지식  기술부족이었고 지식 기술 측면에

서 가장 어려웠던 은 학과 교육과 임상 실제와의 괴리이었으며, 가장 필요한 교

육으로 임상간호 실무교육, 인성 인간 계 교육이었다는 임상간호사회(1993)의 보

고를 보더라도 실무 능력 증진을 한 임상실습 자료의 개발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한 신규간호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의 하나가 기본간호 실습이나 

간호학생임상 실습 때 경험하지 못한 간호지식이었으므로 특수부서인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업무를 한 입문교육자료는 더욱 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

구의 교육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간호지식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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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장의 신규간호사 교육실태를 보면 부분의 종합병원에서 4주 이상이

었으며 교육 산 감  기간 단축을 한 교육자료 개발  효과에 한 연구(김

혜숙, 1998)   신규간호사와 1:1 짝을 이루어 책임지고 문 인 환자 간호와 의

사소통의 기술을 시범보이는 역할 모델이 되는 실습지도자(Preceptor) 제도의 효율

성에 한 연구(김미애, 1998)외에 신규간호사 비교육자료에 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신규간호사 비교육이 임상 장에서 경제 으로나 시간 으로 부담이 되

지만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에 한 비효율성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실태임을 알 수 있다(장 숙, 1999).

재까지 기본간호 실습교육의 학습방법과 련해서 국내외에서 보고된 연구

는 주로 강의와 교수 시범에 의존하는 통 인 학습방법과 시청각자료나 입문교

육 지침서를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입문교육방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

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분 입문교육을 이용한 경우 학습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거나(Cook & Hill, 1985), 지식이나 기술의 성취도가 

통  학습을 이용한 경우보다 높다고 보고 되고 있다(Goldrick, 1989).

정 숙(1994)은 기본간호실습 교육시 입문교육을 이용한 결과, 입문교육을 시행

한 집단의 성취도가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고, Goldrick (1989)은 입문교육지

침서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감염술을 학습하게 한 후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강의

만 듣고 학습한 간호사 집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하 다.

그러므로 간호학생 실습교육에서 기본 간호 심의 환자간호 교육실습이 철

히 이루어지거나 신규간호사 비교육  각 부서 특성에 맞는 직무 교육자료가 

개발되어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면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단축시키게 되어 신규

간호사 비교육을 한 인 , 경제 , 시간  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

무에 응을 하지 못하고 사직하게 되는 신규간호사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신규간호사를 한 입문교육자료지만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이유 의 하나는 변화하는 임상 장의 요구를 근거로 

한 체계 인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은 실무능력이 우수한 간호사 양성으로 이

어져 임상간호의 발 을 가져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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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를 한 비교육을 효과 으로 시행하려면 배치된 부서에 기 하

여 자료를 작성하고 각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신생아

집 치료실과 같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는 더욱 부서 특성에 맞는 교

육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자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2. 간호 문직

간호는 간호사 개개인이 문직업인으로서 간호의 본질  가치에 기 한 간호

정신을 요하게 인식하고 간호사 개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있어 문인다운 모습

을 드러낼 가치 과 자신에 한 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문직 간호로

서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윤은자, 1995).

간호 은 간호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간호

의 가치, 즉 이념, 상자, 본질, 목 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 과 

직결되는데, 이 게 간호 에 직업 을 결합시킨 것을 간호 문직 이라고 할 수 

있다(조결자와 송미령, 1997). 한 윤은자, 권 미, 안옥희(2005)는 간호 문직 이

란 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한 신념, 념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자체에 

한 직업 의식 인 견해라고 말한다.

간호 문직 은 문직으로서의 간호에 한 신념, 념  인상의 총합이며 

개인의 사고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으로 이는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재되어 행 에 강한 향을 미치며(박주옥, 1992), 문직으로서의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 그 직분자체에 한 직업 

의식 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치 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기 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한 개념틀을 제공한다(Weis & Schank, 2000).

정수 (2007)의 연구에서 간호 문직 을 역별로 분석한 결과 간호 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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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문  자아개념, 간호계 역할, 간호 독자성 이

었으며 사회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있어서 문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  인식에 있어서는 

부정 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고 하 다. 이것은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아 존 감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간호사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호사의 사회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한 연구 한 

필요하다고 말하 다.

주미경, 박성희 (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 문직 에 있어서 교육정도만이 수

에 차이를 보 는데 학원 졸업간호사, 4년제 학 졸업간호사, 문 학 졸업간

호사 순으로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간호 문직으로서의 업무에 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실 으로 느끼고 있는 지각정도를 본 것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문직 을 갖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추구해야할 이상

인 간호 문직 은 높음에 비해 실 으로 느껴지는 간호 문직에 한 지각의 

차이가 큼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이라고 말하 다.

오가실 외 6인(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직  도구의 특징은 자신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문직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작성된 자가 평가도구이다. 특히 

간호학생의 가치기 은 교육과정 에 변화되므로 간호교육자는 간호학생의 사회

활동이 간호 문직과 그에 한 가치기 으로 증진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한다고 하 다. 한 도구의 민감성 차원에서 보면 문직 의 측정결과가 

학제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4년제 학에서 학년에 따라 향상되는 결

과를 보여 학습의 성과에 따라서 문직 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습 

성과 측정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 다. 이는 RN-BSN 학생을 상으로 본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 성과를 분석한 김희순, 오가실, 이경자(1999)의 연구에서도 문직

업인의 능력이 입학당시보다 졸업시 유의하게 변화되어 학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문직  측정도구로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한 3년제 4년제 학제 간의 문직 의 사고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간호학생으로서 학제간의 차이 없이 임상실습 장이 같고 거의 비슷한 

시간을 실습하기 때문에 윤리  상이나 가치기 의 결정시 같은 방향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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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 다.

신규간호사는 새로운 병원환경에서 여러 의료인들과 더불어 환자  그 가족

과 인 계를 형성하면서 환자를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혜순, 1982). 따라서 신규간호사가 문직으로

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조직 환경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입사 기에 도

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 문직 은 인간호의 실천 핵심으로 간호에 한 가치 과 직결된다. 그

러므로 간호사가 지닌 간호 에 따라서 실제 간호가 이루어지고 실제 간호에 의

해 체 간호상이 형성된다. 간호행 에 있어서 간호 문직 이 요한  다른 

이유는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사물, 장면,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견지를 형성하므로 간호세계

를 보는 하나의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간호를 행하는 사람이 어디서 만

족과 그 의의를 얻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실무자와 문가 그룹에 의해 수용

되는 행동의 기 과 행동에 향을 주는 신념과 태도를 평가하기 한 기틀을 제

공한다(Wies & Schank,1997). 그러므로 신규간호사로서 간호 문직 의 형성은 앞

으로 환자를 어떻게 간호하느냐 하는 가치  형성과 동기부여에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의 교육자료 평가항목으로 문직 을 포함하게 되었

다.

3. 간호수행 자신감

간호학생들은 자신감을 통해 스스로 능동 이고 자발 으로 임상실습에 임하

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수행자신감이 높게 되면 실무수행능력이 증가되고 

사고율 발생이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 으로 수행경험율이 많은 간호활동이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김연하, 2002), 수행경험율이 은 간호활동은 수행자신감

도 낮음을 알 수 있다(조미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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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은 학습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이는 요한 동기유발 요인

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기본 간호술에 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생들은 자신감을 통해 문인으로서 역할

과 책임감을 인식하게 되며, 형성된 자신감에 의해 학생들 스스로 능동 이고 자

발 인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보다 극 으로 학습에 임하게 되는 동기

가 부여된다(김미애, 1996). 임상실무에 있어서 간호활동에 한 수행자신감은 흔

히 임상수행능력으로 기술되기도 하는데,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무 상황에서 

한 지식, 단, 기술을 나타내고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Barrett & 

Myrick, 1998)이다.

기본간호학 교육은 보단계의 간호학생들에게 기본 인 간호원리를 실무에 

시청하는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간호학 과정을 

마친 후 직 인 임상실습교육을 받게 되므로 장실습에 임하기 에 기본간호

학실습실에서 간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고, 임상실습교육

을 통해 수  높은 간호기술과 지식을 쌓게 된다. 그러나 실 으로 간호학생들

은 임상실습교육 때부터 부족한 간호 지식과 기술로 인해 간호제공에 한 자신

감이나 흥미를 상실하고, 심한 스트 스를 경험하며, 간호 상자들은 학생들을 신

뢰하지 못해 간호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강규숙, 1996). 한 병원간호

부서의 입장에서는 간호사 상자에게 만족스런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의 능력향상을 한 시간 , 재정  투자가 잖이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부 종합병원서 신규간호사 인턴쉽제도를 통한 숙련된 간호기술 향상

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은 환자의 권리주창에 따른 사회 인 

분 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이유 의 하나는 간호교

육과정에서 문 간호수기를 보다 효율 으로 가르치는 학습방법이 다양하지 못

한 에 기인한다고 본다(김연하, 2002). 

신규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모든 실무  문직 역의 간호활동에 해 학

생들의 수행 경험율이 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수행경험이 은 간호활동은 특수 간호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례가 없었기

(이성은, 1997)때문이며, 의료소비자 의식의 증가로 간호사들이 질  간호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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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박으로 학생들에게 수행해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학생 

스스로 극 인 자세로 실습에 임하지 않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실무 간호사가 아니므

로 극 으로 간호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실습내용을 학생 스스로에게 그

리고 장의 실무 간호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조미혜, 2005).

임상실습 종료 후 간호학생의 기본 간호술 수행정도와 자신감에 한 김연하

(2002)의 연구에서는 수행정도가 낮은 기본 간호술은 자신감도 낮았으며 수행정도

가 낮은 주된 이유는 사례가 없었거나 실습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행경험이 고 자신감이 낮았던 항목은 비교  복잡하면서 기술을 요하며, 항목

에 따라서는 재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상 장에서 사례가 

었던 항목 에서 요도가 높은 항목은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신규간호사  간

호학생을 한 교육자료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경희, 엄 란, 서연옥, 송라윤, 경자, 조남옥(2000)의 연구에서 간호학생과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을 비교하 을 때 신규간호사는 간호과정과 간호 문

직 역할에서 간호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를 보 는데 이에 한 해석으로 

간호학생의 경우 실무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간호과정 수행에 보다 많은 자율권

이 주어져서 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반면에 신규간호사는 근무지에의 응문

제와 바쁜 병동의 일과 때문에 문직의 발  등을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과 수행 빈도가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간호과정에서는 자료수집과 우선순 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해석과 평가를 통하여 용하는 단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간호 문

직 역할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윤리  단은 자주 수행하는 내용이었고, 간호연구 

측면과 논리  단이 요구되는 간호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간호 재에

서는 기본 간호술은 자주 수행하지만 산소요법, 특수요법과 련된 간호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한 간호 재가 자주 수행되지 않는 것이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실무에서의 수행 빈도가 낮은 문항 

에서 간호 재를 제외한 다른 역의 문항들은 학부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습해

야 할 내용이고, 신규간호사가 고려해야 할 내용이므로 간호학생을 교육할 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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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 다. 한 간호학생과 신규간호사의 각 그룹에서 

공통 으로 낮은 실무수행능력을 보인 것은 간호조직 내에서 지도성을 발휘한다

든지 비 인 사고능력과 같은 간호문제해결을 한 과학 인 방법을 용하는 

능력이었는데, 이는 지 까지의 간호교육이 간호문제해결 심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고, 실제 으로 간호사들이 문직 역할을 한 자율성과 책임감에 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련교과목의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업무  수행 빈도가 높은 항목의 

수가지만 간호학생 실습과정에서 수행 빈도가 낮은 항목을 심으로 간호수행 

자신감에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 특수한 간호 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근거 심의 간호 등 비  사고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을 첨가하여 신규

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에 한 자신감을 측정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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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과 효과

를 평가하기 한 Pilot 연구다. 연구설계는 단일집단 사  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에 의한 유사실험연구다.

2. 연구 상자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에 발령받은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

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 이므로 신생아집 치료실에 발령받은 신규간호사

를 상으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가 연  하반기에 실시되

어 연구 진행 시기상 신규간호사가 이미 교육을 마치고 모두 정식 발령받아 업무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 상을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

는 간호학생으로 하 다. 신규간호사의 능력은 간호학생 때의 다양한 임상경험에 

기 를 둔다. 따라서 4학년 간호학생의 경우 이번 2학기 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하

게 되면 신규간호사로 발령을 받게 되므로 신규간호사와 가장 유사한 배경을 가

진 4학년 간호학생으로 결정 하 다.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A 학교 병

원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간호학생으로서 2007년 10월8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실습한 4년제 간호학생 4학년 7명, 3년제 간호학생 2학년 8명으로 총 15 명

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하 다.

상자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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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제  3년제 간호 학에 재학 인 각각 4학년  2학년 간호학생으로 

연구 기간  아동간호학의 실습교과과정  하나인 신생아집 치료실 임상실습을 

수행하기로 정되어 있는 간호학생 

2)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를 수락한 간호학생.

3. 연구 도구

(1) 신생아 간호 지식

간호지식을 평가하기 한 내용은 모두 교육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평가시험에서 출제된 내용과 신생아집 치료실 업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가감 수정하 다. 총 10문항으로  

 합계가 10  만 으로 하 다. 사 조사와 사후조사의 시험 효과 확산을 방지하

기 해 문항  3문항은 문제와 답을 서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난이도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문제를 출제하여 실험 후의 측정도구를 다르게 사용하 다(부록 

4, 부록 5).

(2) 문직

문직 은 Dagenais와 Meleis(1982)가 Nurse Self-Description Form(NSDF) 으

로 개발한 것을 김희순, 오가실, 이경자 (1999)가 번역하고 오가실 등(2007)이 수정

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19개 문항으로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나다 5 ’에서부터 ‘부족하다 1 ’의 5  척도로 구성되며 19 부터 95

의 범 이다. 오가실 등(2007) 연구에서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내  일 성

에 한 신뢰도 Chronbach's Alpha는 .8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Chronbach's Alpha는 .829 이었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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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간호수행 자신감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 수행자신감은 국내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17문항의 질문지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간호활동 경험 척도의 각 일 요소에 해 앞으로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4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응답기 은 정도에 따라 ‘아주 자신있다’ 4 , ‘약간 자신있다‘ 3 , ’약간 자신없다

‘ 2 , ’아주 자신없다‘ 에 1 의 척도로 구성하여 17 부터 68 의 범 이다. 수

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사

용된 수행 자신감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898 이었다(부록 7).

4. 자료수집 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S시에 소재한 A 학교 병원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간호학생을 편의 표집 하 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사 요구도 조사가 

2007년 9월 1일부터 9월14일까지이고 자료 제작기간이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

지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자료수집을 한 진

행 차는 다음과 같다.

1) 사 조사

사 조사는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첫날 실시하 다. 간호학생이 신생아

집 치료실 실습을 시작하는 첫 날은 수간호사가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에 한 

반 인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각 학생들에게 교육 간호사를 배정하여 실습을 한

다. 이날 실습을 마치기 2시간  본 연구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간호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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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처치 : 시청각 교육자료 시청

사 조사를 수행한 직후 신생아집 치료실의 면담실 내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2명의 간호학생에게 약 1시간동안 시청각 교육자료를 보여

주고 설명한 후 질문과 평가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NICU

내에서 본 연구의 교육자료를 시청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하 다. 간호학생은 

교육자료 내용  다시 한번 시청하고 싶은 슬라이드 화면을 각자 자율학습하거

나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습, 복습하는 형태로 각각 

3~4회 정도 반복 시청을 하 다.

3) 사후조사

NICU 실습이 실험효과에 향을 주는 것을 배제하기 해 실습 첫날 간호학

생에게 교육자료를 시청한 직후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에 한 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을 자가 평가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 다. 한 실습을 종료하는 

날에는 수간호사의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 다.

5.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 과정

시청각 자료는 의사소통의 근본 인 수단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하여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각  효과로 인하여 기억을 장기화 시킨다(홍

지연, 2006). 본 연구의 시청각 교육자료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 간호사가 효과

으로 신생아집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한 교육내용

으로서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사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 이고 

특징 인 교육내용을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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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용 선정

교육자료 내용 선정은 1차 으로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을 마친 간호학생 6명

과 2007년도에 신생아집 치료실에 발령받은 6개월 미만 신규 간호사 4명에게 연

구목 을 설명하고 연구에 한 구두 동의를 얻은 후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면담

을 통해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기간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과 실

습기간  요하지만 직  찰하지 못하고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교

육내용을 정리하여 복되는 항목 10개를 선택하 다. 선택된 10개의 항목은 미숙

아의 신체사정  활력증후 측정, 수 , NICU의 주요장비들, ROP 검사방법, 

PCVC 삽입 비, 제  삽입 비, Newfactan theraty 비, 양, Infant 

CPR, 기도삽  비 다. 한 6주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진 신규간호사 교육 check 

list 항목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육내용과 시청각 

교육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사 조사 하여 복되는 부분을 으

로 연구자의 문헌고찰과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매뉴얼을 토 로 교육자료 

내용을 선정하 다.

B. 타당도 검증

재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일하는 임상간호사 22명과 수간호사, 신생아집 치

료실 담 의사 1명과 공의1명을 상으로 한 1차 문가 타당도 검증에서 10

개의 항목  Infant CPR은 인형모형을 가지고 직  실습할 계획이었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항목을 삭제하 다. 교육내용의 타당도 

검증은  2차 문가 타당도에서 미숙아 신체발달검진 항목을 삭제한 후 3차 문

가 타당도 검증에서 아동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총 8개 범주, 43개 항목

의 사진과 동 상을 첨부한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

료가 개발되었다. 총 100개의 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개의 동 상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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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 방법

본 연구의 교육자료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 간호사가 교육기간  직  

찰하지 못하고 설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내용을 사진이나 동 상을 이

용해 총 100장의 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을 만들고 이를 신생아집 치료실 실

습을 시작하는 간호학생에게 교육한 것으로서 처음 1회는 본 연구자가 1시간 동

안 간호학생 2명에게 직  구두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하 으며, 다음 학습부터는 

언제든지 수시로 간호학생이 자율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version을 활용한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2)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내 일 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

출 하 다.

(3) 교육자료를 시청하기 과 시청한 후의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 문직

,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 수행 자신감의 차이는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로 검증하 다.

7.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교육자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목 이었으나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 간호학생을 상으로 교육자료의 효과

를 연구한 Pilot 연구의 제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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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가 신생아집 치료실 실

습 간호학생의 지식, 문직 ,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 상자인 간호학생의 일반  특성으로는 2학년 8명(53.3%), 4학년 7명

(46.7%) 이었으며,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종교는 73.3%가 종교가 없고 26.7%가 종

교가 있었다. 

2. 가설 검정

시청각 교육자료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신생아 간호지

식이 향상될 것이다.

신생아집 치료 간호지식은 사후평균 수가 8.93으로 사 평균 수 3.87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한 결과 z

값이 - 3.429로 유의수 이 .001이므로 (p<.005) 교육 의 간호지식은 교육 후 향상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1>. 따라서 신생아집 치료

실 신규간호사 시청각 교육자료가 간호학생의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을 증가

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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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문직 이 높

아질 것이다.

문직 은 사후평균 수가 65.85로 사 평균 수 63.16보다 높게 측정되었으

며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한 결과 z값 - 2.208로 유의

수 이 .084 이므로 (p>.05) 교육 의 문직 은 교육 후 높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1>. 따라서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시

청각 교육자료가 간호학생의 문직 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 교육 후 문직 을 간호학생에게 측정한 결과 ‘민

감성 :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진의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수가 4.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

구력 :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수

가 4.00, ‘ 응성 :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이며 불일치를 부드럽고 조 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수가 3.93 순으

로 높게 나타나 민감성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높게 측정되어 오가실 등(2007)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낸 항목의 수는 

3.27로 ‘교육 :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 청 의 주의를 집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과 ‘독립성 : 자신이 설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독립 으로 결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으로 간호학

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문직 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추후 간호학생의 문

직  향상을 한 연구에서 교육과 독립성 증진을 한 교육자료 개발에 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3. 신생아집 치료실 시청각 교육자료를 시청한 상자는 신생아 간호수

행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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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행 자신감은 사후평균 수가 44.53으로 사 평균 수 33.78보다 높으며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를 사용한 결과 z값 - 2.727로 유의수

이 .006이므로 (p<.01) 교육 의 간호수행 자신감은 교육 후 높아졌다고 결론 내

릴 수 있으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1>. 따라서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 

시청각 교육자료가 간호학생의 간호수행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수행 자신감의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체 17개 문

항  교육 후 가장 높은 수를 보인 항목은 ‘제 에서 동맥과 정맥을 찾을 수 

있다’ 3.47이었으며 3  이상의 문항을 보면 ‘환아의 가족이 치료에 극 으로 참

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3.27,  ‘Spinal tapping 자세를 취해  수 있다' 3.13,  '

장을 비할 수 있다’ 3.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 'Omni-bed에서 환아의 체

을 측정할 수 있다‘와 ’  삽입을 비할 수 있다‘,  ’간호사와 정확한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다‘ 항목의 수가 2.93의 같은 수를 나타냈다. 한 교육 에 낮

은 수를 보 던 항목은 'ROP 검사를 비할 수 있다’ 1.33, 'POCT 기계를 사용

할 수 있다‘ 1.47,  ’Newfactan Therapy를 비할 수 있다‘ 1.53등으로 결과가 측

정되어 간호학생들이 특수한 검사 비나 장비를 다루는데 간호수행 자신감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과 교육 후에 가장 큰 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Spinal tapping 자세를 

취해  수 있다' 항목의 수 다. Spinal tapping 은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실시

하는 요한 procedure  하나이지만 사례가 어 간호학생들이 실습기간  경

험하지 못할 수 있으며 교재나 설명만으로는 충분한 학습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후에도 가장 낮은 수를 보인 항목은 ’ROP 검사를 

비할 수 있다’ 2.27이며 비교  낮은 수를 보인 항목은 ‘Photo-therapy Unit을 

작동시킬 수 있다’ 2.40,  '고 험 신생아의 질환에 해서 체계 인 간호사정을 

할 수 있다‘ 2.47,  ’Newfactan Therapy를 비할 수 있다‘ 2.4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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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균 사후 평균 z 값
유의도

(2-tailed)

간호지식 3.866±1.726 8.933±1.279 - 3.429 .001

문직 63.161±7.022 65.845±9.237 - 1.729 .084

간호수행 자신감 33.776±7.387 44.525±7.378 - 2.727 .006

<표 1>   간호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  사  사후 평균의  차이검증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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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 의

본 연구의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가 본 연구에

서는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측정하지 못하 으나 Pilot 연구로서 신생아집 치료

실 실습 간호학생의 간호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교육의 궁극 인 목표는 간호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간호사로

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이론

인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 장에서 간호지식의 시청에 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런 의미에서 볼 때 임상실습 교육에 한 요성은 간호학 교수와 간호학생 모두

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손행미 등 

,1998). 특히 장에서의 지식습득은 간호교육의 기본이므로 실습교육이 요하다.

시청각 교육자료 시청 후 간호지식은 사후평균 수가 8.93으로 사 평균 수 

3.87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사 과 사후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z= -3.429, 

p=.001) 본 연구의 시청각 교육자료가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지식의 증가에 효과

인 기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재와 일방  설명에만 의존한 

기존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시청각 교육자료가 주는 새로운 시각  흥미유발과 집

효과로 인해 간호학생의 학습 증진  간호지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

각된다. 

문직 은 임상실무자나 간호학생이 임상 장에서 실무를 결정하고 윤리  

질문에 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때 그에 한 가치기 으로 볼 수 있으며 

문직 활동을 평가하기 한 기틀을 제공한다. 문직 을 측정하는 도구는 문직

업인으로서의 태도  능력 측정 도구로서 Dagenais와 Meleis(1982)에 의해 개발

된 NSDF는 단일차원 척도와 복합차원 척도의 2가지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단일차

원방법으로 사용한 척도는 19문항 7  척도인 총화평정척도로서 간호 문직 활동

에 해 높은 심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내용타당도가 높게 개발되었으며 내 일

성 신뢰도인 알 값이 .93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윤은자, 권 미, 안옥희(20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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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도구는 29개 문항,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도구 체의 내  일 성 

신뢰도는 알 값이 .92이며 요인별 신뢰도는 .86~.52까지의 범 를 나타내었다. 이 

도구는 한국  특성이 강조된 도구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국 간호사의 문직

을 측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연구는 간호학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데 목

을 두었으므로 김희순, 오가실, 이경자(1999)의 도구가 합할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서도 문직 은 시청각 교육 후 평균 수가 65.85로 교육  평균

수 64.16보다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z=-1.729, p=.084). 

오가실 등(2007)의 연구에서는 여러 수 의 간호교육자료의 문직  측정을 

해 졸업한 간호학생 188명을 상으로 다른 간호학생에 비해 자신의 상태를 비

교하는 느낌을 자기기입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한 결과 19문항  ‘ 심도 :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친 함이나 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수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뢰성 : 간호 문직의 표 을 따르며,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고, 제공해야 할 간호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민감성 :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진의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수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 교육 후 문직 을 간호학생에게 

측정한 결과 ‘민감성 :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진의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의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지구력 :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 응성 :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이며 불일치를 부드럽고 조 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나 민감

성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 높게 측정되어 오가실 등(2007)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

게 나타났다. 한 가장 낮은 수를 나타낸 항목의 수는 ‘교육 :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 청 의 주의를 집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과 ‘독립성 : 자신이 설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독립 으로 결정하는 능력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으로 간호학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문직

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추후 간호학생의 문직  향상을 한 연구에서 교육

과 독립성 증진을 한 교육자료 개발에 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27

된다. 

김연하 (2002)는 간호학생들은 자신감을 통해 스스로 능동 이고 자발 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 다. 수행자신감이 높게 되면 

실무수행능력이 증가되고 사고율 발생이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 으로 수행 

경험율이 많은 간호활동이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수행 경험율이 은 간호활동

은 수행자신감도 낮음을 알 수 있다(조미혜, 2005). 

본 연구에서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수행 자신감은 사후평균 수가 44.53으로 

사 평균 수 33.78보다 높아 (z= -2.727,p=.006) 시청각 교육자료가 신생아집 치

료실 간호수행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결과는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업무수행  필수 으로 요구되는 공통 이고 실질 인 항

목만을 골라 시청각 교육자료를 이용해 세부 으로 교육하고 실제 경험해보지 못

했던 간호업무를 동 상 자료를 보면서 간 으로 경험함으로서 교육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수행 자신감도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교육의 효과 인 수행을 해서는 실제 경험이 더욱 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다각 인 정보 달을 하여 간호학생이 동 상으로 학습한 후 모형을 상

으로 하는 실습이나 직  기계와 장비를 조작해보면서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업

무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교육자료가 개발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 확 되었으리

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보다는 시청각 교육자료에 의해서도 간호수

행 자신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규간호사의 필수교육과정으로 포

함시키기를 기 한다. 교육 후에도 가장 낮은 수를 보인 항목은 ’ROP 검사를 

비할 수 있다’ 이며 비교  낮은 수를 보인 항목은 ‘Photo-therapy Unit을 작

동시킬 수 있다’, '고 험 신생아의 질환에 해서 체계 인 간호사정을 할 수 있

다‘, ’Newfactan Therapy를 비할 수 있다‘ 등이었다. 

이는 교육 후 직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교육 후 바로 자가 

평가함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었지만 수는 

낮게 측정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시청각 교육을 시행한 후 이 

교육자료를 가지고 자율학습을 하면서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을 하고 다시 간호

수행 자신감을 측정한다면 높은 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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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의 시청각 교육자료는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호학생이나 

신규간호사가 자율학습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 상자가 

시간, 공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교육 후 간호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교육자와 자유롭게 교육자료에 

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간호학생들은 “말로만 듣던 간호수행을 직  사

진과 동 상으로 보니 이해하기 쉬웠다”, “실제 기본간호 실습이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많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NICU에서 이 게 요한 일을 하

고 있는지 몰랐다“, ”NICU의 아기들에게 이 게 다양한 질환이 있고 특수한 간호

를 하는 간호사들이 정말 단해 보인다“ 등 교육자료의 효과에 해 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NICU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약에 한 내용이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직  해볼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을 교육

자료 시청 후 간호학생들이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자료는 시청각 

자료로서 동 상 구성이지만 앞으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으로 

개발된다면 자신의 지식을 미리 측정하고 비할 수 있는 로그램이 되어 신규

간호사의 교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지식향상과 자신감도 향

상되어 경제 이며 효율 인 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의 제안사항을 보안하여 본 연구의 시청각 교육자료를 신규간호사

의 리셉터쉽 1:1 교육에 앞서 제공한다면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입문교육으로서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을 행 2개월에서 좀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며, 교육자료의 특성상 자율학습을 통한 반복학습으로 신규간호사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는 리셉터 간호사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육자료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

규간호사의 시청각 입문교육자료 개발, 신규간호사 자가 평가 도구개발, 신규간호

사 오리엔테이션  자율학습 자료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계속 인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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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가 습득하여야 할 문  지식  기

술에 한 계속 인 자료 개발과 보완을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실

제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처치  간호를 심으로 체계 이고 논

리 이며, 역동 인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시청한 후 효과를 평가하고

자 시도 되었다. 연구 상은 경기도 S시에 소재한 A 학교 병원 신생아집 치료

실을 실습하는 간호학생을 편의 표집 하 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사 요구도 조사

가 2007년 9월 1일부터 9월14일까지이고, 자료 제작기간이 9월 8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연구도구는 오가

실 등(2007)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직  도구를 사용하 으며 간호수행 자신감은 

국내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수행 자신감 도구를 사용하

다. 시청각 교육자료의 효과측정 방법은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 1일째에 교육자료

를 시청하기 과 시청한 후의 간호지식, 문직 , 간호수행 자신감의 평균 수의 

차이를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로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지식의 평균 수는 사후평균 수가 8.93으로 사 평균 수 3.87보다 5.06 

증가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z= 3.429, 

p=.001). 

2. 문직 의 평균 수는 사후평균 수가 65.85로 사 평균 수 63.16보다 

2.69 증가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z= -1.719, p=.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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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수행 자신감은 사후평균 수가 44.53으로 사 평균 수 33.78보다 10.75

증가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가설 3도 지지되었다(z= 2.727, 

p=006).

2. 제언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학생들이 자율학습으로 사용가능한 

Programed Instruction Format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

2.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청각 교육자

료를 시청한 후의 효과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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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ICU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과정 개요

(1) 교육 목표

1. 신규간호사는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의 목표를 알 수 있다.

2. 신규간호사는 신생아집 치료실의 주요 의료장비를 알 수 있다.

3. 신규간호사는 신생아집 치료실의 주요 질환에 한 기본 인 간호 재를 할 

수 있다.

4. 신규간호사는 신생아집 치료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시술에 한 비를 

할 수 있다. 

(2) 시청각 교육자료 내용

1. 신생아집 치료실 입실기

2.연도별 미숙아 출생률

3. 출생 체 아(LBW)와 극소 출생체 아(ELBW) 사망률 추이

4.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의 목표

5. 신생아집 치료실의 주요 의료장비

- Millenium / Sechrist Ventilator 

- Servo-i ventilator

- Humming V ventilator

- NO(Nitric oxide) gas

- HFO - NO ventilator

- Bubble CPAP ventilator 

- POCT (ABGA 측정기계)

- Trache- care suction

- 체 계

- BP 측정기

- 앙감시장치

- Omni bed

-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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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ygen monitor (Oxycom)

- Oxynebulizer

- Pulse-oximetery monitor

- Emerson pump

- Gomco suction

6. 신생아집 치료실 질환별 간호

Hyperbilirubinemia

- Photo therapy Unit ( 선치료기)

Pneumothorax

뇌실내 출

- EVD

RDS

- Newfactan therapy

Colostomy care

Apnea

- ventilator stimulation

ROP 

7. 신생아집 치료실 Procedure

- Transfusion

- Umbilical Cathterization

- PCVC

- Saline lock

- Glycerine enema

- Spinal tapping

- Capillary sampling

- Gavage tube insertion

- Intubation 

8. 신생아집 치료실 간호사가 꼭 해야 할일



NICU 신규간호사 자가학습 프로그램

NICU    이수연

NICU 입실기준

• 35주 미만의 미숙아

• 출생체중 2300gm 미만의 저체중아

• 선천성 기형아

• 집중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신생아

• 감염,대사성 질환 등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검사가
필요한 신생아

5

NICU 간호의 목표

1. 고위험 신생아의 체계적인 사정으로 간호계획을

수립, 수행, 평가한다.

2. 부모와 신생아간의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를
계획,수행, 평가한다.

3. 정확한 간호업무의 수행으로 고위험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며 안전한

입원기간과 재원일 단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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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 간호의 목표

4. 고위험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간호활동을 수행한다.

5.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자와

효율적인 관계형성에 노력한다. 

6.  계속적인 신생아 간호기술 및 지식습득으로 간호
의 질을 향상시킨다.

편안한 아기의 자세

NICU 의료장비
Ventilator

Servo-i Ventilator Humming V  Ventilator

• HFO mode
(High Freqency Oxillation)

고빈도 환기요법
-volume trauma를 감소시키기 위해

폐의 사강 보다 작은 일회 환기량으로

신생아에서 분당 900회의 매우 빠른

환기수로 빈호흡 시킴으로써 폐포

호흡을 유지하는 인공환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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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에서의 test lung (900회/분) NO(Nitric oxide) Gas

HFO-NO Ventilator

•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

(PPHN)

출생시 폐혈관 저항이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어

폐동맥압이 높아 난원공과 동맥관을

통해 다량의 우-좌 단락이 일어나서

특징적인 저산소증을 보이는 질환

• 치료

NO gas 흡입요법

: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선택적

폐혈관 확장제로 HFO와 함께 사용

HFO-NO Ventilator 연결확인

Bubble CPAP Ventilator Bubble CPAP Ventilator

• CPAP :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 적용

- mild to modera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Ventilator weaning 과정중 이차적 무호흡 증상이

있는 환아

- FiO2 60% 또는 그 이상의 산소를 공급하는 환아에서

PaO2  60mmHg 이하일때

- 무기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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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CPAP Bubble CPAP의 bubbling

POCT (ABGA 측정기계)

POCT 작동방법 Trache-care Suction

• 폐쇄흡인술 (closed suction)

- 흡인시 인공호흡기와 Endo-tube를 분리시키지

않고 흡인

- 흡인동안 산소공급, PEEP이 계속 유지되어 흡인동안의

저산소증 감소

- 개방으로 인한 감염 감소

- 흡인시 ambu-bagging으로 인한 과도한 PEEP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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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he-care Catheter Trache-care Suction

체중계 BP 측정기

중앙감시장치(Central monitor)
Omni bed

• 특징

- Incubator와 Warmer의 기능을 결합

- 간호수행이나 처치시 아기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함

- Incubator 안에서 체중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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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bed Omni bed 로 체중재기 1

Oxygen Monitor (Oxycom)

Oxynebulizer
Pulse-oximetry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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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 Pump Gomco suction

NICU 질환별 간호 Hyperbilirubinemia 치료지침

Well infant Total serum

bilirubin level

Sick infant Total serum 
bilirubin level

Weight

(gm)

Photo therapy Exechange Photo therapy Exechange

<1500 5-8 13-16 4-7 10-14

1500-

2000

8-12 16-18 7-10 14-16

2000-

2500

12-15 18-20 10-12 16-18

Photo therapy (warmer) Photo therapy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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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therapy (Crib) Photo therapy (Biliblanket)

Pneumothorax

: 폐외의 구조물에 공기가

차있는 것

<원인>

- RDS : 5~20%에서 발생

- 불안정한 인공환기 요법

- 폐렴

- MAS : 20~50%에서 발생

- 선천성 기형

뇌실 내 출혈

:  미숙아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Periventricular subependymal germinal matrix 에
서 시작되는 출혈로서 뇌실내 혹은 뇌실질로 출혈
이 퍼져나가게 됨

<임상 증상>

대천문 팽창, 벌어진 봉합선, 무호흡, 머리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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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 D (External Ventricular drain) E V D  확인사항

- 침상머리의 높이와 EVD bag의 높이

- 머리 둘레 변화 측정

- EVD cath.으로 주입할 약물과 관을 잠글 시간간격

- 환아가 이동할 때의 관의 잠금 여부

- 배액양과 양상

Newfactan Therapy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RDS)

-RDS는 폐의 발달 미숙으로 인한 폐계면활성제의 부족에

의해 발생

-계면활성제 보충요법 (Newfectant Therapy) 실시

(1분씩 5 position :supine, Rt/Lt low chest, Rt/Lt up 
chest)

-계면활성제 투여 즉시 폐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함

-동맥혈가스검사, chest X-ray를 통해 폐기능 확인

Newfactan 준비

Newfactan 사용 전.후 chest 변화1 Newfactan 사용 전.후 chest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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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factan Therapy Colostomy Care 

Apnea

1.호흡이 15-20초 이상 정지하는 상태

2.청색증과 서맥이 동반되면 호흡의 정지기간에 관계없이무
호흡 으로 정의

• 치료 및 간호
- Ventilator Stimulation 및 부드러운 touch

- 약물치료 ; Aminophylline(IV), Theoclare (PO)

- 처방에 따른 O2 주입

- Prone position

- CPAP

- 과도한 흡인후 이거나 체온변화, 복부팽만이 없는지 확인

Ventilator Stimulation

ROP (Retinopathy of Prematurity)

ROP 검사가 필요한 환아

• 출생주수 33주 이하

• 출생체중 1800g 미만의 미숙아

• 청색증이 동반된 심장질환이 있는 신생아

• 지속적으로 고농도의 산소공급을 받은 환아

ROP 검사 시기

* 1차 검사 시기

: 교정나이 32주 이내

출생 후 4 ~ 6주 이내에 시행

* 검사는 망막혈관의 성숙도가 이루어 질 때까지

1~3주마다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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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 검사 준비물

• Dressing set

• 소독된 클립

- 일자형 1개

- 굽은형 2개

• 생리식염수 스폰지

• 안약 (토브라마이신)

ROP 검사 1

ROP 검사 2 NICU Procedure

Transfusion (수혈) 준비 Transfusion (수혈) 준비

• 혈액백에 적혀있는
혈액형, 일련번호가
혈액라벨에 있는

혈액형, 일련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의사와 간호사2인이

Doubl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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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전 chart와 혈액확인 혈액백에서 혈액준비

Umbilical Artery Catheterization
(UAC)

<적응증>

-출생직 후 ABGA등 채혈을 자주 해야 하는 경우

-출생직 후 고위험 환아의 즉각적 주사요법 필요시

-극소저체중 미숙아의 중심정맥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

<합병증>

감염, Thrombosis, 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주의

Umbilical Catheterization 준비

Umbilical Catheterization Umbilical Cathe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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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ilical Catheterization Umbilical Catheterization

Umbilical Catheterization
Umbilical Catheterization

Umbilical Catheterization 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ization (PCVC)

• 장기간의 정맥주사요법(TPN, 항생제)이
필요할 때

• Extravasation의 위험 약물 주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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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C 준비 PCVC 삽입

PCVC 위치확인 Saline lock 준비

Saline lock Saline lock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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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in Enema 준비

• Dressing Set

• Warm saline

• Glycerin

• Jelly

• 10cc syringe

• 소독장갑

• 8Fr suction catheter

Glycerin Enema 1

Glycerin Enema 2 Spinal tapping 준비

Spinal tapping 자세 및 위치 CSF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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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al tapping Capillary sampling

• 채혈 부위

: 발뒤꿈치 바깥쪽

<검사종류>

• Total bilirubin

• NST

• Tandem mass

• Capillary BGA

Capillary sampling Gavage tube insertion 준비

Gavage tube feeding Gavage tube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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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bation 준비 Intubation

NICU 간호사는…

• NICU의 모든 아가들을 사랑하며 병원에서의 엄마 역할을 합니다

• 모든 간호수행에 철저한 손씻기가 이루어 집니다

• 아가들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자극으로 모든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아가들이 하루 빨리 아빠,엄마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 작은 아가들이기 때문에 모든 투약과 처치는 0.001cc라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NICU 간호사가 된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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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반  특성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는 연세 학교 학원 간호학 석사과정에 재학 인 학생입니다.

신생아집 치료실 실습을 처음 하는 간호학생들과 신규간호사가 

신생아집 치료실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신생아집 치료실 

신규간호사를 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신생아집 치료실을 실습하는 간호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본 연구의 교육자료 효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NICU 신규간호사를 해 더욱 

효과 인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응답 결과는 연구를 한 자료 분석 이외의 다른

목 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어 신생아집 치료실 업무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자료로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연세 학교 학원 간호학 공  이 수 연 드림

다음은 귀하의 일반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하여 주십시오.

1. 재 학년 : ① 2학년     ② 4학년

2. 성별 : ① 남     ② 여

3. 종교 : ① 유     ② 무

4. 인 계 :① 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나쁘다

5. 건강상태 :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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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업성  : ① 평균 평  4.0이상   ② 평균 평  3.0-3.9

             ③ 평균 평  2.0-2.9   ④ 평균 평  1.9이하

7. 간호학과 선택 동기 : ①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② 성에 맞아서   

                       ③ 고교성 을 고려해서   ④ 부모님이나 타인의 권유  

                         ⑤ 사직을 갖기 해   ⑥ 간호사에 한 좋은 인상

8.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 :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만족 한다   

                       ③ 그  그 다      ④ 불만족 한다.

9. 실습하는 동안의 거주형태 :

① 자택   ② 자취   ③ 친척집   ④ 기타 (          )

10. 임상실습  일반 간호사와의 계가 어떠하 습니까?

① 매우 원만하 음   ② 조  원만하 음   ③ 보통   

④ 조  원만하지 못하 음   ⑤ 매우 원만하지 못하 음

11. 임상실습  환아의 보호자와의 계는 어떠하 습니까?

① 매우 원만하 음   ② 조  원만하 음   ③ 보통   

④ 조  원만하지 못하 음   ⑤ 매우 원만하지 못하 음

12. 임상실습 기간  의문 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① 교수나 조교에게 물어본다.   ② 간호사에게 물어본다. 

③ 공서 을 찾아본다.   ④ 인터넷을 찾아본다. 

13. 의 방법으로도 궁 증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8

<부록 4> 신생아 간호지식 측정도구 I

학습효과 평가문제 < QUIZ I>

다음을 읽고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으시오.

1. 신생아집 치료실 입실기 이 아닌 것은? (     )

① 35주 미만   ② 2500gm 미만   ③ 선천성 기형   ④ 감염성 질환

2. 수  비시 액백과 Chart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

① 진찰권 번호   ② 이름   ③ 액형   ④ 액번호   ⑤ 모두다

3. 황달이 있는 경우 Photo Therapy와 함께 (              )을 바닥에 깔아  

수 있다

4. Incubator와 Warmer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비의 이름을 으시오. (         )

5. PPHN(신생아 지속성 폐고 압증)일 때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은? 

① Ventilator care   ② 산소 치료   ③ Nebulizer   ④ NO gas 흡입

6. 장기간의 정맥주사 요법이 필요할 때 삽입하는 심정맥 의 이름을 으시오.

(약자사용가능)

(            )

7. capillary 채 으로 신생아의 발뒤꿈치 끝을 채 하는 경우 정확한 치는? 

① 발뒤꿈치 안쪽   ② 발뒤꿈치 바깥쪽   ③ 발뒤꿈치 앙   ④ 발뒤꿈치 끝

8. RDS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일때 사용하는 약물은? (　　　）

① Aminophylline   ② Dexa-S   ③ Newfactan   ④ Vit.K

9. 제 은 (    )개의 동맥과 (    )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Chest tube과 연결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배액을 시키는 장비는? (     ) 

① Gomco suction   ② Emerson pump   ③ Infusion pump   ④ P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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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신생아 간호지식 측정도구 II

학습효과 평가문제 <QUIZ  II>

다음을 읽고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으시오.

1. 신생아집 치료실 입실기 이 아닌 것은? (     )

① 35주 미만   ② 2500gm 미만   ③ 선천성 기형   ④ 감염성 질환

2. 수  비시 액백과 Chart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

① 진찰권 번호   ② 이름   ③ 액형   ④ 액번호   ⑤ 모두다

3. 황달이 있는 경우 Photo Therapy와 함께 (              )을 바닥에 깔아  

수 있다

4. Omni bed는 Incubator와 (             )의 기능을 모두 갖춘 장비이다.

5. PPHN(신생아 지속성 폐고 압증)일 때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은? 

① Ventilator care   ② 산소 치료   ③ Nebulizer   ④ NO gas 흡입

6. 장기간의 정맥주사 요법이나 액 채취가 필요할 때 아기가 출생시 바로 삽입

할 수 있는 심동맥 의 이름을 으시오. (약자사용가능)

(            )

7. capillary 채 으로 신생아의 발뒤꿈치 끝을 채 하는 경우 정확한 치는? 

① 발뒤꿈치 안쪽   ② 발뒤꿈치 바깥쪽   ③ 발뒤꿈치 앙   ④ 발뒤꿈치 끝

8. Apnea (신생아 무호흡 증상)가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은? (　　　）

① Aminophylline   ② Dexa-S   ③ Newfactan   ④ Vit.K

9. 제 은 (    )개의 동맥과 (    )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Gavage tube과 연결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배액을 시키는 장비는? (     ) 

① Gomco suction   ② Emerson pump   ③ Infusion pump   ④ P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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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 우

뛰 어

나다

뛰 어

나다

비 슷

하다

약 간

부 족

하다

부 족

하다

1
추진력 : 일의 속도나 완수해 놓은 일의 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

신뢰성 : 간호 문직의 표 을 따르며,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고, 제공해야 할 간호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3

객 성 : 개인의 능력이나 수행정도를 평가, 분

석하는데 자신은 얼마나 객 이며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유연성 : 새로운 생각, 차  기술을 받아들

이고 활용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

아이디어 포착 : 문제해결방법을 강구할 때 얼

마나 빨리, 그리고 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6

교육 :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때 청 의 주의를 

집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7
지구력 :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

응성 :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이며 불일치

를 부드럽고 조 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 능력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7> 문직  측정도구

다음은 문직 에 한 설문지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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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성 : 자신이 설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독립 으로 결정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10

자원활용력 : 직무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료, 

설비, 혹은 기회 등을 활용하는 능력은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별력 : 업무에 있어 필요한 것과 그 지 않은 

것, 실질 인 것과 비 실 인 것, 가장 요한 

것과 이차 인 것에 한 식별력은 어느 정도라

고 생각하십니까?

12

지도력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충고나 방침을 

따르도록 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는 설득력, 강인함, 강행력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사회성 : 혼자서 일을 수행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4
심도 :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친 함이나 

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민감성 :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진의를 알고, 

그 사람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

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6

학습요구 : 간호학과 련된 모든 원칙이나 이

론들을 포 으로 알고자 하는 열성은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7
기여도 : 자신의 발 을 해 연구력을 길 을 

때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8
직 력 : 자신의 직감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19

창의력 :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독

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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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잘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1
 Photo-therapy Unit ( 선치료기)를 작동시

킬 수 있다

2
 고 험 신생아의 질환에 해서 체계 인 

간호사정을 할 수 있다

3
 Omni-bed에서 환아의 체 을 측정할 수 

있다

4
 Ventilator 의 종류를 모두 말할 수 있다 

 (4가지)

5
 Chest X-ray에서 PCVC Catheter의 치를 

확인할 수 있다.

6  제 에서 동맥과 정맥을 찾을 수 있다. 

7  POCT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8  ROP 검사를 비할 수 있다

9  Intubation 비를 할 수 있다

<부록 6> 신생아 간호수행 자신감 측정도구

다음 항목들은 신생아 환자실 간호의 수행 자신감에 한 내용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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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매우 

잘 

한다

잘 

한다

잘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10  Spinal tapping 자세를 취해  수 있다.

11  Newfactan Therapy 를 비할 수 있다.

12   삽입을 비할 수 있다

13  장을 비할 수 있다.

14
 환아의 치료과정에 해 보호자에게 설명

할 수 있다

15  간호사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6

 환아의 치료에 한 새로운 지식을 하

고 근거 심의 극 인 간호를 할 수 있

다. 

17
 환아의 가족이 치료에 극 으로 참여하

도록 격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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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for New 

NICU Nurses at an NICU : A Pilot Study 

Lee, Su Yo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develop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around 

the procedures and nursing practiced at an NICU, apply them to new nurses 

at the unit, and measure their effects in order to help with ongoing material 

develop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rom a new nurse at an NICU.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develop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for new NICU nurses and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at the unit. 

The specific aims were :

1. To develop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for new NICU nurses.

2. To examine the changes to their nursing knowledge, professionalism, and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after the administration the developed 

material.

Fifteen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had nursing 

practicum at the NICU of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 city, Gyeonggi 

Province. The educational material were developed from September 8 to 

October 15 and administered from October 16 to November 30.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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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employed in the study were the Scale of Views on a Profession 

revised and used by Oh Ga-shil(2007) and the Inventory of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for new nurses at an NICU and conducted a quasi-experiment design 

with the one-group pretest-posttest study was used.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material were measured in terms of nursing 

knowledg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listening to and watching the materia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for the 

differences in mean poi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mean points in nursing knowledge increased by 5.06 to 8.93 

after the administration of the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from 3.87 

before the administration. Hypothesis 1 was supported(z=3.429, p=.001) since 

the mean points after the administr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before the administration.

2. The nursing students scored 65.85 on average for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fter the administration, increasing by 2.69 from 63.16 before 

the administration.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us 

Hypothesis 2 was dropped(z=-1.719, p=.084).

3. Their mean scores in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rose by 10.75 to 

44.53 after the administration from 33.78 before the administratio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supported Hypothesis 3(z=2.727, p=.006).

When redeveloped as a computer program for beginning nurses to study 

for themselves, the 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developed in the study 

will cut down the training period of beginning nurses, improve the level of 

their expertise and confidence, and serve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program with no time and space limitations. With the suggestions ma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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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developed in the study can be provided 

before their 1:1 education of preceptorship and used as the means of 

introduction education for new nurses at an NICU, thus making the training 

period of the new nurses shorter. Also this material can allow new NICU 

nurses to study it repetitively by themselves, so that it will raise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new NICU nurses and further the preceptor nurses 

who teach them. 

Therefore the material will be made use of in developing self-evaluation 

tools and orientation and self-study material for new NICU nurses, which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constant enhancement of the nursing quality at an 

NICU.

Key Words : audiovisual educational material, nursing knowledge, nursing   

                 professionalism, confidence in nurs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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