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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이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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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Direct Practice of Newborn Health Assessment on Students’ Nursing 
Clinic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Seol Hui Park1, Se Ang Ry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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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 of direct practice of newborn health assessment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and to propose effective strategies for clinical education on newborn care. Methods: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study. The direct practice program was composed of a lecture, demonstration, drill and feedback using a manikin, and 
repeated direct practice regarding newborn health assessment. Participants were 65 student nurses taking the pediatric nursing practicum in 
the nursery room at M hospital. The experimental group (n=33) participated in the direct practice program for newborn health assessment 
and the control group (n=32) received the traditional practice method. Nursing clinical competence was assessed by two nurse investigators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self-efficacy.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s clinical compet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4.82, p =.000).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for self-efficacy 
(t=1.264, p =.211).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irect practice program is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but it was not effective in increasing self-efficacy.  Direct practice in various clinical education settings is recommended and  longi-
tudinal effects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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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임상 실습교육은 교실에서 배운 학습을 실습 현장으로 확대하여 간

호학생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

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 간호실습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

호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유능한 간호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볼 때 현

장실습에 대한 두려움과[2,3] 직접실습 경험의 부족이 임상실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4] 실무와 간호교육 사이에 연계가 부족

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5]. 

의료 기관에서는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원하고 있으나 신규 간

호사들의 간호수행능력이 간호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6] 임상적 

판단과 관리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접실습과 임상경험이 충분

해야 하지만 현행 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 교육프로그램 중 직접실습

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미국 또한 간호학생의 직접실습에 대한 

인증된 프로그램이 없다[7]. 반면에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시 직접실

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하여[8] 전체 간호학 임상실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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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무와 전문직 수행에 포함되는 191개의 간호활동 중 간호학생들

의 직접실습 활동은 전체 12%에 불과했고 전문직 수행에 포함되는 간

호활동 수행률은 매우 저조하였다[9]. 

아동 간호학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간호학생들 역시 다른 어느 임상

실습보다 직접실습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10]. 실제 신생아 간호의 상

황을 경험하고 간호중재를 수행해 보는 것이 간호수행능력 향상에 가

장 효과적이며 신생아에게 실습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 교

육이 필요하지만 최근 신생아실 임상실습 내용으로는 활력 징후, 기저

귀 갈기, 수유 등 단순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으며[11] 신체계측이나 신

체사정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설명하는 전통적 임상실습만이 이루어

지고 있다[1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분만율의 감소와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종합

병원에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으

며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축소, 폐쇄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

어[13] 일부 대학에서 간호학생들은 신생아실 임상실습지 부족으로 유

치원이나 보육원 및 장애 아동 시설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14]. 신생아

실 임상실습 없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간호학생의 자기효

능감 저하로 이어진다[15].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간호수행능력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며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한다[16]. 임상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면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됨이 확인된 바[14] 직접실습을 통

해 간호학생의 자신감과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

며[17] 간호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된다면 임상현장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신규간호사가 될 것이다[18].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신생아실 임상실습 시 기존의 전통적 

임상실습에 대한 대안으로 신생아의 건강사정을 직접실습하게 함으로

써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이 간호학생의 간호수

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가설 1: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간

호수행능력은 전통적 임상실습을 받은 대조군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

기효능감은 전통적 임상실습을 받은 대조군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이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 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J도 

소재의 4년제 M 대학 간호학과 2학년과 3학년 간호학생으로 이전에 

신생아실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다. 사전 동질성 유지를 위

해 첫째,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대조군

은 전통적 임상실습을 적용하였고 실험군은 직접실습을 적용하였다. 

둘째, 대상자는 총 65명은 제 3자에 의해 임의로 배정되었으며, 2학년 

학생 은 대조군에 20명 실험군에 21명, 그리고 3학년 학생은 대조군에 

12명 실험군에 12명 배정되었다. 셋째, 실험 처치의 확산과 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조군 임상실습 후 실험군의 임상실습을 시행하였으며 대상

자 모두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Cohen[19]이 제시한 표에 의거해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 크기를 .5, 검정력 .80으로 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군별 32명으로 총 6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

험군 33명 대조군 32명으로 총 6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탈락자

는 없었다. 

연구 도구

간호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은 신생아 간호를 위해 핵심적으로 간호

학생들이 숙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본 연구자가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

로 32항목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간호대학교수 3인, 신생아실 팀장 1인, 신생아실 7년 이상 간

호사 1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의 자문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였고 32개의 항목 중 내용 타당도 지수 0.8이상의 25개 항목을 최종 선

정하였다.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신체계측 4문항과 신체사정 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α =.96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도구는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및 

Jacobs[20]가 개발한 Self-Efficacy Scale (SES)를 Hong[21]이 번안하고 수

정 보완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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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이다. 평가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Hong[2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Cron-

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Cronbach’s α=.82였다.

연구수행절차

건강사정 실습 프로그램 개발

신생아는 출생 후 바로 신체적 이상 여부를 찾아야 하고 신생아실에 

입원 후에는 신체계측과 신체사정을 수행하고 안정이 되면 24시간 내

에 두 번째로 신체사정을 시행하여 신생아의 신체적 및 기능적 이상 여

부를 확인한다[22].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국 간호대학의 아동간호학 

실습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와 2013년 아동간호학회에서 제

시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교육표준을 기초로 구성하였다[14]. 구성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적용방법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과 아동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확정하였다. 

확정된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임상실습 1일

에 건강사정에 관한 이론교육을 출생 직후 생리적 변화, 정상적인 특

성, 비정상적인 특성, 정상 신생아 건강사정, 신체계측, 제대 간호를 주

제로 하며, 유인물과 구두설명 방법으로 진행하며 1시간 정도 소요된

다. 임상실습 2일은 15분 단위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한 개별적 시범교

육을 하고나서 간호학생 개별적 모형을 이용한 실습과 반복연습으로 

진행되며 2시간 30분 동안 지속한다. 특히 모형 시범 동안 나머지 학생

들이 같이 관찰하도록 하며, 연구자는 이 과정을 관찰지도하면서 필요

시 피드백을 제공한다. 임상실습 3일과 4일은 신생아실 실습 8시간 동

안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건강사정에 

대한 직접실습을 수행하며 간호사의 감독 하에 진행한다. 임상실습 5

일에 그동안의 직접실습에 의해 숙련한 신생아 건강사정 수행능력에 

대해 2명의 연구 보조자들이 관찰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받는 동안 

간호학생들의 수행 완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Table 1).

연구 보조자 훈련

연구 보조자는 신생아실 팀장과 신생아실 경력이 7년 이상인 간호

사가 수행하였다. 간호수행능력 25개 항목에 대해 총 2차례 교육과정

을 가졌으며 첫 번째 교육에서 간호수행능력 평가도구와 점수 기준표

를 제시하여 평가자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적용기준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교육은 다른 학교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평가도구를 사용하

고 적용상의 어려움들을 논의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

초 평가자 간 신뢰도는 ICC =  .81이었으나 실험 전 평가자 간 신뢰도는 

ICC =  .91이었다. 간호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실험군

과 대조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후광 효과를 차단하였다.

실험 처치

본 연구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수행되었고, 

간호학생들의 신생아실 임상실습을 하는 M병원 신생아실에서 진행

되었다. 3학년 24명 중 대조군 12명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실험군 12명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었고, 2

학년 41명 중 대조군 20명은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험군 

21명은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조군의 실습진행과 측정을 먼저 시행하였다.

신생아 건강사정의 직접실습 프로그램의 이론교육과 모형을 이용

한 시범과 반복연습과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지도하였으며 간호수행

능력은 2인의 연구 보조자가 관찰방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교육은 신

생아실이 아닌 분만실의 교육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생아실 간호

사에게도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았다. 교육시간은 

Day와 Evening 교대 근무시간인 2시에서 5시 사이에 간호학생들에게 

시행하였다. 간호수행능력 평가는 임상실습 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을 

Table 1. Direct Practice Program on Newborn Health Assessment 

Date Step Contents Method Time

1 day Theory lessons Physiological change after birth Handout 1 hour
normal characteristic
abnormal characteristic
Physical assessment
Physical measurement
umbilical care
-After the theory lesson, described  read about the health 
 assessment

2 day Skill training Researcher demonstrates the method of physical assessment 
 and physical measurement using manikin 

Demonstration and practice using a manikin 15 min

Each nursing student practices with manikin for 15min 2 hours 30 min
3-4 day Direct practice Actual performing phys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on 

 normal newborn in nursery
Preceptor 8 hours/day

5 day Evaluation Evaluation by 2 assistants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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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설명하였다. 

건강사정 직접실습에 참여한 실험군은 임상실습 1일에 간호학생에

게 신생아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효능감을 조

사한 후 본 연구자가 간호학생들에게 신생아 건강사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유인물을 이용하여 1시간 구두로 설명하였다. 임상실습 2일에 

신체사정과 신체계측을 모형을 이용한 개별적 시범과 반복 연습을 진

행하였고, 임상실습 3일과 4일에 해당 병동 간호사의 감독 하에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직접 실습을 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시행하도록 하

였다. 임상실습 5일에 자기효능감에 대해 자가 평가하였으며 2인의 연

구 보조자가 간호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전통적 임상실습을 적용한 대조군은 임상실습 1일에 실험군과 동일

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고, 

본 연구자가 신생아 건강사정에 대한 이론 내용을 구두 설명하였다. 임

상실습 2일, 3일, 4일은 기존의 전통적 임상실습대로 진행한 후 임상실

습 5일에 자기효능감에 대해 자가 평가 후 동일한 방법으로 간호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수행능력, 자기효능감은 실수와 백분

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은 χ2- test와 t-test로 검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M대학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SB-009-01)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실

험에 참여한 신생아 보호자들에게도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에게 간호수행능력 점수

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일반적 특성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간호학과 입학 동기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거주형태, 간호학과 입학 동기,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동료와의 관계,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Fisher’s exact 

test 결과 각 항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이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간호수행능력을 간접 확인하기 위한 기본간호학 실습 평점을 비교

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점수가 동질하였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 

실험군과 대조군, 3학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t=2.847, p =.584)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하였고, 학년별로 보면 2학년 

실험군과 대조군, 3학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t=30.792, p =.426)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가설 검증

가설 1: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간

호수행능력은 전통적 임상실습을 받은 대조군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호수행능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3.36 ± 0.38점, 대조군 2.84

± 0.44점으로 대조군의 간호수행능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가설 1은 지지되었다(t= -4.82, p < .000)(Table 4). 

신생아 건강사정에 관한 간호수행능력의 세부항목별 결과는 Tables 

4, 5와 같다. 신체계측 수행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의한 차이를

(t= -0.541, p < .591) 보이지 않았으나 몸무게 측정만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t= -3.04, p < .003). 신체사정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 -4.96, p < .000). 이중 혈관종, 두혈종, 조기치아 유무, 가슴

의 모양, 비정상적인 호흡, 태변착색, 잠복고환, 음순 기형, 내반족/외반

족유무, 모로 반사사정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아프가 스코

어, 천문의 위치, 눈 이상 유무, 비강 폐쇄, 비정상 낮은 귀, 토순, 제대 

간호, 다지증, 합지증, 바빈스키 반사 사정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가설 2: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

기효능감은 전통적 임상실습을 받은 대조군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3.20 ± 0.33점, 대조군 3.31 ±

0.37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t=1.264, p =.211)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하부영역별로 보았을 때 역시 일반

적 자기효능감(t= 0.937, p < .352)과 사회적 자기효능감(t= 0.844, p < .402)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신생아실 임상실습 중 신생아 건강사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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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omogeneous Assay         (N=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CG (n = 32) EG (n = 33)

t or χ² p
M ± SD or n (%) M ± SD or n (%)

Gender Female
Male

25 (78.1)
7 (21.9)

25 (75.8)
8 (24.2)

0.051 .821

Age (year)   21.50 ± 2.36 21.06 ± 1.25 0.944 .349
Year Second Year

Third Year
20 (62.5)
12 (37.5)

21 (63.6)
12 (36.4)

0.009 .924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ity
Catholic Christianity
No Religion

7 (21.9)
4 (12.5)

20 (62.5)

7 (21.2)
5 (15.2)

20 (60.6)

0.096 .992

Health status Very Good 
Good
Average

7 (21.9)
19 (59.4)

6 (18.8)

13 (39.4)
15 (45.5)

5 (15.2)

2.347 .309

Motive of taking nursing  High School Grades
Aptitude
Recommendation
Rate of employment after graduation

1 (3.0)
13 (40.0)

9 (28.0)
9 (28.0)

2 (6.2)
11 (32.4)

9 (28.0)
11 (32.4)

0.685* .877

Satisfaction of nursing department Very Good 
Good
Average
Dissatisfaction

2 (6.3)
20 (62.5)
10 (31.3)

0 (0.0)

1 (3.0)
22 (66.7)

9 (27.3)
1 (3.0)

1.466* .690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Very good 
Good
Average

3 (9.4)
24 (75.0)

5 (15.6)

9 (27.3)
22 (66.7)

2 (6.1)

4.358* .113

Difficult personal relations Nurse
Patient and Caregivers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Other Medical Personnel
Others

20 (62.5)
10 (31.3)

1 (3.1)
0 (0.0)
1 (3.1)

24 (72.7)
3 (9.1)
1 (3.0)
1 (3.0)

4 (12.1)

6.919* .140

Status of prior theory class Taking
Partially Taking

16 (50.0)
16 (50.0)

15 (44.6)
18 (55.4)

0.135 .714

* Fisher’s Exact Test, CG = Control group; EG = Experimental group.  

Table 3. Verification of the Homogeneity of Study Variables           (N=65)

Variables Groups
CG (n = 32) EG (n = 33)

t or χ² p
M ± SD M ± SD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e score Total (n = 65)
Second year (n = 41)
Third year (n = 24)

3.98 ± 0.53
3.85 ± 0.59
4.04 ± 0.33

3.94 ± 0.50
3.98 ± 0.46
4.02 ± 0.50

-0.392
2.847

.698

.584

Self-efficacy Total (n = 65)
Second year (n = 41)
Third year (n = 24)

3.61 ± 0.39
3.62 ± 0.37
3.05 ± 0.15

3.63 ± 0.32
3.05 ± 0.37
3.10 ± 0.22

0.140
30.792

.889

.426

CG = Control group; EG = Experimenta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Nursing Clinic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N=65)

Variables
CG (n = 32) EG (n = 33) Comparison

t p
M ± SD M ± SD M ± SD

Nursing clinical competence
   Physical measurement
   Physical assessment

2.86 ± 0.44
3.92 ± 0.31
2.71 ± 0.49

3.36 ± 0.39
3.95 ± 0.15
3.27 ± 0.42

-0.50 ± 0.05
-0.03 ± 0.16
-0.56 ± 0.07

-4.820
-0.541
-4.960

.000

.591

.000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3.31 ± 0.37
3.27 ± 0.49
3.45 ± 0.50

3.20 ± 0.33
3.15 ± 0.47
3.34 ± 0.53

0.11 ± 0.04
0.12 ± 0.02
0.11 ± 0.03

1.264
0.937
0.844

.211

.352

.402

CG = Control group; EG =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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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Nursing Clinical Competence                     (N=65)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Comparison

t p
M ± SD M ± SD M ± SD

Physical measurement Head circumference CG (n = 32) 1.44 ± 0.62 3.91 ± 0.53 -2.47 ± 0.09 -1.02 .314
EG (n = 33) 1.42 ± 0.71 4.00 ± 0.00 -2.58 ± 0.80

Chest circumference CG (n = 32) 1.72 ± 0.68 3.91 ± 0.59 -2.19 ± 0.09 -1.02 .314
EG (n = 33) 2.03 ± 0.85 4.00 ± 0.36 -1.91 ± 0.49

Height CG (n = 32) 2.28 ± 0.77 3.81 ± 1.32 -1.53 ± 0.55 -0.30 .768
EG (n = 33) 2.12 ± 0.70 3.85 ± 0.71 -1.73 ± 0.01

Weight CG (n = 32) 2.22 ± 0.71 2.75 ± 0.69 -0.53 ± 0.02 -3.04 .003
EG (n = 33) 2.06 ± 0.75 3.55 ± 1.41 -1.49 ± 0.66

Physical assessment Apgar score CG (n = 32) 1.88 ± 0.71 3.69 ± 1.36 -1.81 ± 0.65 0.91 .369
EG (n = 33) 2.06 ± 0.79 3.52 ± 1.00 -1.46 ± 0.21

Hemangioma CG (n = 32) 2.28 ± 0.73 1.94 ± 1.00 0.34 ± 0.27 -3.62 .001
EG (n = 33) 2.45 ± 0.94 3.18 ± 1.37 -0.73 ± 0.43

Fontanelle CG (n = 32) 1.81 ± 0.74 3.63 ± 1.00 -1.82 ± 0.26 0.20 .369
EG (n = 33) 2.03 ± 0.92 3.58 ± 1.00 -1.55 ± 0.08

Hematoma CG (n = 32) 1.31 ± 0.60 3.16 ± 1.37 -1.85 ± 0.77 -0.94 .001
EG (n = 33) 1.36 ± 0.62 3.45 ± 1.18 -2.09 ± 0.56

Eye abnormal CG (n = 32) 1.91 ± 0.78 2.41 ± 1.52 -0.50 ± 0.74 -1.36 .844
EG (n = 33) 1.82 ± 0.73 2.91 ± 1.47 -1.09 ± 0.74

Nasal abnormal CG (n = 32) 1.50 ± 0.67 2.78 ± 1.50 -1.28 ± 0.83 -1.71 .349
EG (n = 33) 1.82 ± 0.92 3.36 ± 1.25 -1.54 ± 0.33

Ear pinpoint CG (n = 32) 2.16 ± 0.77 3.34 ± 1.26 -1.18 ± 0.49 -1.87 .179
EG (n = 33) 2.33 ± 0.96 3.82 ± 0.72 -1.49 ± 0.24

Ear abnormal CG (n = 32) 1.84 ± 0.92 2.88 ± 1.48 -1.04 ± 0.56 -2.84 .093
EG (n = 33) 2.03 ± 1.13 3.73 ± 0.88 -1.70 ± 0.25

Cleft palate CG (n = 32) 1.56 ± 0.62 2.97 ± 1.45 -1.41 ± 0.83 -2.57 .067
EG (n = 33) 1.58 ± 0.71 3.73 ± 0.88 -2.15 ± 0.17

Early tooth CG (n = 32) 1.75 ± 0.80 1.94 ± 1.41 -0.19 ± 0.61 -2.72 .006
EG (n = 33) 1.91 ± 1.04 2.91 ± 1.47 -1.00 ± 0.43

Chest shape CG (n = 32) 1.28 ± 0.58 2.03 ± 1.44 -0.75 ± 0.86 -1.40 .013
EG (n = 33) 1.33 ± 0.54 2.55 ± 1.52 -1.22 ± 0.98

Chest retraction CG (n = 32) 1.78 ± 0.79 1.66 ± 1.26 0.12 ± 0.47 -3.11 .008
EG (n = 33) 2.36 ± 1.08 2.73 ± 1.50 -0.37 ± 0.42

Umbilical 1V/ 2Artery CG (n = 32) 2.47 ± 1.16 3.06 ± 1.41 -0.59 ± 0.25 -1.55 .168
EG (n = 33) 2.30 ± 1.31 3.55 ± 1.09 -1.25 ± 0.22

Meconium stain CG (n = 32) 2.03 ± 0.90 1.56 ± 1.19 0.47 ± 0.29 -1.85 .003
EG (n = 33) 2.18 ± 0.98 2.18 ± 1.49 0.00 ± 0.51   

Hydrocele CG (n = 32) 1.88 ± 0.94 1.75 ± 1.32 0.13 ± 0.38 -1.99 .051
EG (n = 33) 1.76 ± 0.83 2.45 ± 1.52 -0.69 ± 0.69

Cryptorchidism CG (n = 32) 2.41 ± 0.80 3.53 ± 1.10 -1.12 ± 0.30 -2.43 .018
EG (n = 33) 2.82 ± 1.01 4.00 ± 0.00 -1.18 ± 1.01

Vaginal abnormal CG (n = 32) 2.03 ± 0.70 3.25 ± 1.32 -1.22 ± 0.62 -2.66 .010
EG (n = 33) 2.21 ± 0.93 3.91 ± 0.52 -1.70 ± 0.41

Polysyndactyly CG (n = 32) 1.88 ± 0.71 3.72 ± 0.88 -1.84 ± 0.17 -1.82 .074
EG (n = 33) 2.09 ± 0.84 4.00 ± 0.00 -1.91 ± 0.84

Clubfoot CG (n = 32) 2.41 ± 0.84 1.66 ± 1.26 0.75 ± 0.42 -2.04 .045
EG (n = 33) 2.73 ± 0.98 2.36 ± 1.52 0.37 ± 0.54

Babinski sign CG (n = 32) 2.59 ± 0.84 2.69 ± 1.52 -0.10 ± 0.68 -0.11 .916
EG (n = 33) 2.76 ± 1.00 2.73 ± 1.50 0.03 ± 0.50

Moro reflex CG (n = 32) 2.25 ± 0.92 3.53 ± 1.10 -1.28 ± 0.18 -2.43 .018
EG (n = 33) 2.73 ± 0.94 4.00 ± 0.00 -1.27 ± 0.94

CG = Control group; EG =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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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직접실습이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차이를 검정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은 기존의 전통적 임상실습의 한계를 보

완하고 간호학생의 신생아 간호에 대한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임상실무에서 유능한 실무능력을 갖춘 간

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임상실습 교육이 

시도되고 효과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23]. 본 연

구에서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에 따른 선행 문헌이 없어 비교 고찰

하기 어려우나 신생아 간호의 학내 실습을 통해 간호수행능력이 향상

된 연구[24]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2주 동안 중환

자실 현장실무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 직접실습으로 간

호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25]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이 비경구 투약과 같은 침습적 투약을 직

접실습한 경험이 있을 때 자신감을 느끼고 익숙하게 투약 실습을 한 

연구[26]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신체계측 4문항 중 머리 둘레, 가슴둘레, 키는 비교적 

측정이 간단한 항목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몸무게 측정에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탈의된 신생아를 체중계로 측정하는 것이 직접실습 적용으

로 신생아를 다루는데 부담감이 덜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사정 

21문항 중 아프가 스코어, 천문 위치, 눈 이상 유무, 비강 폐쇄, 비정상 

낮은 귀, 토순, 제대 간호, 다지증, 합지증 바빈스키 반사는 전통적 임상

실습만으로도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

정상 유무를 비교적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항목으로 이론수업과 전

통적 임상실습으로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혈관종, 두혈종, 조기 치아 유무, 가슴 모양, 비정상적인 호흡, 태변

착색, 잠복고환, 음순기형, 내반족/외반족유무, 모로 반사 항목에서는 

직접실습으로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

접실습 적용으로 임상현장에서 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신생아 모형을 이용한 연습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사정을 반복적으로 직접실습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의 효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수행능력 평가 시 실습교육은 자기보고식 질문지

가 아닌 실제 간호수행능력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간호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며[27] 본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은 연구 보조자가 

관찰방법으로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신생아실 실습 시 직접실습프로그램을 임상상황에 맞게 다양

한 형태로 구성해야 하며 인증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호학생의 간호

수행능력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험군의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몇 번의 직접실습을 하였는지 정확

한 통계가 없어 후속 연구 시 정확한 건강사정 횟수 측정과 후속연구

를 제언한다.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신생아의 건강사정에 대한 직접실습에 참

여한 실험군과 전통적 임상실습을 한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수술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참여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더 낮았는데 실습교육이 6일 동안 이루어져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나타

나기에는 경험의 빈도와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였다[28]. 이는 본 연구

에서 5일간 신생아실 실습으로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부

족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간

호학생의 당뇨환자 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

데 이는 2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간호수행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평가에 익숙지 않고 실무능력도 부족하므로 간호수행능력 평가가 임

상실습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 본 연구에서

도 간호수행능력 평가 시 시간의 제한은 없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신

생아에게 건강사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점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연구 보조자에

게 간호수행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과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임

상실습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생들의 초기 임상실습 경험은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교수진에 의해 평가 시 실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간호학생들이 표

현하였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30]. 중환자실 현장실무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이 이전의 병동과 달리 임상

실습교육과 17개의 간호활동 프로토콜을 반복 연습한 후 환자 간호에 

연계한 임상실무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였으며 실

습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소극적인 간호학생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25]. 본 연구에서도 간호수행능력 항

목을 숙련하고 신생아에게 직접실습 하는 것이 간호학생에게 과중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모형을 이용한 교육, 신생아를 대상으

로 직접실습, 연구 보조자의 평가는 소극적인 간호학생에게 많은 부담

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의 임상실습과는 또 다른 신생아실의 직접실습은 간호학생이 쉽

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보호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간호

학생의 직접실습이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시 교육은 단계

적으로 나아가야 하나 간호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간호학생의 

직접실습 후 자기효능감 저하가 온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임상현장에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경험

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도록 직접실습 프로그램을 촉진할 수 있는 전

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신생아 건강사정에 대한 직접실습 프로그

램을 적용한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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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임상실습에 비해서 현장에서 실무자로부터 

이론적 토대를 갖춘 후 모형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실무자의 지도로 

신생아 건강사정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간호수행능력이 증대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간호수행능력 평가방법 또한 간호학생의 주관적 자기 

보고식 설문지나 연구자의 평가 중 한 영역만을 측정했던 것에 나아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직접실습 프로그램이 향후 간호학생 임상실습교육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실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검

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 프로그램의 적용이 간호학생

의 간호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신생아 건강사정 직접실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간호수행능력

은 대조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계측 영역보다 신체사정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직접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전통적 임상실습을 적용한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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