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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video programs and demonstration programs 
for new graduate critical care nurses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ability of suct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etween July to September, 2012 a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interventions. An independent t-test used for difference among 
variable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emograph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r any differences 
on data collected knowledge, self efficacy and performance ability of suction. Following the training, there were 
significant performance ability scores (p<.028) among the nurse receiving demonstration programs to improve 
performance ability of su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lative to knowledge 
scores (p<.948), or the self-efficacy scores (p<.876).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demonstration programs 
was more useful than video program on performance ability of suction. While video programs shows the possibility 
to improve the performance ability if watching video times is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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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인간호는 병원에서 흔히 수행되는 기본간호술 중 하나

로 환자의 산소화와 기도 개방성유지를 위한 필수간호이다

(Korea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0). 흡인간호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저산소혈증, 무기폐를 유발시키고 

호흡기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효율적인 흡인

간호는 매우 중요하다(Rolls et al., 2007). 또한 호흡기계 감

염은 주로 기관내 삽관이나 기관 절개를 시행한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흡인 시 사용하는 도구의 오염, 흡인 제공자에 

의한 세균 전파 등이 그 주 원인이 될 수 있어 흡인간호 원칙

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KHNA, 2010). 

흡인간호에 대한 교육은 간호대학 교과과정 속에 필수적으

로 포함(Song et al., 2008)되어 있으나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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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간호 요구와 간호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70% 이상의 

간호대학생들이 비침습적인 기본간호술 위주(Cho & Kwon, 

2007)의 제한적인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신규간호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실습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신규간호사의 기본간호술 수행중 기관내 삽관 흡인법

은 60% 미만의 매우 낮은 수행정도를 보였다(Kwon, 2002). 

또한 신규간호사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낮을수록 업

무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ng & Kim, 2014). 결

과적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 적응과 자기효능감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흡인 간호는 신규간호사 실무교육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간호술기라고 할 수 있겠다.

신규간호사가 이론과 기술을 구체적인 간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비교할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Park, 2007). 신규간호사의 실무교육은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거나 임상경험이 풍부한 동료간호사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일상적인 병원 업무와 임상술기를 배우

도록 하는 오프라인 교육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Lee & 

Kim, 2000). 강의식 교육은 지식습득에는 도움이 되나 직접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심간호술 수행능력 

습득에는 한계가 있다(Greenwood, 2000; Kim & Kang, 

2013). 반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동료간호사와 일대일로 짝

을 이루는 교육방법은 신규간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단기

간에 향상시키고 간호과오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Lee & Kim, 2000; Yang, 2003),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짝

을 이룬 동료간호사의 업무량 과다, 교육과정의 비체계성 등

의 문제점이 있다(Kim et al., 2000; Park, 2011). 온라인 교

육은 주로 동영상이나 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지며 학습시간 절

약과 비용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Byun, Park, & Hong, 

2015; Oh & Han, 2008; Park & Jeon, 2010) 적절한 피드백

이 이루어지지 않고 간호술기 향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보고가 있다(Perkins, Hulme, & Bion, 2002). 그러므

로 신규간호사의 실무교육은 교육시간과 동료 간호사의 업무

과다, 비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제 병원체제 내에

서 실현가능하고 신규간호사가 반복적인 자가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요구에 대한 

사전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상황에서 어떤 바라

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업무

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의 예측요인이며 익

숙하지 않은 상황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므로 

성취경험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Ahn, 2000; Kim, 2005). 

기본간호업무 수행에 대한 신규간호사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졸업 직후 때와 달리, 간호현장에서의 실패경험과 두려움 등

이 자신감 저하에 작용했기 때문이며, 임상상황과 유사한 인

위적 교육환경 하에 신규간호사가 지식과 기술 뿐 만 아니라 

자신감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Song, 2009). 그러므로 신규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은 업무성과나 업무행동, 임상수행능력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치므로(Ahn, 2000) 신규간호사의 실무적응 프로그램

을 통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흡인 간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능력(Lee & Jung, 2014), 

수행정도와 지식, 자신감(Bang & Kim, 2014: Park, Choi,& 

Kim, 2001) 등이 있으나 주로 간호사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규간호사 대상으로는 주로 심폐소생술 

상황의 일부로서 지식과 수행(Kim, 2010; Oh & Han, 2008; 

Park & Jeon, 2010)을 측정하여 강의식 교육과의 비교를 통

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규

간호사의 흡인간호 시뮬레이션은 병원 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무교육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시간과 동료 간호

사의 업무과다, 비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제 병원

체제 내에서 실현가능한 신규간호사의 흡인 간호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흡인간호에 대한 교육을 동영상 자가학

습 교육과 일대일강사 시범교육을 신규간호사에게 적용하여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간호 임상수기능

력의 교육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신규간호사의 임상실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흡인간호에 대한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과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자료를 개발하

고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간호 임상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

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흡인간호 지식수준,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

인간호 임상수기능력을 파악한다.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과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방법에 따

른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간호 임상

수기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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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에 대한 지식점수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2) 가설 2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3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

교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에 대한 임상수기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과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방법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

능감,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에 미치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내 P대학교병원에서 병원 오

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임상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근무월

수 12개월 이하인 신규간호사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

흡인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임상실기로 반복적인 임상실기

의 경험은 실기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Song 

et al., 2008) 흡인술을 적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입원한 

중환자실, 응급실, 재활의학과 병동, 신경외과 병동, 신경과 

병동, 이비인후과 병동의 신규간호사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Park (2010)의 연구를 근거 indepen-

dent t-test 연구의 효과크기를 .8, 유의수준 .05, 검정력을 

.8로 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그룹 당 26명으로 나

타났다. 중도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두 그룹에 각각 30

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교육 불참 2명(동영상 

시청하지 않은 대상자 1명, 일대일 강사 시범 교육 불참 1

명), 사전 조사 불참 1명, 사후 조사 불참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 26명, 대조군 26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흡인간호에 대한 교육경험의 유무, 환자를 대상으

로 한 흡인간호 수행경험 유무, 흡인간호 교육방법에 대한 의

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문항이다.

2) 흡인간호 지식

본 연구자가 개발한 흡인간호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흡인

간호 지식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으로 개발되

었다. 도구의 내용은 흡인이 필요한 시기, 흡인의 목적, 흡인

의 방법, 흡인의 부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신경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신경외과 병동 수간

호사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의미가 애매한 문항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 중복된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흡인방법에 대해서는 흡인 부위 별 세분화하자는 의견과 흡

인기의 압력과 흡인 시의 체위에 대한 질문 추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신규간호사 5인에게 실험하기 전 사전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오타만 수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지식측정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흡인 필요시기 1문항, 흡인의 목적 1문

항, 흡인의 방법 7문항, 흡인의 부작용 1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점은 10점이다. 본 연구에서 K-R 

20은 .67이었다.

3)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으로(Kim, 

2005), 본 연구에서는 Lee (2010)에게 도구 사용의 허락을 받

은 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확신이 없다’ 0점부터 

‘매우 확신한다’ 10점 척도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인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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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총점은 70점이다. Lee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4)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 

선행연구와(Shepherd, McCunnis, Brown, & Hair, 2010) 

본 연구자가 개발한 흡인간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

트 형식의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간

호학과 교수 1인, 신경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과 신경외

과 병동 수간호사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증 시 일관

성이 부족한 문장기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구

강인두흡인, 기관절개관 흡인, 기관내관흡인의 3가지 수행으

로 분류하였다. 구강인두흡인은 총 21항목으로 흡인준비 4항

목, 흡인과정 17항목이고, 기관절개관 흡인은 총 23항목으로 

흡인준비 4항목, 흡인과정 19항목이며, 기관내관흡인은 총 22

항목으로 흡인준비 4항목, 흡인과정 1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 별 점수는 정확히 수행한 경우 ‘수행’ 1점, 정확히 수행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행’ 0점으로 평정하였으며 대상자의 간

호수행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흡인간

호 임상수기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최저 0점에서 최고 66점

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8이었다.

4. 교육자료 개발과 운영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의료 환경과 대상자의 

특성 상 신규간호사는 흡인간호에서 충분한 학부실습 경험 부

족, 보통 이하의 낮은 수행자신감과 60% 미만의 술기수행정도

를 나타내었다(Bang & Kim, 2014; Cho & Kwon, 2007; 

Kwon, 2003). 또한 실제 임상실무에서 흡인간호는 언제든 발

생 가능한 환자의 응급상황에서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핵심간호술기 중 하나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신규간

호사의 실무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교육에 포

함되는 교육내용은 흡인의 정의, 목적, 필요성, 시기, 방법, 부

작용이 포함되며 구강흡인, 기관내관 흡인, 기관절개관 흡인

으로 나누었다.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개발 시 흡인교육 안을 

작성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육자료 개발,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강사교육, 

동영상 자가학습 참여율 확인에만 관여하였다.

1) 교육자료 개발 

(1)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개발 

신경외과 병동 임상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 4인이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참고문헌(Song et al., 2008)과, 본원 환자간호 

지침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흡인간호 교육 안을 작성하였

다. 교육안의 내용은 흡인의 정의, 흡인의 목적 및 필요성, 흡

인이 필요한 시기, 흡인의 종류, 흡인의 방법, 흡인의 부작용

으로 구성하였으며, 1차 완성된 교육 안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신경외과 병동 수간호사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적절하지 않은 어휘수정, 흡

인 시 통증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삭

제, 기관내관에 흡인 카테터의 정확한 길이 기재, 실제 임상에

서 사용하지 않는 설압자는 준비물품에서 제외하는 등의 의견

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하였다. 총 교육시간은 25분으로 설정

하였고, 교육 자료는 사진을 포함하였으며 세로 21cm 가로 

30cm의 크기 8페이지로 구성하였다. 

(2)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 개발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개발 시 논의 된 교육안의 내용을 바

탕으로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개발하였다. P대학교병원 내 

병동 내 비어있는 병실에서 흡인간호 인체모형(Ng tube and 

trach skills trainer LF1174U. Nasco. U.S.A)으로 연구자가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동영상은 구강인두 흡인 3

분 33초, 기관절개관 흡인 3분 56초, 기관삽관 흡인 3분 37초 

3가지로 구성되었다. 동영상 제작의 과정은 동영상 장면 촬

영 및 1차 고르기, 동영상 자막 넣기, 분할작업 및 보완, 음악 

작업 및 다듬기, 동영상 재촬영 및 순서정리, 동영상 재촬영 

분 고르기, 동영상 재촬영 분 편집, 동영상 자막수정, 영상 순

서변경, 영상 편집 총 10차례의 작업을 거쳐 동영상을 완성 

하였다.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수정은 의학 관련 분야 동영상 

제작경험이 있는 간호사 1인과 보조 2인이 담당하였다. 신경

외과 중환자실 수간호사 1인, 신경외과 병동 수간호사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Figure 1).

2) 교육 운영 

(1)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운영

본 연구에서는 흡인간호 교육 안을 바탕으로 흡인간호를 하

루에 3회 이상 시행하는 신경외과병동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이 강사로써 신규간호사에게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을 제공하였다. 교육 실시 전 본 연구자와 강사 2인은 일관성 있

는 교육내용과 시범내용, 교육시간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

전 만남을 2차례 가졌다. 실험기간 동안 P 대학병원 병동 내 비

어있는 1인실 병실을 지정하여 강사 1인과 대상자 1인이 일대

일강사 시범교육을 25분 간 진행하였다. 강사가 흡인간호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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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program

Demonstration 
program

1. 물품을 준비하여 침상가로 가져간다.

공통

▷흡인기
▷멸균 생리 식염수
▷멸균 poly glove
▷흡인카테터 ,Y자 연결관(구강인두, 
기관절개관 흡인시에만) 

 - 성인 : #12~#16Fr 카테터 
 - 어린이 : #8~#10Fr 카테터
 - 영아 : #6~#8Fr 카테터 

▷ 산소 포화도 측정기구 

구강인두흡인
bite block이나
airway

기관절개관흡인 ambu bag

기관내관흡인 
▷ 기관내관용 

 멸균 흡인 카테터
▷ ambu bag

2. 손을 씻는다 

3. 대상자에게 흡인에 대한 설명을 한다.

대상자에게 흡인은 호흡곤란은 제거시켜 주는 과정이며 시행중에 통증, 기침, 오심, 재채기 반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를 준비한다. 

4~1. 대상자는 반반좌위(semi-Fowler's position)를 취한다. 반반좌위를 취할 수 없는 환자는 
측위를 취한다. 

근거 
- 반반좌위는 대상자가 기침과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다.
- 반반좌위는 중력으로 카테터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 측위는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예방하며 분비물의 배액을 촉진시킨다. 

4~2. 구강인두 흡인시  대상자에게 혀를 앞으로 내밀어 떨어뜨리게 하도록 설명하거나, 필요시 
bite block이나 airway를 적용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한다.

근거  카테터의 삽입시 폐색을 막고 후두의 분비물 배액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4~3. 타진법이나 진동법 중 한가지 이상 흉부물리요법을 시행한다.

근거 흡인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분비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Figure 1. The example of video programs and demonstration programs.

모형을 이용하여 일대일로 시범을 보이면서 신규간호사에게 

구두로 해당 시범에 대해 근거를 말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

고, 신규간호사는 의문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언제

든지 강사에게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피드백을 주었다. 교육 후 

흡인간호 모형으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20분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은 1회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Park, Lee와 An (2010), Kim와 Jang (2013)의 연구에서 강사

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 1회의 교육만으로도 지식과 수행의 효

과를 보고한 점을 참고하였고, 실제 P병원에서도 신규간호사 

대상 기본간호술기 교육 시에도 한번만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

이다. 대상자들은 중재 종료 직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45분

의 간격을 두고 대상자별 약속한 시간에 병동간호사실에서 5분 

간 대기 후 병실로 1명씩 입장하였다. 

(2)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 운영

흡인간호 교육 자료를 유인물로 신규간호사에게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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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영상은 웹 사이트 http://cafe.daum.net/pnuh3w에 

접속하여 3일 동안 동영상 교육을 자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접속횟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흡인간호 동영상을 구

강인두흡인, 기관절개관 흡인, 기관내관흡인 3가지를 게시하

였다. 대상자들은 1번부터 26번까지 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각 동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 난에 부여 받은 번호를 남기도록 

하여 대상자가 교육을 시청한 횟수를 연구자가 파악할 수 있

게 하였다. 대상자들은 동영상 교육을 마친 그 다음날 사후 조

사 직전에 자율적으로 20분간 흡인간호 임상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문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언

제든지 강사에게 질문하도록 하였으며 피드백을 주었다.

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교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IRB: 

E- 201306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1

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지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할 것임을 설명한 후 동의

서에 서명을 받았다.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병동 내 대상자들은 같은 군

에 배정하였고, 각 과별로 1에서 10까지 번호를 매긴 종이를 

불투명 박스에 넣은 후 한 장씩 뽑아 홀수는 실험군, 짝수는 

대조군으로 각각 배정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대상자들

의 사전, 중재 및 사후 조사를 위한 시간 약속은 대상자의 근

무시간과 개인 사정, 실험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정하였고 각 대상자 간의 시간 간격은 적어도 1시

간 이상의 차이를 두었다. 사전, 사후 임상수기능력 측정은 

평가자 2인이 개발된 임상수기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평가

자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가 흡인간호를 수행하

는 모습을 촬영한 3개의 동영상을 보면서 임상수기능력 측정

도구로 2명의 평가자가 각각 측정하도록 하였고, 평가자간 

평가가 일치할 때까지 총 10번의 모의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전 조사, 중재, 사후 조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

았고 신경외과병동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이 담

당하였다. 

1) 사전 조사 

실험군은 흡인간호 동영상 학습 시작일 전날, 대조군은 흡

인간호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직전에 각각 측정하였다. 대상

자들은 1명씩 정해진 시간에 병동 간호사실에서 흡인간호 지

식과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지정 병실에서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을 측정하였다. 

2) 중재 

실험군은 흡인간호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3일 동안 지정

된 주소 창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시청을 하였고 지정교육일

이 끝난 다음날 지정병실에서 대상자별로 정해진 시간에 자율

적으로 흡인간호 연습을 20분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일대

일강사 시범교육을 P병원 병동 내 지정병실에서 강사 1인과 

정해진 시간에 25분간 교육을 받고 자율적으로 흡인간호 연

습을 20분간 진행하였다. 

3) 사후 조사 

실험군은 흡인간호 동영상 학습과 자율적 흡인간호 연습을 

마친 그 다음날, 대조군은 흡인간호 일대일강사시범 교육을 

마친 그 다음날 각각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은 1명씩 정해진 

시간에 병동 간호사실에서 흡인간호 지식과 흡인간호 자기효

능감 설문지를 작성한 후 지정 병실에서 흡인간호 임상수기능

력을 측정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은 빈도와 백분율, 

x2-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사전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

인간호 임상수기능력 점수와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사후 일대일 강사시범교육과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이 흡

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간호 임상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 검정은 독립표본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흡인 간호지식 도구의 신뢰도는 K-R 20, 흡인간호 자기효

능감과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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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for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6) Cont. (n=26)

x2 p
n (%) n (%)

Gender Male
Female

0 (0.0)
 26 (100.0)

1 (3.8)
25 (96.2)

1.02 1.000†

Age (year) 20~29
30~39

22 (84.6)
 4 (15.4)

23 (88.5)
 3 (11.5)

1.95  .132†

Education Diploma
Bachelor's degree

 9 (34.6)
17 (65.4)

10 (38.5)
16 (61.5)

0.08  .773

Experience of 
suction-education

Yes
No

 3 (11.5)
23 (88.5)

 6 (23.1)
20 (76.9)

1.21  .465†

Experience of suction Yes
No

 9 (34.6)
17 (65.4)

14 (53.8)
12 (46.2)

1.95  .16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Participants’ Knowledge, Self-efficacy, Performance Ability (N=52)

Variables
Exp. (n=26) Cont. (n=26)

t p
M±SD M±SD

Knowledge  4.50±1.33 4.27±1.31 -0.63 .533

Self-efficacy  29.81±12.55 28.81±13.42 -0.28 .783

Performance ability 20.00±8.81 23.00±9.68 -1.17 .24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여성이 100%,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각각 ‘20대’ 84.6%, 88.5%, 4

년대 졸업이 65.4%, 61.5%로 높았으며, 입사 후 흡인간호 교

육 경험은 실험군 88.5%, 대조군 76.9%로 대부분 교육경험

이 없었다. 입사 후 흡인간호 경험은 실험군 34.6% 보다 대조

군이 53.8%로 높았으나 동질성 검정 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

간호 임상수기능력 및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의 흡인간호 지식점수는 실험군 4.50±1.33

점, 대조군 4.27±1.31점이었으며,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점

수는 실험군 29.81±12.55점, 대조군 28.81±13.42점이었

고,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 점수는 실험군 20.00±8.81점, 대

조군 23.00±9.68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2).

3. 가설검정

1) 가설 1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교

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 에 대한 지식점수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실험처치 후 흡인간호에 대한 지식점수는 실험군

6.50±2.18점, 대조군 6.46±2.04 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07, p=.948).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2) 가설 2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교

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실험처치 후 흡인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

수는 실험군 48.38±12.81점, 대조군 48.92±11.95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16, p=.876).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어다(Table 3).

3) 가설 3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일대일강사 시범교

육을 받은 대조군은 흡인간호에 대한 임상수기 수행능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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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articipants’ Knowledge, Self-efficacy, Performance Abil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reatment (N=52)

Variables
Exp. (n=26) Cont. (n=26)

t p
M±SD M±SD

Knowledge  6.50±2.18  6.46±2.04 -0.07 .948

Self-efficacy  48.38±12.81  48.92±11.95 0.16 .876

Performance ability 51.65±9.69 56.58±5.46 -2.26 .03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처치 후 흡인간호에 대한 임상수

기능력점수는 실험군51.65±9.69점, 대조군56.58±5.46점으

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2.26, p=.030).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핵심기

본간호술인 흡인간호술에 대해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방법과 

일대일 강사시범 교육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하

였다.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제공한 실

험군과 흡인간호 일대일강사 시범교육을 제공한 대조군의 실

험처치 후 흡인간호 지식점수의 차이는 실험 전보다 실험 후

에 두 군의 지식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두 군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교육에서 동영상 교육이 일대일강사 

교육보다 지식향상 정도가 더 크다는 Byun 등(2015)의 연구

와 차이가 있다. 이는 심폐소생술을 경험하는 병동과 경력간

호사도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본 연구는 흡인간호를 경험하

는 병동을 제외시키고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영상 교육은 일대일강사 교육보다 학

습시간 절약과 비용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Byun et al., 

2015),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기본간호술을 익히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부족한 실정인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제공한 실

험군과 흡인간호 일대일강사시범 교육을 제공한 대조군의 실

험처치 후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는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두 군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두 군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교육에서 동영상 

교육이 강사 시범교육보다 자기효능감 향상 정도가 더 크다는 

Byun 등(2015)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Byun 등(2015)연구에서는 응급상황을 자주 경험하는 

병동과 경력간호사가 포함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을 막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한지 12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

로, 특히 6개월 미만이 50%를 넘게 차지하였고 80.3%가 흡

인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심리

사회적 요소가 크게 좌우하는 요인으로써 즉각적인 실험처치 

후 평가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Chang, Kwom, Kwon, 

& Kwon, 2010). 또한 호흡 관련 간호는 환자 상황이 경증에

서 중증 환자, 응급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환자의 

상태변화에서 호흡기 관련 간호는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므로 신규

간호사에게는 흡인과 같은 응급 간호 상황이 어렵고 불안한 

상황일 수 있는 만큼 신규간호사가 지속적인 성공경험을 쌓는 

것이 자기효능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신규간호사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상황을 접하면서 지

식과 기술을 상황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동료나 선배 간호사

의 도움을 받고 신규간호사 스스로의 반복적 연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 등 병원차원

의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흡인간호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제공한 실

험군과 흡인간호 일대일강사시범 교육을 제공한 대조군의 실

험처치 후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 점수 차이는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두 군의 임상수기능력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일대일강사 시범교육을 받은 

대조군보다 점수가 낮았다. 두 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교육에서 동영상교육이 강사중심교육보다 술

기능력 향상 정도가 더 크다는 Byun 등(2015)의 연구와 반대

의 결과를 보였다. Byun 등(2015)은 연구대상자들이 동영상

을 보면서 마네킹으로 연습을 수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일

대일강사 시범을 받은 대조군은 강사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연습을 하였던 반면, 실험군은 자율적으로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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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을 시청한 후 다음날 연습을 하도록 하여 시청과 연습

을 별개로 구분하여 진행한 점에서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험군은 동

영상 시청 시간이나 횟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동영상교육 

시청회수는 19.2% 3회, 7.7% 2회이었으며 동영상교육 시청

회수 1회가 73.1%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이 임상수기를 절

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동

영상 교육이 접근성이 좋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상수기 

점수가 일대일강사 시범교육보다 임상수기 능력점수가 낮은 

것은 연구대상자간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하지 못한 점과 동영

상 시청과 실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실습을 위해 강사와 연구대상자 1인당 필요한 시간이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 시 20분인 반면, 일대일강사 시범교육

은 45분으로 교육효과에 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는 점을 또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과 일대일강

사 시범교육 방법의 효과는 흡인간호 지식, 자기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임상수기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병원에서의 신규간호사의 근무 현

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신규간호사의 효과적인 실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으며 일

대일강사 시범교육 방법을 기초로 하여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 

방법을 수정 ․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차후에는 동영상 시청과 연습을 각 시간차로 시행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 개 대

학병원의 신규간호사를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본간호술인 흡인간

호를 동영상 자가학습 교육방법과일대일강사시범 교육방법

을 각각 적용하여 흡인간호 지식, 흡인간호 자기효능감, 흡인

간호 임상수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신규간호사

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자가학습 교육방법이 흡인간호

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일대일강사시범 교육만큼 

효과가 있으며 흡인간호 임상수기능력 향상에는 일대일강사 

시범교육이 더 효과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 자

가학습은 임상현실에서 노력, 시간, 비용 면에서 지식과 자가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일 수 있으며 

동영사의 시청 횟수와 시청시간을 조정하고 실제연습과의 시

간차를 조정한다면 임상수기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 실무교육에서

의 핵심기본간호술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본간호술기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일대일강사시범 교육과의 효과

를 비교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차후에는 동영상 시청과 

연습을 시간차로 시행하거나 동영상 시청 시 횟수와 시청시간

을 조정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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