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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동료 피드백 디브리핑 개발 및 효과*

정현정(동아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학생에게 적용할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동료
피드백 디브리핑 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2년
10월부터 11월 동안 자료가 수집되었다. 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로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
레이션 교육에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을 교육받았고, 대조군은 완전학습모델기
반 시뮬레이션 교육만 받았다. 대조군 1명이 결석하여 총 37명의 자료가 SPSS
WIN 23.0으로 분석되었다.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에 동료피드백 디브
리핑 방법을 교육받은 실험군의 ACLS 지식점수가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레이션
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완전학습 성취에 도달하
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도 유의하게 짧았다. 학습 집중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학
습몰입정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 간호학생들은 완전학습
기준을 성취하는데 다양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피드백
디프리핑 방법은 지식의 향상과 완전학습 기준의 도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
« 주제어: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간호시뮬레이션, 완전학습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료전문화의 가속화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학생들에 의한 직접 간호의 기회는 점차 줄
* 이 연구는 2016년도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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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관찰학습이 직접 간호를 대치하면서 임상실습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
해 실제적인 실습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이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전문적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현실을 ‘충격’으로 경험하게 되었고(신
경미, 권정옥, 김은영, 2014), 더 나아가 임상에서 요구하는 능동적인 전문 간호역량을
발휘하는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최근 들어 제한된 임상실습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상황을 재현
시켜 현장감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시뮬레이션기반교육(Simulation Based-learning
education)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이 간호학
생들의 임상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이진,
2015) 임상실습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간호학생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이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김신향, 함연숙,
2015)는 것은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이 임상간호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방
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시뮬레이션기반교육을 받는 간호학생들 역시 교육적인 효과성에 만족하고 있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처음 접할 때는 다소 부담스러워하지만, 곧 적응하여 가
상 상황이라는 안전한 상황 속에서 실제현장을 재현하여 편안하게 실습하는 것에 긍
정적인 경험을 표현한다(강희영, 최은영, 김해란, 2013). 더 나아가 반복학습을 통해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김춘숙, 2012) 시뮬레이션 교육기회가 확
대되기를 요청하고 있다(허나래, 전혜진, 김지영, 강윤희, 2014). 그러나 교수자들은
교수인력과 보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학습시간에 많은 학생이 배정된다
는 점과 이로 인해 학습자 중심의 디브리핑이 아닌 교수자 중심의 디프리핑으로 교
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 표준화된 디브리핑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것 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민혜영, 김지영, 허나래, 2015; 김지영, 허나래, 민혜영, 2014).
시뮬레이션 교육의 목표는 병원 전 교내실습환경에서 간호학생들의 대다수가 간호
과정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학습자의 95%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90%이상을 완전히 습득하게 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Bloom(1971)의 완전학습모델은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적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Bloom의 완전학습 이론은 Carroll(1963)의 학교학습 모델을 기초
로 개발되었다. Carroll은 학습의 정도를 함수 f(실제 학습시간/학습에 필요한 시간)
혹은 (학습기회, 학습의 지속력/적성, 수업이해력, 수업의 질)로 나타내며,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시간만큼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허용하면 학업성취도는 100% 달성
된다고 보았다. 간호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의 이론적 기틀을 발전시키고 있는
Jeffries(2005, 2012) 역시 실제학습 시간(Academic Learning Time)과 동일한 개념인
과제집중시간(Time on task)을 교육실습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며 시뮬레이션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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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학습, 협력, 피드백, 상호작용, 다양한 학습방법, 과제집중시간(time on task)
등의 교육실습을 통해서 지식, 수행능력, 만족도 등의 학습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Bloom(1971)과 Carroll(1963) 및 Jeffries(2005, 2012)의 이론을
근거로 간호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개발한다면 수업의 질과 수업 이해력이 높아져서 지식과 수행능력
이 증가하여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제한된 시간과 부족한 인력 내에
서도 완전학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대다수의 학습자가 일정 수준이상의 수행능력을 갖추
도록 반복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이차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학습자 주도의 디프리핑 방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1)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교수자 주도 디브리핑을 적용한 대조군
은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교수자 주도 디브리핑을 적용한 대조군
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교수자 주도 디브리핑을 적용한 대조군
은 학습 집중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교수자 주도 디브리핑을 적용한 대조군
은 학습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정의
가. 완전학습모델(Mastery learning model)

완전학습모델은 수업을 받은 학생의 95%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90%이상을 완전히
습득하게 하는 학습법 모델이다(Bloom, 1971). 본 연구에서는 Bloom(1971)의 완전학
습 수업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개발한
14단계 모델을 의미한다.
나. 동료피드백(Peer Feedback)

동료피드백이란, 연령, 능력 등의 특성이 유사한 또래 학습자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학습자들에게 평가자와 피평가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강숙희, 2010; Topping, 1998). 본 연구에서의 동료피드백이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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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개발한 피드백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디브리핑 단계에서 평가자팀이 출
전자팀에게 피드백을 주고 출전자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반박할 기회
를 주는 토론식 피드백을 말한다.
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Time needed for learning )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란 과제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량을 말한다
(Carroll, 1963). 본 연구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완전학습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
미하며 간호학생들이 ACLS 팀 실습평가를 ‘Pass’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과 90%의 완
성도를 나타내는 동영상 팀 과제 완성을 위해 사용한 학습시간을 말한다.
라. 학습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of learning)

학습 집중률이란 실제학습시간을 학습기회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용숙,
2007). 본 연구에서 학습 집중률이란 수업 외 활동인 동영상 팀 과제 완성을 위한 활
동에서의 집중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기회시간은 동영상 팀 과제 완성을
위해 학습자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학습시간
(Academic Learning Time, ALT)이란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에서 학
습과 무관한 행동을 하는 소실된 학습시간(Unuse of Learning Time, ULT)을 제거
하고 남은 시간이다(Berliner, 1979).
마. 학습몰입(Learning flow)

학습 몰입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최적의 경험(optimal experience)을 제
공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98). 본 연구
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4단계 전체과정 동안
몰입한 정도를 말한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완전학습 프로그램 및 동료피드
백 디브리핑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프로그램 개발 후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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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설계
사전조사

실험군
대조군

실험처치

완전학습
BLS술기능력
+
사전지식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BLS술기능력 완전학습
사전지식

사후조사

지식
학습에 필요한 시간
학습 집중률
학습몰입
지식
학습에 필요한 시간
학습 집중률
학습몰입

사전조사 : 완전학습모델기반 교육 프로그램 1단계
실험처치 : 완전학습모델기반 교육 프로그램 총 14단계 중 9단계와 10단계
사후조사 : 완전학습모델기반 교육 프로그램 14단계 후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시뮬레이션 학습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 중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생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 서명을 한 학생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본 연구와 유사한 교육내용과 대상
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전문심폐소생술
(ACLS)를 바탕으로 구성한 응급시뮬레이션교육이 1개월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신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능력에 효과적이라고 증명한 선행연구(장선주 권은옥 권영옥 &
권희경, 2010)를 근거로 하여 Cohen(1998)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여 유의수준(⍺=.05),
효과의 크기(f=.5), 검정력(1-β=.8)로 하여 산출하였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의 크
기는 한 군에 최소 17명 이상이었다. 동료피드백 디브리핑군을 19명, 교수자 디프리핑
군을 19명으로 하여, 총 38명이 최초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교수자 디브리핑군에서 1명
이 취업면접으로 1회 2시간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자료수집과정에서 탈락 처리하여 최
종 3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군별 시뮬레이션 실습 팀 구성은 무작위로 배정하였으
며, 한 팀당 4-5명으로 실험군 4개 조, 대조군 4개 조 총 8개 조로 운영하였다.
3.연구도구
가. 지식

지식 측정도구는 이론 총괄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문심폐소생술 강사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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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ACLS instructor manual, 2010)을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SBAR(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는 보고 2문항, BLS 2문
항, 심전도 5문항, 관련약물 5문항, 수행 및 우선순위 10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평가한 후 맞은 개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하며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심폐소생술
강사진 2인과 응급의학 전문의 1인에 의해 평가된 CVI는 0.95였고 Cronbach’s α는
.90이었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간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2가지로 팀 실습평가를 ‘Pass’하기 위해 사용한 시험시간과
동영상과제 완성을 위해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팀 실습평가를 ‘Pass’하기 위해 사용한 시험시간은 팀 단위 시뮬레이션 총괄평가에
서 성취수준이상을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평균을 기록하였다.
성취수준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미국심장협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전문심폐소생술 강사 메뉴얼(ACLS instructor
manual, 2010)에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체크리스
트는 총 3가지로 시나리오기반으로 개발되었고 각 시나리오는 1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통해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개의 시나리오는 시작부분 6항목만이 다르며 이후 13항목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19개
항복의 구성은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빈맥, 심각한 증상이 없는 빈맥,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서맥 3가지 중 어느 증상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6항목의 간호를 수행
하고 나면 그 이후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심실세동/무맥성 심실빈맥 간호 6항목과
무수축/무맥성 전기활동 간호 4항목을 거쳐 자발순환회복 후 간호 3항목을 수행하는
흐름으로 구동된다. 항목별로 ‘정확한 수행’ 1점, ‘부정확한 수행 혹은 미수행’ 0점으
로 처리한다. 총 19항목 모두를 ‘정확한 수행’하거나 18개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나머지 1개의 항목을 디브리핑 과정에서 인지하면 ‘Pass’로 평가하고 이 기준에 이르
지 못하면 ‘Fail’로 평가한다. 19개 항목에 대한 8조의 평가로 총 152개 항목에 대하
여 ‘Pass’ 결정을 하는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의 신뢰도는 산출공식{일치/(일치+불일
치)×100, 144/(144+8)×100}에 의해 94.73%였다.
동영상과제 완성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팀원 전원이 시뮬레이션 실습실에 도착해
서 90%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완성할 때까지 활동한 총 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여 평균을 기록하였다. 90%의 완성도에 대한 기준은 팀 실습평가를 ‘Pass’ 하
는 기준과 동일하다. 19개 항목에 대한 8조의 평가로 총 152개 항목의 ‘90%’ 결정에
대한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의 신뢰도는 산출공식{일치/(일치+불일치)×100,
136/(136+16)×100}에 의해 89.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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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 집중률

동영상 과제 완성을 위해 팀원 전원이 시뮬레이션 실습실에 도착해서 활동한 총
시간으로 학습과 무관한 행동을 한 소실된 학습시간을 제거하고 남은 실제학습시간
을 나눈 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비율(%)을 기록하였다. 학습 집중률 산출공식은 실제
학습시간/(실제학습시간+소실된 학습시간)이다. 학습시간 측정방법은 관찰 시간을 짧
은 등간으로 나누고, 관찰 구간에서 목표 행동이 최소 1회 이상 발생하면 기록하는
부분 간격 기록법을 사용하였다(이소현, 박은혜, 김영태, 2000). 8개 조의 동영상 과제
완성에 사용한 총 시간은 2,320분으로 이를 5분 단위로 나누어 총 464개의 구간에서
학습과 무관한 행동이 발생하면 그 구간을 소실된 학습시간으로 기록하였다. 소실된
학습시간에 판단의 일치 혹은 불일치에 대한 훈련된 연구보조원 2인의 관찰자간 신
뢰도는 산출공식{일치 구간 수/(일치 구간 수+불일치 구간 수)×100,
406/(406+58)×100}에 의해 87.5%였다.
라. 학습몰입

학습몰입 정도는 탁하얀(2010)이 Csikszentmihaly(1990)의 몰입특성과 Jackson과
Marsh(1996)의 몰입상태척도(FSS: Flow State Scale)을 참고하여 문항분석, 요인분
석의 과정을 거쳐 타당도를 검증하여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동안의 몰입감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를 측정의 간소화를 위해 5점 척도로 변화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
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9개의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ɑ는 .6
5～.90이였고, 본 연구에서의 9개의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ɑ는 .64∼.89
였다.
4. 연구진행절차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10월에 IRB 승인을 받고 2012년
10월부터 11월 동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가. 연구자 준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하였다. 본 연구자는 5년간 시뮬레
이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기본소생술(BLS) 강사, 전문심장소생술(ACLS) 강사,
소아전문소생술(PALS,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제공자, 외상간호 (TNCC,
Trauma Nurse Core Course) 제공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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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20120014)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피험자 설명문을 배포하고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동의 이후라도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 중 또는 참여 후 언제라도 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
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2
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고 논문 출판 이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할 것임
을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난 후 연구보조자가 동의하는 학생에 한해 피험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본 연구는 교과과목 내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기간 중 모든 팀이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과할 때 까지 반복시험을 칠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조군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연구 종료 후 기말고사 전까지 실험군과 동일한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 시뮬레이션을 1회 제공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다. 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완전학습모델은 수업을 받은 학습자의 95%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90%이상을 완전
히 습득하게 하는 학습법으로, 교수자의 역할은 대부분의 학습자가 일정 수준의 학습
을 완수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Bloom, 1971).
완전학습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전략은 학습단위를 나누고 각 단위마다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한 단위가 종료될 때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습결
손을 진단하며 이를 피드백 하는 것에 더하여 학습자 스스로 보충 및 심화 학습을
실시하는 것을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Bloom,
1971; 김호권, 1994;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간호학생들이 전문심폐소생술 숙달이라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학습목표의 달성하
려면 낮은 난이도에서 높은 난이도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단위별 목표가 설
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된 실제수업시간 내에서 완전학습을 달성하려면 수업 외 활
동에서 학습자가 흥미를 갖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향상되는
학습자의 역량을 고려한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팀 학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우수한 학습자와 부진한 학습자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로 보충하고
심화시켜주는 줄 수 있는 팀 과제를 제시하여 팀원 전체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팀 역동을 경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1969년 한국 행
동과학 연구소가 서울 광희 중학교에서 실험하여 검증한 완전학습 7단계(김호권,
1994)를 전문심폐소생술(ACLS) 과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에 적
용할 총 14단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림1〕. ACLS는 미국에서 개발된 과정
으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10시간 30분 동안 참여한 후 ‘Pass’한 참가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응급의학 전문의 1인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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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간호학생들의 훈련타당성과 전이타당
성을 고려한 내용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도구는 전문심폐소생술 강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진행 메뉴얼(ACLS instructor manual, 2010)의 12단계가 각각 간
호학생들의 교육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의 적합하지 않다’(1점)에서 ‘매
우 적합하다’(5점)까지로 평정하도록 12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타당도 평가결과 평균점
수가 4점 이하로 나온 술기과정(Skill Station),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Acute
coronary syndrome) 및 뇌졸중(Stroke) 부분을 제외한 서맥(M=4.34), 빈맥(M=4.44),
무맥(M=4.94) 메가코드(M=4.74) 부분으로 채택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성
인간호학 교수 2인의 안면타당도 검증결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전체
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한지 7개월이 지난 예비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예비 적용한 결과 심전도 이론부분과 메가코드(서맥+빈맥+무맥+자발순환
후 회복)의 난이도가 높게 나타나 반복학습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 최종 프로
그램에 반영되었다.
완전학습 7단계는 ①수업목표의 제시, ②본수업활동, ③학습문제의 해결, ④형성평
가, ⑤보충학습 프로그램, ⑥소집단 협력학습, ⑦종합적 평가로 구분된다. 특히 수업
과정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4단계의 형성평가는 제한 시
간을 두지 않고 있는 부분이므로 시뮬레이션 평가의 반복적 순환으로 수정하였고 성
취달성이 부진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5단계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6단계의 소집단
협력학습과 결합시켜 부진한 학습자와 우수한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융합하였다.
최종 개발된 총 14단계 중 1, 3, 4, 6, 7, 8, 9, 10, 12, 14단계는 수업시간에 이루어
지며 2, 5, 11, 13단계는 수업 외 학습활동 시간으로 과제완성이나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수업시간 중의 활동은 수업시간 외 활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주도학습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다.
1단계는 학습결손을 진단단계이고 2단계는 진단된 부족한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단
계이다. 1단계에서 전문심폐소생술을 교육 받기 전에 학습자들이 가진 기본심폐소생
술 대한 술기능력을 확인한다. 1단계에서 기본심폐소생술 술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보충학습을 실시한 후 연구보조원에게 90%이상의 정확한 수행
여부를 평가받는다.
3단계는 수업목적을 명시하는 단계로 시뮬레이션 교과목의 학습목표와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4단계는 수업활동단계로 가시적인 형태의 PPT 및 동영상을 사용한 심전도 이론
강의 후 PDA 및 METIⓇ (Medical Education Technologies, Sarasota, Florida, 미
국) 시뮬레이터 장비를 사용하여 심전도 실습 수업활동을 한다. 실습수업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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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14단계 완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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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및 METIⓇ의 사용법을 알려준 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자에게 질
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습 후반부에 심전도에 대한 이해가 우수한 학습자가 보충학
습이 필요한 학습자를 멘토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단계는 보충 및 심화 학습 단계로 형성평가 결과 부진한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을
보충하고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는 흥미를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과제를 제공하는(Bloom, 1971; 김호권, 1994) 단계
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6단계에서 실시할 1차 형성 평가를 대비하여 open lab 시
간에 PDA 2대와 METIⓇ 2대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심전도 학습을 하
도록 한다. 4-5인이 1조가 되도록 구성하고 우수한 학습자가 리더가 되어 학습을 이
끌어나가면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고 부진학생이 질문을 하면서 보충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설계한다.
6단계는 형성평가 단계로 METIⓇ 의 심전도 상태가 나타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
고 심전도의 명칭을 기록하는 동영상 개별시험을 실시한다. 형성평가는 수업활동 진
행과정 중 하나의 학습 단위가 끝나면 실시하는 평가이다(Bloom, 1971; 김호권,
1994).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를 진단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정보로 사용되므로 평가활
동이라기 보다는 수업활동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다.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전문심폐소생술(ACLS)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기반으로 진
행한다. 4-5인의 팀원들이 리더, 기록자, 심전도 측정, 제세동기 사용, 정맥라인 유지,
기도유지, 가슴압박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팀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특성상 하나의 시나리오 기반 실습이 끝나면 디브리핑을 통한 피
드백이 이루어지므로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지속적인 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7단계는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무맥성 심실빈맥의 2가지 심전도와 제세동이
필요 없는 무수축/무맥성 전기활동의 2가지 무맥성 심전도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팀
학습을 한다.
8단계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빈맥, 심각한 증상이 없는 빈맥, 심각한 증상을 동
반한 서맥의 3가지 시나리오를 팀 학습을 한다.
9단계는 7단계와 8단계 시나리오를 결합한다. 즉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빈맥, 심각한
증상이 없는 빈맥,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 서맥을 가진 환자의 심전도가 심실세동/무맥
성 심실빈맥, 무수축/무맥성 전기활동으로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단계이다.
10단계는 9단계 학습내용에 자발순환회복 후 간호가 결합되는 시나리오를 진행한
다. 7, 8, 9단계의 반복 연습이 이루어지므로 숙달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11단계는 보충 및 심화 단계로 팀 시뮬레이션 평가를 대비하여 open lab 시간에 3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영상 팀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한다. 이 단계에
서 팀원 간 협력학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교육을 통해 심
전도 숙달한 학습자들은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뮬레이터를 조정하며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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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므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12단계는 실습총괄평가 단계이다. 총괄평가는 학점을 인정하거나 성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수업목적의 달성하였는지를 절대적 기준 평가하는 것으로 형성평가와는 달리
수업활동 학습한 전체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Bloom, 1971; 김호
권, 1994). 따라서 서맥 혹은 빈맥으로 시작하여 무맥성 심전도를 거쳐 자활순환이
회복되는 전체 과정에 포함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팀 평가를 하게 된다. 팀 전체
의 수행정도가 90%에 다다르면 ‘Pass’로 평가하고 실습총괄평가를 종료한다. 90%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Fail’로 평가된 팀은 13단계의 보충 및 심화학습 단계에서 반
복 연습을 거쳐야 한다. ‘Pass’ 에 이를 때까지 12단계와 13단계가 계속적으로 순환하
므로 실습총괄평가 종료 시점은 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14단계는 이론총괄평가 단계로 13단계까지 학습한 전체내용이 포함된 이론
시험이 실시된다. 즉 기본 심폐소생술, 심전도 명칭, 전문심폐소생술 관련약물, 수행
및 전문심폐소생술 우선순위, 의사소통 관련 문제들을 통해 최종적인 개인별 학습결
과를 판정한다.
라.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

완전학습은 형성평가 단계에서 순환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강조한다(Bloom, 1971). 동료피드백이란 학습자들이 서로 피드
백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디브리핑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학습을
하던 학습자들에게 평가자의 권한을 주어 동료피드백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평가팀이
피드백을 수용을 거부할 경우 반박할 기회를 주어 능동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은 완전학습모델 9단계와 10단계에서 실험군의 디브리핑에 적
용한다.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의 평가기준은 이론 강의 시간에 학습한 내용인 수행능
력 체크리스트, 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체크리스트, 환자-간호사 의사소통 체크리
스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의 핵심은 출전자 팀원 5명과 평가자 팀원 5명 전원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구조화하는 것이다〔그림2〕. 예를
들어 A팀과 B팀이 대항한다면 출전자 A팀의 5명의 구성원이 각각 리더, 기록자, 심
전도/제세동/라인확보, 기도유지/산소공급, 가슴압박의 업무를 분담할 때 평가자 B팀
의 5명의 구성원은 3명은 각각 수행능력, 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환자-간호사 의
사소통을 평가하고 2명은 각각 환자 혹은 보호자 역할, 시뮬레이터 조정을 한다.
수업활동이 시작되면 10분 동안 각 팀은 팀원 간 토의를 하는 준비시간을 갖는다.
즉 출전자 팀이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시나리오가 출제될지를 대비하며 팀원의 역
할을 결정하는 동안 평가자 팀은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출제할 것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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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론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심전도를 결정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
한다. 15분 동안의 시나리오 수행이 끝나면 5분간 작전타임 시간을 갖는다. 작전타임
동안 출전자 팀은 수행과정동안을 성찰하며 평가자의 피드백에 대비하고 평가자 팀
은 각 평가자들이 간과한 피드백 항목이 없는지 점검한다.
작전타임이 끝나면 10분간 동료피드백을 활용한 디브리핑이 1:1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즉 수행능력 평가자가 기록자에게 피드백을 주면 기록자는 인정 혹은 반박

〔그림2〕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
하는 답변을 한다. 같은 방식으로 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평가자는 심전도/제세동/
라인확보 담당자에게, 환자-간호사 의사소통 평가자는 기도유지/산소공급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답변을 듣는다. 환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했던 팀원은 가슴압박 담당
자에게 추측되는 원인질환을 묻고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조정자는 자
신의 팀이 만든 시나리오를 성찰하고 출전자팀의 리더는 자신의 팀의 수행능력을 성
찰하며 마무리한다.
양 팀 총 10명의 팀원이 각 1분정도씩 총 10분간의 사용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교
수자가 5분간 전체 시뮬레이션 상황을 정리하고 반박이 발생한 피드백 부분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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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필요시 비디오를 통한 확인 학습을 제공한다.
마. 프로그램 적용

완전학습모델기반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은 4주간에 걸쳐 주 2회 2시간씩 총 8
회 실시되었는데 7회까지 14시간 동안은 이론 강의 및 실습이 진행되었고 8회는 이
론평가가 1시간이 실시되어 총 15시간 진행되었다. 이 중 동료피드백을 활용한 디브
리핑 실험처치는 9, 10단계 4시간동안 실시되었다〔그림1〕. 1회차에서 시뮬레이션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기 전에 두 군의 사전 기본심폐소생술 술기능력의 동질
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군 모두에게 30분간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전원 술기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기분심폐소생술 6항목, AED 사용법 4항목, 지속적 CPR
2항목의 총 12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는데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 종료 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연구보조원에
게 90%이상의 정확한 수행여부를 재평가 받았다. 성인간호학 선행학습을 통한 전문
심폐소생술 관련 사전 지식의 정도는 20문항으로 구성한 문제로 확인하였다. 20문항
은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심전도 명칭 6문항,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약물 7문항, 전문
심폐소생술 수행관련 7문항이다.
4회차 8단계까지 2주 동안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동일한 완전학습모델기반
교육이 이루어 졌다. 7단계부터 시나리오 기반 팀 시뮬레이션 교육이 시행되었다. 전
문심폐소생술 강사경력이 있는 연구자 1인에 의해 실습이 운영되었고. 보조연구원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9명으로 각 군당 4개의 팀
으로 편성되어 한 팀당 4-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리더의 선정은 팀원들이 자율
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7단계는 서맥과 빈맥 시나리오를, 8단계는 무맥 시나리오를
시행하였다. 각 단계별로 한 팀당 한 시나리오에 적용한 시간은 준비 5분, 수행 10분,
디브리핑 15분의 총 30분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교육이 1회씩 실시되었다. 7, 8단계
에서 사용한 디브리핑 방법은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제안
한 GAS(Gather-Analysis-Summarrize)방식을 활용한 교수자 주도의 구두 디브리핑
을 실시하였다. 수집(Gather)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경험 후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질문하였고 분석(Analysis)단계는 수행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으며 요약
(Summarize)단계는 수행 이외의 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과 환자-간호사 의사소통
부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성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9, 10단계 동안 대조군은 7, 8단계 단계와 동일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
하였다. 다만 9, 10단계는 7, 8단계에 비해 시나리오가 길어져 수행 항목이 많아지므
로 준비 5분, 수행 10분, 디브리핑 15분 진행방법에서 수행시간을 늘이고 디브리핑
시간을 줄여 준비 5분, 수행 15분, 디브리핑 10분으로 운영방법을 변화시켰다. 시나리
오 진행은 15분 중 5분이 경과한 후에 심정지 상태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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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방식 디브리핑 중 시뮬레이션 경험 후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질문하는 부분
수집(Gather)단계를 생략하고 수행항목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분석(Analysis)단계와
수행 이외의 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과 환자-간호사 의사소통 부분을 포함하여 전
반적인 학습내용을 성찰하도록 하는 요약(Summarize)단계를 반복하였다. 이는 9, 10
단계가 7, 8단계의 시나리오 학습이 통합되고 반복학습으로 숙달하는 단계이므로 수
행과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디브리핑으로 조정한 것이다. 대조군의 경우 교수자가 시
나리오를 출제하고 시뮬레이터를 운영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보조연구
자는 평가자 역할을 보조하였다. A조가 실습하는 동안 B조가 관찰하고 C조와 D조는
심정지 관련 시나리오들을 학습하고 직접 개발해 보는 과제를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120분 운영하여 각 조당 1회씩 실습을 진행하였다〔그림3〕.

〔그림 3〕 교수자 디브리핑 군 교수활동 1시간 수업 예시

〔그림 4〕동료 피드백 디프리핑 군 교수활동 1시간 수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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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와 10단계에서 대조군에게 통상적인 교수자 주도 디브리핑이 실시되는 동안
실험군에게는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이 적용되었다. 실험군은 팀별로 총 45분간이 프로
그램이 실시되었다. A조가 시작하고 15분 뒤에 C조가 시작하도록 운영하였다. B조가
간단한 주증상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와 심전도 순서를 결정하여 교수자에게 검토를
받았다. 교수자는 시나리오가 시작되어 심정지가 되기 전까지 A조의 수행을 관찰하
였다. 심정지가 시작되면 보조연구자에게 심정지 시의 간호수행을 관찰하도록 하고
교수자는 C조의 실습을 위해 C조에서 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C조 환자가
심정지가 되면 교수자는 작전 타임을 마친 A조로 돌아와 동료피드백을 관찰하면서
동료피드백의 결과와 A조 기록자가 기록한 간호기록과 보조연구자의 평가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료피드백, 기록지, 보조연구자 평가지, 이 세 가지를 분석하여 최종 교
수자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120분 운영하여 각 조당 1회씩 실습을 진
행하였다〔그림4〕.
11단계에서는 10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 동영상 팀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개방하였다. 학습자의 안전을 위해 제세동기는 실제 전
류를 충전하지 않고 촬영하도록 지도하였다. 90% 이상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동영상
인지는 2인의 보조연구자가 3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 및 실제학습시간은 실습실 내에 설치된 비디오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12단계의 팀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Fail’로 평가된 조는 다른 조
가 평가받는 시간동안 다른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보충/심화학습을 거친 후 ‘Pass’
할 때까지 재시험을 반복하였다. 팀 시뮬레이션 평가 동안 시나리오 구동 시간은 동
일하였지만 디브리핑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는 시간이 각
조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조별로 시험 ‘Pass’에 사용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대조군
과 실험군의 모든 팀이 ‘Pass’로 평가를 받은 후 개인별 이론평가가 실시되었다.
5.자료수집

사전조사는 연구보조자 1인에 의해 수집되었다. 수업활동 시작 전 사전 조사로 일
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및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성별, 연령, 심폐소생술 실습교육경험, 교내실습학점,
성인간호학실습학점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실험군 3명
과 대조군 2명이 ‘Fail’ 한 후 보충학습을 거쳐 완전학습 기준을 충족하였다. 사전 지
식은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후조사에서 사용할 지
식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검사할 경우 시험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답형의 문제들로 20문항을 구성하여 확인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사후 조사 항목 중 학습에 필요한 시간 분석은 연구보조자 2인에 의해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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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실습평가 ‘Pass’ 판단과 동영상 과제 90%의 완성도에 대한 판단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7단계에서 9단계까지의 녹화영상을 사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7단계
에서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 80%로 낮게 나타나 토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8단계에서
는 85% 9단계에서는 90%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동영상과제 완성을 위한 실제학습
시간 분석은 팀원 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시뮬레이터 구동 시간 이외의 토의시간에
서 측정자간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여 개별 학습자의 토의참여 시간을 각각 구하여
평균으로 측정하도록 훈련하여 일치도를 높였다. 팀이 시험에 ‘Pass’에 대한 판단이
불일치 할 경우 학습자 기록지를 근거로 본 연구자와 함께 최종 판단하도록 하였다.
팀이 시험에 ‘Pass’할 때 까지 걸린 시간은 디브리핑 시간분석에서 불일치가 다수 발
생하여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는 시간을 주었을 때 개별 학습자가
토의에 참여하는 시간을 각각 구하여 평균으로 측정하도록 훈련하여 신뢰도를 확보
하였다. 학습 집중률 계산은 연구보조자 2인에 의해중복 확인하였고, 지식과 학습몰
입 설문은 모든 팀이 실습평가를 통과한 후 연구보조자 1인이 수집하였다. 대조군 1
명이 취업면접으로 1회 2시간 교육에 불참하여 탈락되어 최종 37명의 자료가 수집되
었다.
6.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기본심폐소생술 술기능력과 전문심폐
소생술 관련 지식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x2-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2)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학습에 필요한 시간, 집중률 및 학
습 몰입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 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2>. 본 연구에 참여한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교수자 디브리
핑을 한 대조군의 성별, 나이, 심폐소생술실습 경험, 교내실습학점, 성인간호학실습학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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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남
여
22-24
나이
25-27
28-30
심폐소생술실습 있음
경험
없음
4.00-4.50
교내실습학점 3.51-3.99
3.00-3.50
2.51-2.99
성인간호학실습 4.00-4.50
3.51-3.99
학점
3.00-3.50
성별

(n=37)

실험군(n=19)
n(%)

0(0)
19(100)
18(94.7)
1(5.3)
0(0)
19
0
7(36.8)
7(36.8)
3(15.8)
2(10.5)
19(100)
0(0)
0(0)

대조군(n=18)
n(%)

1(25.6)
17(94.4)
16(88.9)
1(5.6)
1(5.6)
18
0
9(50.0)
4(22.2)
5(27.8)
0(0)
16(88.9)
1(5.6)
1(5.6)

x2

p

1.085

.486

1.091

.597

-

-

3.544

.315

2.232

.328

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기본심폐소생술
(BLS) 술기점수와 전문심폐소생술(ACLS) 관련 이론 지식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없어(p>.05) 두 군의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표 3>.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관련 수행능력 및 지식의 동질성
변수

BLS 술기점수
ACLS 지식

실험군(n=19)

대조군(n=18)

M±SD

M±SD

96.92±4.97
21.31±8.95

96.75±5.81
21.11±10.22

(n=37)

t

p

0.096
0.065

0.924
0.949

2.가설검정

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디브리핑을 동료피드백 방법으
로 실시한 실험군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은 완전학습만 적용한 대조군이 100점
만점 중 60.0±13.99점, 완전학습에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을 함께 적용한 실험군이
71.37±15.79점으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다(t=2.313, p=0.027).
학습에 필요한 시간 중 팀 평가 ‘Pass’에 필요한 시간은 실험군이 26.58±11.31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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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조군 50.56±32.26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t=-3.050, p=0.004).
학습에 필요한 시간 중 동영상과제완성에 필요한 시간은 실험군이 131.79±9.38분,
대조군이 159.06±36.87분으로 실험군의 학습 필요시간이 유의하게 단축되었다
(t=-3.121, p=0.000).
학습 집중률은 실험군이 70.00±3.27%로 대조군 80.00±4.16%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t=3.780, p=0.009).
학습몰입의 정도는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281, p=0.209)<표 4>.
<표 4 >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비교
실험군(n=19)
M±SD

변수

지식
71.37±15.79
학습에 필요한 팀 실습평가 Pass 26.58±11.31
시간(분)
팀 과제완성
131.79±9.38
학습
70.00±3.27
집중률(%)
학습몰입
3.56±0.44

(n=37)
대조군(n=18)
M±SD

60.0±13.99
50.56±32.26
159.06±36.87
80.00±4.16
3.31±0.71

t

2.313
-3.050
-3.121
3.780
1.281

p

0.027
0.004
0.000
0.009
0.209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완전학습모델기반 간호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
법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학생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사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성인간호학 심정지 부분을
학습한 간호학생들이라도 ACLS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론 강의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이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후조사에서 사용할 지식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검사할
경우 시험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낮게 전문심폐소생술
(ACLS)관련 지식문항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점 중 평균 21점이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 완전학습 14단계의 ACLS지식 향상 효과를 살펴보면, 21점이었던 간호학
생들의 지식이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 71점, 대조군 60점으로 두드러지게 향상되었
다. ACLS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학생보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임상현장에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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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사 대상의 ACLS교육의 효과와 간호학생 대상의 ACLS교육
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중환자실 및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ACLS교육을 시뮬레이션 방법과 전통적 방법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비교한 백지
윤(2006)의 연구에서 ACLS지식의 100점 환산점수가 시뮬레이션 교육 군은 53점에서
90점으로 전통적 교육군은 53점에서 73점으로 변화했다. 특히 90점으로 지식이 증가
한 실험군은 완전학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백지윤(2006)이 개발한 ACLS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4학년 간호학생에게 실시한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의 효과를 측정한 조규영(2016)의 연구결과 사전 57점 이었던 지식 정도가 교육 후
70점으로 향상 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대조군은 3학년 간호학생으로 강의식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사전 67점이었던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와 두 연구(백지
윤, 2006; 조규영, 2016)에서 사용한 ACLS지식 측정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간호학생보다는 간호사들의 교육 후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조규영(2016)의 연구에서
는 ACLS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60-70점 정도도 지식이 향상된 백지윤(2006)
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점수가 90점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ACLS를 실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임상간호사들은 180분이라는 단기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으로도
완전학습 기준의 지식을 성취 수 있지만(백지윤, 2006) 간호학생들이 ACLS지식을 숙
달하기 위해서는 몇 주간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므로 완전학습모델을 기반으로 반복학
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간호사에 비해 ACLS
지식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연구도구가 14단계 완전학습에서 학습한 전체내용을 모
두 포함하도록 SBAR 보고, BLS, 심전도, 관련약물, 수행 및 우선순위로 구성 되어있
어, 간호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고 경험의 부족, 임상약물에 대한 생소함, 간호중재 우
선순위 판단에 대한 미숙함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오리엔테이션 중인 신
규간호사에게 ACLS교육을 실시한 김윤희와 장금성(2011)의 연구에서도 전통적 강의
식교육군보다 시뮬레이션 교육군이 ACLS 지식이 유의미한 차이로 더 향상되었다.
이들은 직접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실험군은 55점에서 88점으로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55점에서 75점으로 향상되었다고 백지윤(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수
변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ACLS지식을 더 높게 향상 시킨 것은 아니다. 1개월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중한자
실 신규간호사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이론 강의만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
한 장선주 등(2010)의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ACLS지식이 실험군은
60점에서 67점으로 대조군도 56점에서 67점으로 향상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한 도구로 중환자실 경력간호사에게 완전학습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
시한 권은옥 등(2012)의 연구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ACLS지식이 67점에서 77점으
로 비슷하게 향상되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연구는 70% 이상이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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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육경험이 있고 60%-70% 이상이 1년 이내에 교육이 이루어져 사전 점수가
높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날 수 없었던 것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ACLS지식에 대한 다양한 결과는 연구대상, 시뮬레이션 교육방법, 교육기간, 디브리
핑방법, 지식평가도구의 교육내용 포함정도 등의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하겠다.
첫 번째 가설인 지식의 차이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완전학습 14단계에 동료피드
백 디브리핑을 사용한 실험군이 ACLS 지식이 21점에서 71점으로 향상되어 완전학습
만 실시한 대조군이 21점에서 60점으로 향상된 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여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의 학습 성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이 동
료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평가자의 역할을 숙달하는 동안 적극적인 학습이 이루
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수행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체크리스트
를 객관적인 평가 준거로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인지구조의 조직능
력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김준웅(1994)의 연구도 학습과제에 대한 조직된 정보
를 한번 주는 것보다는 학습 진행 과정 중 계속적으로 주었을 때 완전학습 학업성취
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동료피드백은
동료학습자에게 평가적 정보를 제공하고, 동료학습자의 학습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결
과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가 평가가 촉진되고 협력학습
이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이현우, 2009; Wilkins, Shin,
Ainsworth, 2009). 그러나 동료평가는 학습자의 피드백 능력부족 및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가 문제가 되어 교수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한다(Zhang, Johnston, Kilic, 2008; Strijbos, Narciss, Dunnebier, 2010;
Brindley, Scoffield, 1998). 이러한 문제점은 다수의 평가자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으
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Cho, Schunn, Wilson, 2006; Cho, MacArthur, 2010) 평
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동료평가 결과를 교사평가 결과와 일치시키
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Miller, 2003; Patri, 200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료피드
백은 4-5인의 평가자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명시된 3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각각 사
용하도록 설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9단계와 10단계의 형성평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습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면서 교수자피드백의 수준에 가까워졌고 동영상 팀 과제
활동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타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드백은 서면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면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성지훈과
정영숙(2014)은 동료 피드백의 서면방법과 면대면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면대면
피드백은 이해가 쉽고 개선방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과 정보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직설적 논쟁적 발언 문제, 논의 사항이
없거나, 반대로 결론나지 않고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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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작한 후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도
록 피드백 훈련을 실시하여 격한 감정으로 인한 정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평가 준거를 사전에 제시하였기 때문에 논의 사
항이 없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학습자의 목소리가 작아서
평가자가 못 듣는 경우 혹은 다수 팀원의 목소리가 섞여서 평가자가 못 듣는 경우,
등을 돌리고 있어서 학습자의 수행과정을 평가자가 못 보는 기타의 문제로 수행한
것을 미수행으로 판단하여 논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기록자의 기록내용 및 녹화된
동영상, 연구자 및 보조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3중으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렸다. 4명
이상의 평가자가 동료피드백을 한다면 전문가 피드백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보이고(Cho, Schunn, Wilson, 2006) 비슷한 발달 수준과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을 경우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Chaudron, 1984), 학습자들이 동료 피드백을 신뢰하지 못하여 교수지침을 재
확인하거나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등의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교정이 이
루어져 주제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Yang,
Badger, Yu, 2006). 본 연구의 동료피드백 후 교수자 피드백을 과정에서 Yang,
Badger과 Yu(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즉, 마지막 교수자
피드백 과정에서 피평가자뿐만 아니라 평가자팀 또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크리스트의 채점기준을 재확인하였고 체크리스트로 표현되지 않은 세밀
하고 구체적인 술기수행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연구 결과 동료피드백은 평가자와 피
평가자 모두가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고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
백이 함께 이루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가설인 완전학습에 도달하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차이의 검증결과를 살
펴보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팀 실습평가를 통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동영상 팀
과제 완성시간도 더 짧았다. Carroll(1963)의 학습의 정도 함수에 근거한다면 동료피
드백 디브리핑으로 수업의 질과 수업 이해력이 높아져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들게 되어 더 빨리 완전학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윤정과 김민정(2015)의
연구결과 동료피드백이 동료 간의 팀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가 나
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팀 간 논쟁하는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으로 팀 간 경쟁
및 팀 내 협력이 발생하고 상호작용이 증진되어 수업이해력이 높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ACLS 수행능력을 완전학습 도달 시간으로
측정한 연구는 없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
다. Wayne 등(2006)은 41명의 2년차 내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6개의 시나리오로 구
성된 8시간의 ACLS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완전학습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8시간 교육 후에 33명(80.5%)의 전공의들이 완전학습 수준을 달성했고 8명(19.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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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했으며 8명중 5명은 1시간의 교육을 받
은 후 완전학습 수준을 성취했다. 이들 8명은 추가교육에 대한 인터뷰에서 추가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황하거나 화가 나기보다는 추가교육이 필요했음을 인
지하고 있었고 추가교육이 그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Wayne 등(2006)은 연구결과를 통해 완전학습에서의 학습자별 다양한 양의 학습시간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또한 정해진 수업활동 시간 안에서 완전학습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부진한 팀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재시험의 기회가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학습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특히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은 배정된 많은 수의 학생, 제한된
시간과 장비, 부족한 교수인력 등의 문제가 가중되므로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이 완전
학습 달성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은 현실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가설인 학습 집중률 차이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팀 과제 완성
을 위한 학습 집중률은 약 80%(131.79/164.73)고, 대조군은 70%(159.06/227.22)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은 동료 피드백 디브리핑을 통해서 평가자의 역할 뿐만 아
니라 환자 혹은 보호자 역할과 시뮬레이터 조정 역할까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증진되어 준비시간, 보조 연구원에게 질문하는 시간, 기다리기
등의 소실되는 학습시간 적어 집중하는 실제 학습시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학습 시간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인
(강신복, 손천택, 2008)으로 수업관찰 기록지, 학습자 보고, 녹음 등을 통해서 학습자
의 집중시간만을 계산하여 분석되는데(이용숙, 2007) 본 연구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가설인 학습몰입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시뮬레이
션 경험이 없는 학습자로 시뮬레이션 학습에 대한 몰입정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
어 사후에 학습몰입만을 비교하였는데 완전학습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4단계
전체 과정동안의 학습몰입정도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팀 기반 학습
에서 교수자 평가와 동료평가를 비교했을 때 동료평가가 수업흥미도를 더 높게 한다
는 김민정(201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 학습
자체가 몰입정도가 높은 학습이므로 두 군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학습 몰입
의 측정시기가 14단계의 학습 이후이므로 다수의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습 초중반 단
계보다 흥미가 줄어 몰입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팀의 시
뮬레이션 학습을 관찰만하는 대조군보다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몰입을 필
요로 하는 것임에도 두 군의 차이가 없었고 객관적인 몰입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학습 집중률은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방법과 측정시점
으로 학습자의 몰입정도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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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은 알고리듬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실천적 지식을
간호수행으로 옮기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 학습의 결과와 학문적 지식을 평
가하는 교수자 주도 평가보다 학습자 주도의 동료평가가 완전학습을 성취하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은 국가고시를 통해 이론적 지식수준은 일정기준 이상임을 검증 받아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졸업 전 수행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검증받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교과목 내에서 간호수행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취
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학습모델이
완전학습이지만 부진한 학습자가 완전학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시간
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한된 수업시간과 교수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결과 동료피드백 디브리핑 방법의 사용으로 완전학습 달성에 필요한 시간
을 줄일 수 있었으므로 이 방법이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실제 활용하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C 도시에 위치한 일개의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
를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2012년 자료수집으로 현 시점에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뮬레이터가 2대가 갖추어 진 상황
에서 교수자의 시간이 교차되도록 수업활동을 진행했을 때의 두 군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시뮬레이터가 1대일 경우 디브리핑 하는 동안 관찰하
는 팀을 대조군으로 동료피드백을 하는 팀을 실험군으로 하는 학습설계로 적용할 것
을 제언한다. 또 동료 디브리핑을 4시간 동안만 적용한 본 연구와는 달리 동료 피드
백 디브리핑 시간을 더 연장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집중률이나 학습몰입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제언하며 학습자의 경험을 인터뷰하
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동료피드백 디브리핑의 다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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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Nursing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Mastery
Learning Model and Peer Feedback Debriefing Methods

Jung, Hyun Jung(Donga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a peer feedback debriefing methods and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mastery learning model,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October to
November, 2012. Pretest-posttest design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sed. 38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19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 for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peer feedback debriefing methods
and nursing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mastery learning model, whereas only a
nursing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mastery learning model for the control
group. Data of 37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3.0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knowledge of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ACLS) and concentration ratio of learning and shorter time needed for
learning to achieve mastery learning standards compared with those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emonstra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rning flow. The results indicate that nursing students needed
different amounts of training time to achieve standards of mastery learning. Peer
feedback debriefing is considered as effective teaching method to improve knowledge
and to achieve standards of mastery learning.
Key words: peer feedback, debriefing, nursing simulation, master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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