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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간호 학생의 자기조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

되었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상은 G군 소재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실험군 84명, 조군 76명으로 총 160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 실험군에게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을 진행하고 조군에게는 교수시범의 통 방법을 진행한 후 자기조 학습의 변화를

측정하 다. 자료분석 방법은 χ²-test, independent t-test, ANCOVA를 사용하 다. 연구결과 자기조 학습의 인지 구성

요소인 시연, 인지에서, 동기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에서, 자원 리 구성요소인 도움구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자기조 학습을 도모하고 효과 인 실습 교육을 운 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다.

주제어 : 융합, 간호학생, 동 상, 사 학습, 역할학습, 자기조 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ffects of pre-learning and role learning using video on 

self-regulate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designed to conduct a pre-post test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n=84) or 

control group(n=76).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16.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ducation 

based on pre-learning and role learning using video for 13 weeks.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group only received 

explanation-based education. Data was analyzed using  χ²-test, independent t-test, and ANCOVA.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rehearsal,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help seek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re-learning and role learning using video were 

effective in enhancing students' ability in rehearsal,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help seeking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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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임상 간호 장에서는 다양한 이론 지식을 바탕으

로 상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한 핵심 간호술을 안

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 장에서는 임상 장에서 간호 술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해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문

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졸

업생들의 기본간호수행능력을 표 화하여 기본 인 20

항목을 도출한 ‘핵심 기본 간호술 로토콜’을 개발하

다[1]. 간호 학 학생들은 기본간호학에서기본 인 간호

술에 한 이론 인 지식과 간호 술기를 직 익히게 된

다. 기본간호학의 학습목표는 간호의 기본 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해 이해하고 상자의 기본 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지식, 태

도, 기술을 습득하여 수행하는 것이다[2]. 국내 임상 장

은 환자의 안 과 권리 강조로 인해 학생들이 직 간호

를 수행하기 보다는 찰 주의 실습이 되고 있어 장

에서 술기를 습득하기가 차 어려워지고 있다[3]. 이러

한 임상 실습 교육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 한 비 이 에 비

해 훨씬 높아지고 있다[4].

간호 학 학생들의 기본 간호 술기 능력의 향상을

한 극 이고다양한방안이 수업에서도요구되고 있다.

술기 능력을 강화하기 해 다양한 모형을 활용하거나

환자 역할을 연기하는 표 화 환자의 도입, 동 상 촬

등 여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 교육에서는

강의와 시범 후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연습해보는 실

습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통 인 교육이여 히 사용

되고있다. 이경우, 학생이스스로 수행한 과정을정확하

게 복기하기 어렵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

하지 않아 어떠한 역에서 추가 인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자가 평가를 하기 어렵다[5]. 따라서 실습

교육에서도 다양한 매체의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는 학생이 반복 인 연습을

통해 기본 술기를 몸에 체득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 자기조 학습이 요구된다. 자기조 학습이란 학습자

가 인지 , 동기 , 행동 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이다[6]. Printrich와 De Groot[7]는

자기조 학습을 인지능력과 메타인지능력으로 정의하면

서 학습자의 계획, 조 , 인지의 수정, 학습 과제에 한

노력의 리와 통제, 학습자가 학습하고 기억하며 이해

하기 해 사용하는 인지 략을 포함한다고 하 다. 이

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과 환경을 능동 으로 받아

들이는 기술과 략을 가짐을 의미한다[8]. 자기조 학습

은 학습자들 간의 학업 성취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

한 요인이며 자기조 학습이 뛰어난 학습자는 우수한 성

취를 이룰 수있다[9]. 그러나 간호학강의의 부분이 강

의식 수업인데다가 실습도 강의와 시범 등 통 인 방

법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상황 조 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실습

지도교원 학생의배치 비율을 1:25 이하로유지하도록

하고 있다[10]. 실제 교육 장에서는 4-5명으로 구성된

조가 구성되어 집단 실습을 수행한다. 자기조 은 개별

학습을 통해서도 발달하지만 집단 학습을 통해서도 발달

되며, 특히공동 조 의 경우에는 력학습의 형태로 자

기조 학습이 일어난다[11,12]. 타인 조 에서 자기 조

로 발달해 갈수록 교수자의 역할이 어들고, 학습자의

역할이 요해짐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모든 인간의

학습과 행동이 으로 타인의 도움을 통한 조 에서

나 에는 으로 자신이 학습이나 행동을 조 하는 행

동으로 발달해 나간다[13]. 재 운 되고 있는 기본간호

학 실습교육에서 조별로 이루어지는 실습 수업에 다양한

교수법을 목시킨다면 자기조 학습을 더욱더 발달하

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기본간호술기능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동 상 사 학습은 간호 학 학생들에게 실습의 동작

을 역동 으로 직 보여주어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집 력을 향상시켜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돋

우는 실습교육 방법이다[14]. 특히, 기본간호학실습에서

동 상 촬 을 활용하는 경우 간호술 수행 의식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 즉각 인 자가 평가가 가능하여 이

를 교정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간호술 수행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15]. 한 임상 장 상황을 용

한 환자와 간호사의 역할극을 통한 실습 평가 방법은 간

호사와 환자의 역할을 통해서 간호 학 학생 자신들의

자원과 능력을 최 한으로 끌어내서 간호 수기술을 습득

하게 되며[16], 이러한 역할극을 통해서 상호 간의 경험

과 과정을 요하게 다루게 되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을 실무에서 실제 으로 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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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17]. 이를 볼 때 먼 동 상 사 학습으로 기

본간호술기 항목에 한 이해를 먼 하고 다양한 상황

에서 역할학습을 통한 상자의 문제해결 근으로 기

본간호 술기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 까지 기본 간호 교육에서 기본 간호 술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동 상 사 학습을통해 간호

학 학생의 학습동기와자기 주도성을 높 고[18], 휴

폰 동 상 촬 을 활용한 교육은 간호 학 학생의 핵심

기본간호술 자신감, 성취도를높 다[15]. 자율실습교육

에서는 스마트폰 동 상을 활용한 자가 평가 학습법이

간호 학 학생의 자율 실습 만족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높 으며[19], 웹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기본간호 실습교

육에서 간호 학생들의 학습동기, 실습만족도,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능력을 높 다[20]. 이를 볼 때 실습 교육에

서 다양한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 지고 있

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

할학습이 자기조 학습에 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의

용이 학생들의 능동 이고 극 인 실습참여를 도우

며, 자기조 학습에 정 인 변화를 가져와 스스로 간

호 술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간호 학

생의 자기조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간호학 실

습 교육의 효과 인 교육 략의 수립에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간호 학생의 자기조 학습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A도 G군 소재 일개 간호학과 기

본간호학 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간호학생을 상

으로 하 다. 연구자가 재 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해 연구자가 수업을진행한 4개 분반은 실험군으로, 연구

자가 수업하지 않은 다른 4개 분반은 조군으로 설정하

으며, 실험군을 교육한 교수자와 조군을 교육한 교

수자가 수업 방법에 해 공유하지 않았다. 한 실험군

과 조군은 다른 실습실을 사용하 다. 표본수는

G*Power 3.1.2 analysis software를 활용하 고, 유의수

(α) .05, 검정력(1-ß) .80, 공변량 수 1, 집단 수 2, 효과

크기 .40으로 하 을 때 각 그룹 당 필요 인원수는 55명

으로 총 110명이었다[21].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84명,

조군은 76명으로 필요한 표본의 최소기 을 충족하 다.

2.3 리적 고려 

연구 시작 연구자가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

법, 상자의익명성과 비 보장 등을설명한 후 상자

가 자발 으로 동의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 다. 연

구 참여 도 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

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

다. 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해 자료수집과 분석

시 코드를 부여하 고, 자료는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하 다. 성 부여 방법은 학교의 상 평가 지침에

의거 연구자가 수업한 4개 분반별로 나머지 4개 분반별

로 부여하여 성 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 다. 연구 종료 후 조군에게는 실험군에 제공

하 던 동일한 핵심기본간호술 CD를 시청하도록 하

다.

2.4 연 도

2.4.1 적 특

상자의 성별, 연령, 성 , 학 생활 만족도, 간호학

공 만족도에 한 특성을 조사하 다.

2.4.2 기조절학습

자기조 학습은 Printrich 등[22]이 개발한 도구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를

Kim[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81문항으로 15가지요인인 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

사고, 인지, 내재 동기, 외재 동기, 과제가치, 통

제신념, 자기 효능감, 시험불안, 시간과 학습환경, 노력조

, 래학습, 도움구하기를 측정한다. 각 문항들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7 으로 이루어진

Likert 7 척도로 수의 범 는 81 에서 567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조 학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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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rich 등[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5 연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재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

터 6월 20일까지 총 15주 수업 간고사와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씩 총 13회기로 구성하여 진행하

다. 재에 활용한 동 상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로토콜에 근거하여[1] Song 등

[24]이 동 상으로 제작한CD 자료 입원 리하기, 활

력징후 측정, 격리실 보호 장구 착용 폐기물 리, 경

구투약, 간이 당측정의 항목을의미한다. 동 상이 없는

항목인 능동·수동 가동범 운동, 멸균 역 확보

유지, 개방식 장갑 착용은 실습 교재를 참조하여 사 학

습을 비하 다. 연구자가 수업을진행한 4개분반을 실

험군으로 설정하고, 연구자가 수업하지 않은 4개 분반을

조군으로 하 다. 실험군에게는 수업 시작 주에 해

당 실습실로 이동하여 동 상 시청을 하도록 하 고,

조군에게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험군과 조군은 1

주에 수업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4-5명으로 구성

된 조를 편성하 고 일반 특성과자기조 학습에 한

사 조사를 실시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은 마지막

주에 자기조 학습의 사후 조사를 하여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의 효과를 비교하 다.

상자의 구체 인 재 차는 다음의 단계로 실시

하 다. 1단계는 이론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실험군은

수업 에 사 학습으로 동 상을 학습하고 와서 사

시험을 본 후 교수자가 이론 내용을 강의한 후 실습 시

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조군은 통 방법에 의하

여 교수자가 이론 내용을 강의한 후 교수자의 시범을

심으로실습 교육을 한다. 2단계로실험군은실습조 별로

돌아가 환자 1명, 간호사 1명, 동 상 촬 자 1명, 평가자

1-2명으로 역할을 정한후 술기를 수행한다. 조군은교

수자의 시범을 본 후 4-5명으로 이루어진 실습조 별로

돌아가서 술기를 수행하며, 동료는 이를 찰한다. 3단계

로 실험군은 동 상을 재생하여 조원과 함께 술기 수행

의 합성 여부, 각자의 역할에서 느낀 , 상황별 처와

련된 의사소통의 부족한 부분에 해자유롭게 의견을

나 며 피드백을 다. 이때 각자의 역할에서 느낀 을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에 반 한다. 조군은 조별로 동료

가 찰한내용에 한 피드백을 다. 4단계로 실험군은

이 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2-3회의 역할학

습을 진행한 후 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을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술기를 수행한다. Table 1

Step
Practice method Hours

(min)Exp. Cont.

1
Pre-test Lecture

20
Lecture Demo.(by prof.)

2 Group role learning practice
Group practice &
Feedback

70
3 Video playback & feedback

4 Self-reflection diary 1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1. Step by Step Practice Method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2.6 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 편

차를 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 동질성 검정은

χ²-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은 Kolmogorov-Smirnov (K-S) test로 검정

하 고 조군이 종속변수에 한 사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간호 학

생의 자기조 학습에 미치는 효과는 실험군과 조군 간

의 사 , 사후 차이값을 비교하기 해 연구변수의 사

동질성 분석 결과 동질했던 변수는 independent t-test,

동질하지 않았던 과제가치, 시간과 학습환경, 도움구하기

는 ANCOVA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동질  검정

본 연구의 일반 특성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동

질성 검정 결과에서 성별, 연령, 성 , 학 생활 만족도,

간호학 공 만족도는 두 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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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n=84) Cont.(n=76)

t p
Mean±SD Mean±SD

Cognitive
regulation

Rehearsal 19.89±3.44 19.37±3.29 0.98 .327

Elaboration 28.23±4.80 27.30±4.93 1.20 .232

Organization 17.79±3.42 17.42±3.51 0.66 .507

Critical Thinking 22.04±3.67 21.42±4.30 0.97 .335

Metacoginitive 56.73±7.63 54.70±8.36 1.61 .110

Total 144.67±19.13 140.21±21.56 1.39 .168

Motivational
regulation

Intrinsic motivation 19.55±3.41 18.58±3.31 1.82 .070

Extrinsic motivation 21.46±3.58 21.29±3.06 0.33 .742

Task value 30.19±4.17 28.79±4.74 1.99 .048

Control beliefs 21.12±3.49 20.61±3.66 0.91 .365

Self-efficacy 37.76±6.47 35.70±7.04 1.93 .055

Test anxiety 22.68±5.49 22.96±6.65 -0.29 .770

Total 152.76±17.13 147.92±17.23 1.78 .077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

Time and study environment 38.56±4.48 36.93±4.95 2.18 .031

Effort regulation 17.80±3.92 17.71±3.70 0.14 .886

Peer learning 13.01±2.71 12.84±2.94 0.38 .705

Help seeking 18.38±2.42 17.51±2.92 2.05 .042

Total 87.75±9.77 85.00±11.02 1.67 .09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84) Cont.(n=76) χ²/t

(p)n(%) or Mean±SD

Gender
Female 57(67.9) 50(65.8) 0.08

Male 27(32.1) 26(34.2) (.781)

Age(yr) 20.27±4.18 21.24±4.76
-1.36
(.175)

Grade

≥4.0 23(27.4) 16(21.1) 6.23

3.5-3.9 34(40.5) 40(52.6) (.101)

3.0-3.4 24(28.6) 13(17.1)

<3.0 3(3.6) 7(9.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satisfied 4(4.8) 2(2.6) 7.38

Satisfied 43(51.2) 27(35.5) (.117)

Usually 32(38.1) 38(50.0)

Unsatisfied 4(4.8) 9(11.8)

Very unsatisfied 1(1.2) -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13(15.5) 9(11.8) 1.77

Satisfied 44(52.4) 36(47.4) (.623)

Usually 23(27.4) 28(36.8)

Unsatisfied 4(4.8) 3(3.9)

Very unsatisfied - -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60)

3.2 종 변수에 대한 동질  검정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자기조 학습에

한 사 동질성 검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종속변수에 한 실험 동질성을 분석한 결

과, 인지 구성 요소인 시연은 실험군 19.89±3.44 ,

조군 19.37±3.29 이었고, 정교화는 실험군 28.23±4.80 ,

조군 27.30±4.93 , 조직화는 실험군 17.79±3.42 ,

조군 17.42±3.51 , 비 사고는 실험군 22.04±3.67 ,

조군 21.42±4.30 , 인지는 실험군 56.73±7.63 ,

조군 54.70±8.36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두 군 간에동질하 다. 동기 구성요소인 내

재 동기는 실험군 19.55±3.41 , 조군 18.58±3.31 , 외

재 동기는 실험군 21.46±3.58 , 조군 21.29±3.06 , 통

제신념은 실험군 21.12±3.49 , 조군 20.61±3.66 , 자

기효능감은 실험군 37.76±6.47 , 조군 35.70±7.04 ,

시험불안은 실험군 22.68±5.49 , 조군 22.96±6.65 으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군 간에

동질하 다. 그러나 과제가치는 실험군 30.19±4.17 ,

조군 28.79±4.7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t=1.99, p=.048) 두 군 간에동질하지 않았다. 자원 리

구성요소인 노력조 은 실험군 17.80±3.92 , 조군

17.71±3.70 , 래학습은 실험군 13.01±2.71 , 조군

12.84±2.9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군 간에 동질하 다.

그러나 시간과 학습환경은 실험군 38.56±4.48 , 조

군 36.93±4.95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고(t=2.18, p=.031), 도움구하기도 실험군 18.38±2.42 ,

조군 17.51±2.9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t=2.05, p=.042) 두 군 간에 동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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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F* or t p
Mean±SD Mean±SD

Cognitive
regulation

Rehearsal
Exp.(n=84) 19.89±3.44 21.15±3.22 3.70 .000

Cont.(n=76) 19.37±3.29 19.30±3.11

Elaboration
Exp.(n=84) 28.23±4.80 29.80±4.67 1.44 .152

Cont.(n=76) 27.30±4.93 28.78±4.25

Organization
Exp.(n=84) 17.79±3.42 19.35±3.29 1.90 .060

Cont.(n=76) 17.42±3.51 18.38±3.13

Critical Thinking
Exp.(n=84) 22.04±3.67 24.14±4.02 1.53 .127

Cont.(n=76) 21.42±4.30 23.17±3.99

Metacoginition
Exp.(n=84) 56.73±7.63 58.27±7.11 2.17 .032

Cont.(n=76) 54.70±8.36 55.79±7.37

Total
Exp.(n=84) 144.67±19.13 152.71±19.93 2.34 .020

Cont.(n=76) 140.21±21.56 145.42±19.36

Motivational
regulation

Intrinsic motivation
Exp.(n=84) 19.55±3.41 19.39±2.96 1.09 .278

Cont.(n=76) 18.58±3.31 18.83±3.59

Extrinsic motivation
Exp.(n=84) 21.46±3.58 20.92±3.52 0.44 .663

Cont.(n=76) 21.29±3.06 20.67±3.58

Task value
Exp.(n=84) 30.19±4.17 31.19±4.89 2.04* .155

Cont.(n=76) 28.79±4.74 29.43±4.47

Control beliefs
Exp.(n=84) 21.12±3.49 20.51±3.26 1.68 .096

Cont.(n=76) 20.61±3.66 19.59±3.68

Self-efficacy
Exp.(n=84) 37.76±6.47 39.88±6.25 2.56 .011

Cont.(n=76) 35.70±7.04 37.28±6.63

Test anxiety
Exp.(n=84) 22.68±5.49 24.19±4.50 1.20 .231

Cont.(n=76) 22.96±6.65 23.25±5.39

Total
Exp.(n=84) 152.76±17.13 156.08±19.66 2.25 .026

Cont.(n=76) 147.92±17.23 149.05±19.77

Resource
management
regulation

Time and study environment
Exp.(n=84) 38.56±4.48 38.69±4.34 0.46* .498

Cont.(n=76) 36.93±4.95 37.21±5.14

Effort regulation
Exp.(n=84) 17.80±3.92 17.98±3.30 1.29 .200

Cont.(n=76) 17.71±3.70 17.32±3.17

Peer learning
Exp.(n=84) 13.01±2.71 14.38±2.88 1.54 .125

Cont.(n=76) 12.84±2.94 13.70±2.71

Help seeking
Exp.(n=84) 18.38±2.42 18.71±2.46 5.30* .023

Cont.(n=76) 17.51±2.92 17.54±2.51

Total
Exp.(n=84) 87.75±9.77 89.76±9.49 2.58 .011

Cont.(n=76) 85.00±11.02 85.76±10.15

*ANCOVA with pretest value as covariat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Scor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Two Groups                        (N=160)

3.3 동 상  활용한 사전학습과 역할학습 실습 

후 기조절학습  변화

실험군에게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

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조군에게는 강의와술기 시범의

통 인 방법으로 진행한 후 사후자기조 학습 수를

측정하고 사 과 사후 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지 구성요소의 총 수에서 실험군

의 수는 152.71±19.93 , 조군의 수는 145.42±19.36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34, p=.020). 인지

구성요소의 하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정교화, 조직화,

비 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연(t=3.70, p<.001)과 인지(t=2.17, p=.032)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동기 구성요소의 총

수에서 실험군의 수는 156.08±19.66 , 조군의

수는 149.05±19.77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25,

p=.026). 동기 구성요소의 하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내재 동기, 외재 동기, 과제가치, 통제신념, 시험불안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56, p=.011). 자원 리 구성요

소의 총 수에서 실험군의 수는 89.76±9.49 , 조군

의 수는 85.76±10.1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2.58, p=.011). 자원 리 구성요소의 하 요인을 살펴

보았을 때 시간과 학습환경, 노력조 , 래학습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도움구하기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F=5.30, p=.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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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간호 학생의 자기조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

로써 실습 교육의 효율 인 운 방안의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되었다.

본연구결과, 자기조 학습의 인지 구성요소의 하

요인 시연과 메타인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을 상으로 실습교육에서

자기조 학습의 요소인 시연 효과를 본유사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비교 논의하기 어려워 추후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주었다. 시연은 학습내용을 소리 내어

읽거나 특별한 단서를 활용하여 외우는 것으로, 주로 단

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이시키기 한

기억 략이며, 일반 으로 소리내어 읽기, 기, 요

약하기 등이 활용된다[13].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시연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동 상을 사 학습으로 보고 술기

차를 직 어보는 사 학습 시험 때문에 나온 결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학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한 Hur와 Ro[25]의 연구에서 시연 교육을통해 문제해결

과정, 자신감 향상이라는 결과를 나타냈고, 언어치료학과

2학년 학생의 시연 교육에서 문제해결과정과 자신감이

향상된 Kim[26]의 연구를 통해 볼때 실습교육에서도 시

연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방안의 모색이 필요하

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 용되어 메타인지를 향상시

켰다. 이는 블 디드 러닝을 용한 기본간호학 실습교

육에서 성찰일지의 작성이 간호학생의 메타인지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 Jho[27]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메타인

지가 증가하고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메타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

식과 략들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1].

실험군의 메타인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동 상 촬 시

역할학습을 한 후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자신

의 실습에 해 스스로 평가하고 더나은결과를얻기

해 어떤 행동을 보완해야 하는가에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 상

자들의 술기 수행경험 습득한 지식을 학습으로 연결

하는 성찰일지의 작성이 요한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 간호문제를 가진 상자에게 간호

술을 용하기 해서는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도 인지

과정이나 성찰이 필요하다[27].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략에 한 교육이 교과 지식을 달하는 것

이상으로 요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하겠다[28]. 메타

인지와 문제해결능력은 서로 한 향을 미치므로 간

호사 핵심역량 에서도 특히 요한 문제해결능력의 향

상을 해서 메타인지는 매우 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9]. 나아가 임상실습 시 필요한 비 사고능력의

증진에도움을 다고볼 수 있으므로실습교육 시 본연

구에서 용한 방법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겠다.

자기조 학습의 동기 구성요소의 하 요인을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몇 편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Han과

Choi[30]의 연구에서 4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구조화

된 다 매체를 활용한 6주간 핵심기본간호술 교육 후 실

험군의 자아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Song과 Kim[31]의 연구에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

학습 실습교육 용 후 자아효능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자기효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감이 있고, 학습목표의 달성을 한 동기가 높으며

[13] 새로운학습과제에 한 도 과 노력 자기조 학

습을 유도하고 주어진 과제에 한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32]. 자기효능을 높이는 데는 칭찬이나 격려가 요한

역할을 하며, 칭찬이나 격려 에서도 상 방의 노력이

나 능력을 인정하는 귀인피드백의 한 활용이 자기효

능을 높이는데 유력한 것으로 밝 졌다[33]. 사 동 상

학습방법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평가방법은 간

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4].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동 상 사 학습을

하고 온 후에 술기 차를 연습해 으로써 실제로 조별

로 이루어진 간호수행에서 스스로 해보고 얻은 정 인

평가가 자기효능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계

속 으로 자발 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실습교육에서 다양한

방법을 용해보고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Chang과 Park[19]의연구에서는 간

호학생을 상으로 자율실습교육에서 스마트폰 동 상

을 활용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후 실험군의 학습

동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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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 학습 결과를

수에 포함시켜 외재 동기를 강화시킬것으로 기 했으

나 반 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하시키는 요인 탐색이 필요

하다 하겠다.

자기조 학습의 자원 리 구성요소의 하 요인을 구

체 으로 살펴본 결과, 도움구하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의 목 에서 동 상을 활용한 역할학습

에서 다른 요소보다는 동료 학생의 도움을 구하기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무사를 하고 온 학생존재, 사 학

습이 충분히 된 학생들의 도움이 결정 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다른 조의 도움을 구해 어려움을

해쳐나가도록한 교육방법이 효과를 낸것으로 생각된다.

도움구하기는 학습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다른 사람에

게 질문을 하거나 단서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체로 어

려울 때 혼자 끙끙 기 보다는 남의 도움을 극 으로

구하는 학습자가 우수한성취를 보인다[13]. 동 상을 통

한 사 학습의 방법과 조원간의 동학습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역할학습의 병행이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을 더

효율 이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이버 학교 성인학습

자를 상으로 한 Chung, Kim과 Kang[34]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결과 학습 략

에서 도움구하기 변인이 학업성취와 련이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별로 실습하는 실습 수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략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결과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이

간호 학생의 자기조 학습의 시연, 인지, 자기효능감,

도움구하기에서 효과 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일반 인

실습교육에서보다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

습이 자기조 학습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실습교육의 방법으로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

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자기조 학습의 구성요소를 높이

고, 더 나아가 간호술기 향상에도 정 인 결과를 가져

옴으로써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학에 다니는 2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 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와 타당화 확보

를 해 보다 다양한 연구 역에서 반복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

습을 융합해서 본 연구이기 때문에 자기조 학습에 어떤

요인이더 향을미쳤는지알기 해추후에는 3개집단

으로 본연구의 결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상을 활용한 사 학습과 역할학습의 융합 방법이 자기

조 학습의 요소를 모두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조 학습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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