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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 self-evaluation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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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 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ver the 8 weeks of the 
practice sess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ademic self-efficacy by groups over time. Conclusion: 
Results indicate that self-evaluation method using video recording is an effective learning way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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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술기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능력 에서 가장 핵심 이고 기본 인 실무 

능력으로 간호사들이 어떤 의료 장에서든지 상자의 건강문

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다[1,2]. 그러나 부분

의 학에서 실습지의 부족, 상자에 한 제한 인 근, 

교수요원의 부족, 실습 학   시간 부족으로 간호학생들에

게 주어지는 간호술기 실습 기회는 제한 일 수밖에 없다[3].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  자신들이 간호학을 제

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자신들의 부족

한 간호 지식과 기술로 인해 스트 스를 경험하며 간호에 

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4].

이를 극복하기 해 핵심간호술기 실습을 한 다양한 교

육방법이 도입되었다. 자율학습[2,5], 표 화 환자 학습[6,7], 

비디오 녹화 학습[3-5], 웹 기반 학습[8] 등이 표 인 이

다. 자율학습은 정규수업이외 시간에 학생 스스로 자율 으로 

핵심간호술기를 연습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지도인력의 문제

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3]. 비디오 녹화 학습은 학습자의 행 나 

학습과정을 동 상으로 녹화하여 찰하는 방법으로, 학습자

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방법이다[3]. 자가평가 학습법은 학습자가 학습 이나 그 

이후에 자신이 학습한 결과에 한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수

행 결과물에 한 반성  사고와 자신의 장단 을 악하도

록 돕는 자기주도  학습의 평가활동이다[9]. 본 연구에서는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 학습법을 통합, 용한 비디오 녹화

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비디오 녹화

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은 행 자가 행하는 동작을 녹화한 

뒤 동 상을 보면서 행 자가 자신의 간호술기 수행에 있어

서 문제 을 스스로 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폐아나 정신질환자들의 행동강화 

요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재는 운동자세 변경을 요하는 

운동선수의 교육[10], 험한 총기사용을 훈련하는 경찰 교육

[11],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수술교육[12] 등 정  

강화를 요구하는 부분의 역에서 리 활용되고 있다. 

비디오 녹화 학습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

[4-5], 근육주사[3], 활력징후 측정[13], 유치 도뇨[14] 등 핵심

간호술기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 비디오 녹화 학습이 일회성이거나, 한 가지 종류의 

핵심간호술기만을 평가하는 제한 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간

호교육에 있어서 비디오 녹화 학습법은 고가의 상음향장비

를 설치해야 하고 학습장소 배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으

로 간호교육 장에서 용하기에는 제한 이 많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최근 시뮬 이션기반의 실습 교육이 활성화 되면

서 이를 한 교육기자재를 갖춘 간호 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비디오 녹화 학습법은 이고 실제 으로 간호학

생들에게 용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회성의 비디오 녹화와 자가평가가 아닌 반복

인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를 실시하고 총 4가지의 간

호술기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의 제한 들을 보완

하고자 하 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간호술기행 를 분석, 평가하여 어떤 

문제 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 반복 인 

술기 연습을 한다면 이는 능동 이고 자기주도 인 학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간호술기에 한 자신감을 향

상시켜 결과 으로 학업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 지도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재 간호교육 환경 속에서 

핵심간호술기 훈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학업  자기 효능감은 학습동기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으로 학습자의 과제 선택, 과제에 투자하는 노력의 양과 질, 

문제에 착할 경우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 효

과 인 학습 략의 실행여부 등 학업성취를 한 결정 인 

측을 하는 변수이다[15]. 이에 자신이 수행한 행 를 비디

오로 녹화하여 직  찰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행 에 

한 문제 과 해결방법을 분석하여 학업성취를 이루는 정도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

가 학습을 시행한 실험군과 자율학습만 시행한 조군간에 

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능감

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핵심간호술기 능력의 향상을 한 

체계 이고 효율 인 실습교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다.

∙ 둘째,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다.

∙ 셋째,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방법이 

학습자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구체 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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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자율학습만 시행한 조군에 비해 간호술기 

수행능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자율학습만 시행한 조군에 비해 자기주

도  학습능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자율실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실험군은 자율학습만 시행한 조군에 비해 학업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

본 연구에서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은 카메

라가 설치된 실습실에서 학생들의 기본간호술기 실습장면을 

녹화한 후 학생들이 녹화된 동 상을 시청하면서 자신이 시

행한 간호술기 과정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하는 학습법이다. 

●간호술기 수행능력

간호술기 수행능력이란 학습자들이 기본간호술에 한 능력

을 성취하는 것[16]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술기 에서 

무작 로 뽑은 술기를 정해진 시간동안 순서 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술기 체크리

스트를 이용하여 수를 측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

립하여 실행하며 그 결과를 체계 으로 평가하여 성공 인 

학습이 되도록 학습과정을 주도 으로 리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한다[16]. 본 연구에서는 Lee 등[17]이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역량도구로 측정된 학습자의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

가에 한 학습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

행하기 해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을 말하며, Kim과 Park[15]이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

호, 자심감에 해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율실습을 하는 동안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용한 후 이들의 간호술기 수행능

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를 악하기 해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로 시행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상

상자는 서울시내 4년제 1개 간호 학에 재학 인 2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

망하는 자를 상으로 하 다. 지원자 에서 비디오 자가평

가 학습이 가능하다고 답한 그룹을 실험군으로, 그 지 않

은 상자를 조군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원하는 시간에 별도의 자율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실습실을 개방하

여 실습조교의 지도하에 사 약제로 30분동안 자율실습을 

하도록 운 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에게도 자율실습을 

한 30분의 시간이 동등하게 주어졌다. 한 연구가 종료된 

후 실험군에게 시행된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를 조

군의 학생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실습 시 

용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0.05, 간정도의 효과

크기 0.7, 검정력 0.8로 하 을 때 각 군별로 최소 26명이 필

요하 으나, 탈락률 30%를 감안하여 각 그룹별로 35명을 모

집하여 총 70명의 상자를 모집하 다. 연구기간  탈락자

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 연구 상자는 총 70명이다.

연구 도구

●핵심간호술기 수행능력 

핵심간호술기 수행능력은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

간호술기 체크리스트와 기본간호학실습 교과서[18]을 기반으

로 간호술기 실습을 담당한 교수 3인과 연구자가 함께 개발

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핵심간호술기 수행능

력 평가는 연구자를 제외한 실습담당교수가 일 일로 마지막

에 1회 실시하 으며 양,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총 4 항목  하나를 시험 직 에 무작 로 뽑아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한 수이다.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  하지 

않거나 틀리게 한 항목에 해 각 2 씩을 감 하여 100  

만 에서 총 감 된 수를 뺀 수가 최종 수행능력 수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수가 높을수록 간호술기 수행능력이 높

을 것을 의미한다. 수행능력 평가  사 논의와 숙지를 통해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이 간호술기 수행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

기본간호학회지 22(4), 2015년 11월 http://dx.doi.org/10.7739/jkafn.2015.22.4.416 419

Table 1. Study Process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st week Pre-test* Pre-test*

2nd week video recording of tube feeding & self-evaluation  self-practice of tube feeding 
3rd week video recording of intradermal injection & self-evaluation  self-practice of intradermal injection 
4th week Mid-test* Mid-test*

5th week video recording of subcutaneous injection & self-evaluation self-practice of subcutaneous injection
6th week video recording of intramuscular injection & self-evaluation self-practice of intramuscular injection 
7th week nursing skill competency evaluation nursing skill competency evaluation
8th week Post-test* Post-test*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채 자간의 채 방법에 한 일치도를 높 고, 평가 후에도 

채 자간에 의견이 다른 항목에 해서는 구두 논의하여 채

자간의 평가 수에 한 일치도를 높이고자 노력하 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역량도구[16]을 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학습계획(20문항), 학습실행(15문항), 학습평가(10문

항)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드물게’ 1 , ‘드물게’ 2 , 

‘보통’ 3 , ‘자주’ 4 , ‘매우 자주’ 5 으로 응답하게 하 으

며 가능한 총 의 범 는 45~225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

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1]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학업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자기효능감 도구[17]을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한 도구[13]를 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평가

문항은 총 28문항으로 자기조  효능감(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신감(8문항)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학업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7]에서의 세부항목별 

Cronbach's alpha는 자기조  효능감 .81, 과제난이도 선호 .82, 

자신감이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각각 

.86, .88, .74이었다. 

연구 진행 차

본 연구는 S 학교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No. sswuirb 

2012-016)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10

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총 8 주간으로, 1주차에는 실험

군과 조군 모두에게 설문지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에 한 사 조사를 시행하 다. 2주차에는 

양공 에 과한 자율실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

가 학습법의 재를 시행하 으며, 3주차에는 피내주사로 

재를 시행하 다. 4주차에는 실험군과 조군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에 한 간조사를 실시하

고, 5주차에는 피하주사, 6주차에는 근육주사로 재를 시행

하 다. 7주차에는 실험군과 조군의 간호술기 수행능력을 

측정하 고 8주차에 사후조사를 시행하 다(Table 1). 

  
●실험군 재

실험군의 학생들에게는 학생 개인별로 사  약한 시간에 

실습실로 오도록 하 다. 연구자는 매주 기본간호학 실습시간

에 배웠던 간호술기 항목에 필요한 물품을 비하고, 학생들

은 비된 물품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수행항목을 자율 으로 

시행하 다. 이 때 연구자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장면을 비디

오 촬 을 하고 촬 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제

공하여 자신의 수행항목을 자가 평가하도록 하 다. 학생은 

녹화된 상을 보면서 수행항목 체크리스트로 자신이 한 수

행에 해 직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한 뒤, 연구자와 개

별 으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학생 1인당 재시

간은 매 회 각 30분이었으며, 실험 확산을 막기 해 실험군

과 조군의 재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실험군은 월요일과 

화요일, 조군은 목요일과 요일 지정된 시간에 약제로 

진행하 다. 한 실험군에게 실험 재내용을 조군에게 말

하지 않도록 하 다. 그리고 연구 재 시 간호술기에 한 연

습횟수는 주어진 30분 안에서 회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생들이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 평가 

학습법 이용하여 수행한 실습내용은 양공 ,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총 4가지 항목이었다. 

● 조군 재

조군의 학생들에게도 사 에 약된 시간에 실습실로 오

도록 하여 매주 배운 간호술기 내용을 자유롭게 실습하도록 

하 다. 학생들이 연구자에게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가능

하나 필요하면 개별 인 지도가 이루어졌다. 조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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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N=70)

Variable Category

Experimental group

(n=35)

Control group

(n=35) χ² or t p
Frequency (%) or Mean±SD

Age (years) 21.11±2.32 20.86±1.86 0.13 .611
Marital status Single 34 (97.1) 35 (100)

1.01 .314
Married 1 (2.9) 0 (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14 (40.0) 13 (37.1)

0.07 .994
Catholic Christian 7 (20.0) 7 (20.0)
Buddhist 2 (5.7) 2 (5.7)
No Religion 12 (34.3) 13 (37.1)

Avearge academic grade ≤3.0 17 (20.0) 6 (17.2)

0.83 .901
3.1~3.5 11 (31.4) 11 (31.4)
3.6~4.0 11 (31.4) 14 (40.0)
4.1~4.5 6 (17.1) 4 (11.4)

Satisfaction with nursing 7.343±1.62 7.429±1.44 0.23 .816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of 
fundamental nursing

7.057±1.90 7.100±1.82 0.09 .92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58.46±21.59 157.11±12.14 0.32 .750
Academic Self-Efficacy 101.29±18.29 103.31±13.34 -0.53 .598

Table 3. Comparison of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between the Two Groups (N=70)

Experimental group

(n=35)

Control group

(n=35) t  p
Mean±SD Mean±SD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85.86±6.93 84.54±8.13 0.72 .469

재시간은 매회 각 30분이었으며 간호술기에 한 연습횟수는 

주어진 30분 안에서 회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

록 하 다. 별도의 수행항목 체크리스트 제공과 비디오를 이

용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수행하지 않았다. 연구기간동안 조

군이 수행한 실습내용은 실험군과 같이 양공 , 피내주

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총 4가지 항목이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dow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 다. 

∙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학업  특성은 빈도 분석, 평

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고 두 그룹간의 동질성 검정은 

t-test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 다.

∙ 실험군과 조군간의 간호술기 수행능력은 t-test로 분석하

다.

∙ 실험군과 조군간의 재 , , 후의 자기주도  학습능

력과 학업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한 검정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학업  특성  동질성 검정 

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성 에 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는 실험군

이 7.3 , 조군은 7.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고(t=-0.23, p=.816), 간호술기 실습에 한 만족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0.09 p=.924) 두 그룹이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 에 측정된 실험군과 조군의 

자기주도  학습능력(t=0.32, p=.750)과 학업  자기효능감

(t=-0.53, p=.598)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  

두 그룹이 동질함이 증명되었다. (Table 2).

가설 검정

●제 1 가설 검정

자율학습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시행한 

실험군의 간호술기 수행능력의 평균은 85.8 으로 자율학습만 

시행한 조군의 84.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0.72, p=.469) 제 1가

설은 기각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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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N=70)

Self-directed learning

Experimental group

(n=35)

Control group

(n=35) Source F p
Mean±SD Mean±SD

Pre-intervention 158.46±21.59 157.11±12.14 Group 0.38 .535
During-intervention 160.69±20.32 159.23±12.93 Time 3.52 .035
Post-intervention 164.34±19.00 161.29±13.19 Group*Time 0.12 .885

Table 5. Comparisons of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Groups (N=70)

Academic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n=35)

Control group

(n=35) Source F p
Mean±SD Mean±SD

Pre-intervention 101.29±18.29 103.31±13.34 Group 0.10 .752
During-intervention 104.43±17.50 105.40±14.19 Time 6.70 .002
Post-intervention 110.91±17.76 105.00±12.90 Group*Time 3.57 .034

●제 2 가설 검정

실험 , , 후 세 차례에 걸쳐 측정된 두 그룹의 자기주

도  학습능력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그룹 내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3.52, p=.035), 집단

과 시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아 교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12, p=.885). 따라서 제 2 가설은 기각되

었다(Table 4).

●제 3 가설 검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간의 학업  자기효능

감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7, 

p=.002). 한 집단과 시  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호작용이 있었다(F=3.57, p=.034). 따라서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5).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을 시

행한 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  자기효능감이 큰 폭

으로 증가했지만 조군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폭 상

승 후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논    의

본 연구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이 학생들

의 간호술기 수행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해 시도되었다. 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평균 수는 다소 높았으

나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비디오 녹화 학습법의 용이 기본간호학 실습성취도에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3,4,14].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의 간호술기 수행능력에서 감  요인

을 살펴보면 조군은 수행항목 자체를 잘못 시행했거나 올

바르지 않은 수행을 하여 감 이 된 반면 실험군은 수행항목

은 정확하게 하 으나 시간 과를 많이 하여 감 이 되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1인당 연습시간은 총 30분으로 연습시간

은 같았다. 그러나 실험군은 간호술기 실습을 한 후 비디오 

녹화된 자신의 술기과정을 보면서 자가평가를 하는 동안 

조군은 실습실에서 간호술기 실습을 하 다. 조군에 비해 

반복 인 실습기회를 상 으로 게 가진 실험군이 술기시

험동안 시간분배 리능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수행항목을 순서 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지 못한 조군에 비해 실험군 학생들의 수행정확도는 

매우 높았다.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는 간호사에게 반

드시 필요한 정확한 술기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 많은 학교에서 간호평가원의 핵심간호

술기 평가에 비하여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

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핵심간호술기를 직  가르치기

에는 교수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한 안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방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높이고 

나아가 인력 등 제한된 학교자원내에서 효과 으로 술기교육

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비디오 

녹화 학습법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19,20]. 이는 실험군

과 조군 모두 기본  소양이 자기주도로 어떤 일을 선택하

고 결과를 얻으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

험군과 조군 모두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발 으로 지원한 학생들로, 이는 연구결과가 재에 향을 

받았다고 하기 보다는 연구 상자의 기본  기질 자체에 

향을 더욱 많이 받았을 것으로 단된다. 두 군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증가하는 결과로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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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두 군 모두 자기주도 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

기는 능력이 우수하므로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

법이나 자율실습만 시행한 방법 모두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정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수도 높

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에서 더욱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자기조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 다[20]. 즉 학습자

는 학습이 가져다주는 정  보상을 기 하며 이를 성취하

기 해 스스로 동기화하여 원하는 학습결과를 달성하기 

해 효과 인 학습 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 성취에 한 통

제력을 향상시킨다고 하 다. 이는 학업  자기효능감의 증가

가 다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학업성취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의 향력이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보다 더 높다는 연구[19]를 살펴보면,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성공 인 학업성취를 해 다른 어떠

한 능력보다 우선시 되고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하는 학습능

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을 미루어 볼 때 비디오 녹

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이 학업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비디오 녹화 학습법이 학생들의 잘못된 행

동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법으로 보고되고 있다[19]. 

한 동료 간의 그룹별 비디오 분석은 개별 학습자에게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찰력을 높인다고 하 다. 동료

평가는 자신의 학습결과를 동료들의 학습결과와 비교하고 벤

치마킹(benchmarking)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흥미와 지

호기심이 더욱 유발되어 정 인 학습효과를 얻게 되며 

특히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교과목에 용할 경우 더욱 유용

하다고 하 다[21]. 이에 비디오 녹화로 사용하여 평가를 할 

때 개인의 자가평가와 함께 동료평가도 함께 시행하면 학습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먼  1개 학에 다니는 간호학생

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이 있다. 실험군과 재군간의 확산효과를 최 한 이고자 

실험군과 조군에게 각각 다른 요일과 시간에 사 약제로 

재가 실시되었지만 확산효과가 완 히 차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실험군과 재군의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잘 보기 

해 개인 으로 시도한 별도의 연습이나 노력은 통제하지 

못하 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교육  측면에서는 학업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

을 평가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측면에서는 비디오 녹화의 효과와 간호학생의 

학습능력을 악하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체계 이고 과학 인 방법을 통해 효과 인 기

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간호교육 상황에서 극 으로 비디오 매

체를 사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을 용한 진보된 학

습방법의 제시로 그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 인 간호술기 교육과 자율 실습을 하는 동

안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용한 후 학생들

의 간호술기 수행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비디오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

업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을 고려하

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습법을 반복 으로 용

한다면 간호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인 학습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가평가 학

습법의 학습기간을 늘린 후 실험군과 조군을 엄격하게 통

제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한 비디오 녹화를 이용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 동료평가가 간호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지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비디오 녹화를 

통한 자기평가 학습법이 장기 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간호

실무능력에 어떻게 반 되는지를 조사하는 종단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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