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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Bloom의 완 학습모델 용 교육이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간

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함이다.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 연구이

며, 연구 상은 교육 재에 참여한 실험군 31명과 교육 재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 30명으로 총 61명 이

었다. 자료 수집은 자가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2015년 11월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

은 χ²-test  t-test를 통해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통해 bloom의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

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조군 보다 학습만족도(t=3.032, p=.004)  간호술기 수행능력

(t=2.477, p=.016)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지만, 학업  자기효능감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Bloom의 완 학습모델 용 교육은 간호학생에게 기본간호 교육 시 효과 인 

교육 로그램으로 추천할 수 있으므로 교육 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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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Bloom's mastery learning model o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wo nursing colleges. The sample consisted of an 

intervention group (n=31) that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al program and a control group (n=30).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2, 2015 to 

November 27. Data analyses utilized x2-test & t–test. After the education of Bloom's mastery 

learning model, learning satisfaction and nursing skil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ith academic self-efficacy. Findings indicated that, 

this program can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nursing student 

to improve their fundamental nurs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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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문 인 간호수행을 한 실무 심 학문

으로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임상 장에서 반 하고 훈련하는데 있

다[1]. 특히 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습득한 이론  간호지

식을 임상 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향후 문직 간호사

로서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요소이다[2]. 

간호학 실습교육은 교내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으로 

나뉘는데, 오늘날 간호교육의 임상실습 장은 환자의 

권리존 과 안 에 한 높아진 심으로 실제 인 간

호수행보다 찰 주의 실습으로 시행되어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은 병원 심에서 학교 심으로 환되어가고 

있다[3]. 더욱이 격히 변화하는 의료 장 한 충분히 

훈련된 간호 인력의 수요를 요구하고 있어 간호교육의 

방법 한 학습 성과를 극 화하기 한 효율 인 학습

략을 필요로 한다[4].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5]은 

간호교육기 의 교육과정  필수 으로 학습되어야 

할 핵심기본간호술기 20가지를 선정, 간호교육 인증평

가에 반 하여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의 요

성을 부각시켰고, 간호 학은 임상실무 장과 학 내 

교내 실습을 연계하여 간호학생의 수행 경험을 증진시

킬 수 있는 효과 인 임상 실습 교육모델의 개발을 필

요로 하고 있다[6]. 이에 간호교육기 에서는 간호학 실

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 단순히 이론  지식의 습

득이 아닌 실제를 통해 용할 수 있는 비디오 녹화 학

습, 문제 심학습(proble m-based learning, PBL), 웹기

반학습, 시뮬 이션기반학습(simulation-based learning)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다[7]. 한 

최신 간호  의학교육에서 임상 장에서 요구되는 술

기를 확실하고 안 하게 습득하며 학습효과를 증진시

키기 한 완 학습의 개념을 제시하 다[8]. 완 학습 

모델은 국외연구로 요추천자[9], 복강경 탈장술[10], 

심정맥  삽입술[11]등과 같은 임상 수기술 향상 연구

에 용되었고, 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시뮬 이션 훈련[12]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검증되기도 하 다. 국내에서는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ACLS 시뮬 이션 훈련

연구[13]  간호 미생물 이론  실습 로그램의 개발

과 효과 검증에 용 되었다[14]. Bloom의 완 학습모

델은 교수과정을 히 조작하여 수업목표를 구체

으로 제시하고 학생 개개인이 주어진 자료를 순차 으

로 학습해 나가며 교육 진행과정에서 형성평가를 실시

하여 진단하고 상자의 학습결손에 따라 반복 인 연

습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한다[15]. Bloom은 완

학습은 학습자가 미리 정해진 성취기 에 도달하도록 

수행도를 향상시켜 부분의 학생이 높은 성 을 낼 수 

있고, 학습의 흥미와 동기유발  자아개념 향상을 가

져오는 정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6]. 이것은 완 학습에 따라오는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학생의 정의  성장이 교육의 요한 목표들이라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다[17]. 그러므로 완 학습 모델을 간

호수행능력 향상을 한 술기 교육에 용한다면 높은 

성취수 을 가져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의  성장도 

기  할 수 있다. 학습의 정의 인 요소인 학업  자기

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수행에 한 자

신감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과제 수행능력에 해 

내리는 단이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업 지속성을 

높이고 목표 지향  활동을 하도록 하여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결정  변수이다[18]. 학습 만족도는 학습에서 

목 한 바를 달성하거나 학습자 개인이 기 가 충족되

었을 때 얻는 마음의 정도이다. 학습에 하여 만족하

지 않으면 재참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

습만족에 한 평가는 차기 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19]. 술기 학습은 학생의 자발  참

여를 바탕으로 지속 으로 학습 할 때 효과 이고 졸업

시 까지 꾸 히 목표지향 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술기 수행 능력 뿐 아니라 학습의 

정의  요소인 학업  자기 효능감과 학습 만족도에 

을 두었다.

완 학습모델을 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고등학

생의 교육학  기반연구가 부분인 실정이며, 완 학

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교육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 학습모델에서 강조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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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순차  학습, 진행과정 의 형성 평가, 평가 후 

반복 연습  피드백을 통한 목표달성 요소를 포함한 

실습 교육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자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한 후,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완 학습 모델

을 기반으로 한 실습 교육안을 용한 실험군과 통

인 강의와 시범수업을 실시한 조군 간에 간호술기 수

행능력과 정의  역인 학업  자기 효능감, 학습만족

도의 효과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 로 기본간호실

습 교육에 Bloom의 완  학습 모델 용을 한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하며 핵심 술기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 2학년을 상으로 핵심술기 항목

에 해당하는 기 개  리에 하여 완 학습 모델

을 용한 학습방법을 기본간호학 실습교육방법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이다.

3. 연구의 가설
가설1.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학업  자기효능감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학습만족도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3.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간호술기 수행능력 수가 높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이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 효능감, 학습만족도, 간호술

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수행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연구이다[그림1].

그림 1. 연구과정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27일까

지 J도에 소재하는 4년제 2개 학에서 기본간호학 실

습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을 선

정 하 다. 본인이 연구를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실습에는 참여하지만 설문지 조사는 자유롭게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제비뽑기를 하여 실험군과 조군을 학교를 기 으

로 무작  선정하 고 실험 확산효과를 방지하기 해 

일개 학교를 실험군으로 나머지 학교를 조군으로 배

정하 다. 완 학습 로그램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을 

실험군으로, 통 인 강의와 시범 교육을 받은 간호학

생을 조군으로 선정하 다. 

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정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를 산정 하

다. 유의수  0.05, 효과 크기 0.7, 검정력 0.8로 하 을 

때 각 군별로 최소 26명이 필요하 으나 탈락률 15%를 

감안하여 각 그룹별로 31명을 모집하여 총62명의 상

자를 모집하 고 조군에서 1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여 

최종 연구 상자는 실험군 31명, 조군 30명 이었다.

3. 연구 도구
3.1 중재 프로그램
완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교수법에서 요한 

은 형성평가와 이에 따르는 계속 인 보충, 심화와 수

정이다. 형성평가는 진단  성격뿐만 아니라 진단결과

에 한 구체 인 처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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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Bloom의 완 학습모델을 

이론  기반으로 수업  단계, 수업단계, 종합평가인 

수업 후 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마다 평가를 포함하고 

계속 인 보충과 심화를 계획하 다. 수업  단계는 

선행학습에서의 학습결손의 진단으로 진단평가를 실시

하고, 기 개  리 동 상을 시청하 다. 수업단계

과정은 수업진행  1, 2차 형성평가를 실시해 오류를 

수정하고 제거하며, 교정  확인을 해주는 피드백과정

을 포함하 다. 수업 후 단계는 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 재 개발 시 20년간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 경험

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을 통해 재의 타당성을 검

증 하고 2학년 간호학과 학생 2인에게 사  연구로 

용해 으로써 로그램이 실제 용가능 한지 평가하

다. 그 결과 본 연구 재는 완 학습 모델을 잘 반

하고 있으며 실제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리고 

기  개술 리는 간호 평가원 20개 핵심 술기  난

이도 “상”에 해당하는 술기로 임상에서 경험 해보기 어

려운 술기이고 차의 단계가 복잡하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술기로 악 되었다. 그래서 Bloom의 완  

학습 모델을 용한 각 단계별 형성 평가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술기로 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3.2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수

행과 련된 구체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김아 [18]

이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평가문항은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

항은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각 하부 역의 신

뢰도는 자기조 효능감(10문항)은 Cronbach's α= .84,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는 Cronbach's α= .87, 자신감

(8문항)은 Cronbach's α= .79 이었고 본 연구 체 신뢰

도는 Cronbach's α= .84 이었다.

3.3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내

용이 최 한 제공되는 정도로 Keller(1987)의 만족도 도

구를 수정, 보완한 정혜승[19]이 사용한 도구로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0 이었다. 

3.4 간호술기 수행능력
간호술기 수행능력 측정은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

[5]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기 에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기 개  리’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 다. 

이 체크리스트는 학생들에게 학기 에 배부한 실습지

침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자에게 배부되는 체크리

스트의 구성은 번호, 수행항목, 평가(0, 1, 2), 비고로 구

성되어 있다. 평가는 “수행 못함”을 0 , “미숙하게 수

행함을 1 , “잘 수행함”이 2 이며, 비고에는 필요한 

경우 각 수의 기 을 구체 으로 명시하 다. 본 도

구는 모든 항목에 하여 평가한 후 100  만 으로 환

산하여, 수가 높을수록 간호술기 수행능력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 중재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11월 2일부터 2015년 11

월 27일 까지 총 4주간으로 각 주당 교육시간은 100분

이었다.

4.1 중재 전 준비
1) 로그램 시작 1주 에 실험군과 조군에게 완

학습모델의 수업  단계로 기 개  리 간호술기 

수행능력 평가를 보는 것을 공지하 고 실험군과 조

군에게 동일한 핵심기본간호술기 동 상과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 다.  

2) 실험자 효과를 최소화하기 하여 각 학교에서 연

구보조자 2명 씩 총 4명이 사  사후 간호술기 수행능

력을 평가하 고, 측정 오차를 이기 해 실험 재를 

시작하기 에 한국간호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기

개  리 로토콜과 평가기 을 확인하고 측정 방법

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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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군 중재
1) 수업  단계

1주차 수업  단계에서 ‘기 개  리’선행지식 

10문항 진단평가를 시행하여 학습결손을 확인하 고, 

일반  특성,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를  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평가하 다. 

2) 수업단계

수업단계 과정은 2주차 1단계와 3주차 2단계로 나눠 

재하 으며, 2주차 수업단계과정인 1단계에서 이론

교육과 시범교육을 한 후 1차 형성평가로 2인 1조 짝을 

지어 간호술기 수행 과정을 스마트폰 동 상으로 촬  

후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5]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를 제공하여 자신의 수행 항목을 자가 평가하게 하

다. 오류의 수정은 가능한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를 강

조 하 고 자가 평가 후 개선방안을 생각한 뒤 개인별 

보완 학습을 하 다. 3주차 수업단계과정인 2단계에서

는 1차 형성 평가 결과를 연구자와 개별 토의하는 방식

으로 촬 한 동 상과 자가 평가 결과를 연구자가 확인 

후 학생들의 오류가 나타난 부분을 수정, 제거하도록 

피드백을 주었고 개인별 보완 학습 후 한국간호교육인

증평가원[5]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지필평가로 2차 형

성평가를 실시하 다.

3) 수업 후 단계

세 번째 단계인 종합평가로 4주차에 간호술기 수행능

력을 평가 하 고 사후조사로 학업  자기효능감과 학

습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4.3 대조군 중재
조군의 경우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  단

계인 1주차에 일반  특성, 학업  자기효능감과 학습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간호술기 수행

능력을 평가하 다. 2, 3주 차에는 통 인 강의방식으

로 이론교육과 시범교육을 실시 후 조별로 나 어 실습

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필요시 개별지도를 하

다. 4주차에 간호술기 수행능력을 평가 하 고, 사후

조사로 학업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에 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 간호술기 능력 평가를 마친 후 

조군 체학생을 상으로 많은 학생이 오류를 범한 공

통 인 술기 부분에 해서 다시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

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분석  기

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둘째, 실험군과 조군 간 사  일반  특성, 종속 변

수에 한 동질성을 악하기 해 χ²-test, t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를 시행 

하 다.

셋째. 종속변수의 정규성은 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시행하 다.

넷째, 가설을 검증하기 해 사 -사후의 수변화 

정도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일반  특성

상자의 성별, 연령, 종교에 한 두 그룹간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 입학동기는 실험군은 ‘ 성’이 13

명(41.9%), 조군은 ‘취업률’이 12명(40%)로 가장 많았

다. 이론수업 흥미도는 ‘흥미있다’가 실험군 25명(80.6%), 

조군 19명(63.3%)으로 가장 높았고, 실기수업의 흥미

도는 ‘흥미 있다’가 실험군 24명(77.4%), 조군 18명

(60%)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은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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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험군     
(n=31)

조군
(n=30)  χ2 or t p

M±SD n(%) M±SD n(%)

성별* 남  4(12.9)  1( 3.3)  1 .354여 27(87.1) 29(96.7)
연령 20.87±2.06 21.93±2.91 -1.640 .107
종교 유 15(48.0) 10(33.3)  1.428 .232무 16(51.6) 20(66.7)

입학*
선택
동기

성적  1(3.2)  1(3.3)

3.944 .390
적성 13(41.9)  7(23.3)
타인
권유  8(25.8) 10(33.3)
취업  8(25.8) 12(40.0)
기타  1(3.2)   0(0.0)

이론
수업
흥미 

있다 25(80.6) 19(63.3)
2.273 .132보통  6(19.4) 11(36.7)

없다  0 (0.0)   0 (0.0)
실기
수업
흥미

있다 24(77.4)  18(60.0)
2.157 .142보통  7(22.6)  12(40.0)

없다  0( 0.0)   0( 0.0)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검증 결과임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N=61)

2) 상자의 종속변수에 따른 동질성 검정

실험  측정된 학업  효능감은 실험군 83.52±7.69

, 조군 86.37±5.03 (t=-1.718, p=.092)이며, 학습 만

족도는 실험군 34.10± 5.42 , 조군 33.47±3.67

(t=.533, p=.596)이고, 간호술기 수행능력은 실험군 56 

.68± 8.86 , 조군 56.30±9.10 (t=.164, p=.870) 으로 

학업  효능감, 학습만족도, 간호술기 수행능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실험  두 그룹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N=61)

특성
실험군
(n=31) 
M±SD

조군
(n=30)
M±SD

t p

학업적 
자  기 
효능감

83.52±7.69 86.37±5.03 -1.718 .092

학  습
만족도 34.10±5.42 33.47±3.67  .533 .596
간호술기
수행능력 56.68±8.86 56.30±9.10 .164 .870

2. 가설 검정
가설1.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

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학업  자기 효능감 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의 학업  자기효능

감 평균 수는 87.26±6.71 , 조군이 87.33±6.89  으

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 가설1은 기각되었다(t=1.147, p=.256).

가설2.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학

습만족도 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을 검증한 실험군의 학습만족도 평균 수

는 38.74±5.31 , 조군이 34.43±3.87 으로 나타나 실

험군이 조군보다 높은 수를 보 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2

는 지지되었다(t=3.032, p=.004)[표 3].

 

가설3.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조군 보다 간

호술기 수행능력 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을 검증한 실험군의 간호술기 수행능력 평

균 수는 91.16±3.46 , 조군이 84.30±6.34 으로 나

타나 실험군이 조군보다 높은 수를 보 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t=2.477, p=.016)[표 3]. 따라

서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교육이 간호 학생

의 학습만족도와 간호술기 수행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 습만족도, 
간호술기 수행능력                     (N=61)

특성 구분
사
M±(SD)

사후
M±(SD)

사
/사후 차이
M±(SD)

t
(p)

학업적
자  기
효능감

실험군
(n=31)

83.32
(7.69)

87.26
(6.71)

 3.74
(10.49) 1.147

(.256)대조군
(n=30)

86.37
 (5.03)

87.33
(6.89)

  .97
(8.23)

학 습
만족도

실험군
(n=31)

34.10
 (5.42)

38.74
(5.31)

 4.65 
(5.88) 3.032

(.004)대조군
(n=30)

33.47
 (3.67)

34.43
(3.87)

  .97 
(3.27)

간 호
술 기
수 행
능 력

실험군
(n=31)

56.68
 (8.86)

91.16
(3.46)

34.48
(9.50) 2.477

(.016)대조군
(n=30)

56.30
(9.10)

84.30
(6.34)

28.00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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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에게 완 학습 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을 재하여 참여한 실험군의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간호술기 수행능력의 효

과를 보고자 하 는데, 그  첫 번째로 학업  자기효

능감은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수는 높았으나실

험군과 조군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본 연구와 측정변수가 달라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사를 상으로 완 학습을 용한 

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시뮬 이션교

육을 재한 권은옥[13]의 연구에서 사후 자기효능감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권은옥[13]의 연구 상이 

환자실 간호사로 평소 응 상황과 심폐소생술을 자

주 하고 있어 사  자기 효능감의 수가 높게 나와 

사후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보고하 고, 

2일이라는 짧은 연구 기간이 심리  변수인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를 재 직후 다음날 평가하기에는 어

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기 개

 리는 한국간호평가원[5]이 제시한 요도가 높은 

20가지 간호술기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손씻기, 무

균술 용, 기도 개방성유지, 피부통합성 유지  상처

간호 역이 포함된 간호학생의 통합능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본 연구의 상자인 2학년 학생들에게는 

통 인 수업방식보다 스스로 평가하고 교정하는 과정

들이 학습에 한 압박감을 유발해 학업  자기 효능감 

증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웹기

반 로그램을 이용해 압을 측정한 이숙희[20]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나 웹기반 로그램을 

이용해 기 개  흡인술을 교육한 남혜숙[21]의 연구

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것으로 술

기의 난이도에 따른 한계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완 학습 모형을 용하여 간호 미생물학의 실습 로

그램 효과를 평가한 김보환[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자신의 수행을 직  평가해

보는 실무 심 실험에서 얻은 성공경험과 정  피드

백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술기를 익히는 과정에서 정 인 피드백을 

받고 자신 수행과정을 교정해가는 술기교육이 간호

학생의 자신감을 향상해 주는 요인이라 보고한 박인희

[22]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학업  자기효

능감은 학습자에게 효과 인 학습 략을 사용할 수 있

도록 동기화하여 학습 성취에 한 통제력을 향상시킨

다고 하 다[23]. 그러므로 비교연구를 통해 학업  자

기효능감 효과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살펴본 간호 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실험

군이 사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수가 향상 되었고

조군에 비해 평균 수가 높았으며 실험군과 조군 사

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  진단 평가를 통하여 술기에 해 부

족한 지식을 보충 할 수 있었고 1차 형성평가 단계에서 

실시된 스마트폰 동 상 촬 이 술기 연습 시 집 과 

노력을 유도하 으며, 본인의 촬 된 술기를 재생시켜 

자가 평가가 후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해 잘못이해한 수

기를 바로잡아 실습 마지막까지 집 하여 본인의 부족

한 부분을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Gardner[24]의 간호 학 2학년을 상으로 한 완

학습 기반 목표성취 로그램결과 문제해결을 해 

지속 인 노력과 집 을 통해 목표 달성을 성취해 만족

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한 완 학습을 용

한 간호술기 교육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

지만 본 연구의 완 학습 로그램에 포함된 실습  주

도 인 반복학습의 과정을 반 한 Shen[25]의 비디오

를 활용한 간호실습이 간호학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효과성

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완 학습 모델을 용한 실험군의 간호

술기 수행능력은 향상되었으며 실험군과 조군 사이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완 학습을 

기반으로 한 임상 의학 교육 시 수행도 향상을 보고한 

Barsuk[26]와 Wayne[27]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 개  리 술기 교육이 종결될 

때까지 1차 형성평가에서 자가평가와 연구자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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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곤란 이나 오류가 수정되거나 

제거되었고 2차 형성평가인 수행 체크리스트 지필평가

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각 상황마다 잘된 부분과 잘못

된 부분을 사고하고 진시켜 완 학습 모델이 요구하

는 계속 순환되는 학습으로 유도되어 결과 으로 임상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완 학습 모델을 용한 간

호술기교육은 통 인 강의나 시범교육을 통한 실습

교육보다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인 술기 습득에 정

인 효과를 주었으며,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높여 

극 이고 능동 인 실습참여에 기여하고,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빠르게 변하는 의료 실이 요

구하는 학습 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

호 술기교육에 완 학습 모델을 용한 학생의 자기주

도 인 새로운 학습방법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 고, 

향후 다양한 특성을 반 한 간호학실습교육 방법을 마

련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

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완 학습모델을 용한 간호술기 교육이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 간호술

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된 비동

등성 조군 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완 학습모델을 용한 술기교육은 간호

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은 실험군과 조군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습만족도와 간호술기 수행능

력은 향상되어 학습에 한 흥미와 능동  참여를 증진

시키는데 효과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난이

도와 복잡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본간호술기 교육을 완

학습모델을 용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검증하는 반

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다른 변수의 측

정과 장기 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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