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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DML(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 적용 시뮬레이션 학습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18명이
며, 연구방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학습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 내용분석 방법이다. 연
구결과 참여, 탐색, 평가 총 3개의 영역에서 7개의 범주와 13개의 유의미한 진술이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DML 적용 수업은 학습내
용 습득 강화와 지식적용을 위한 심화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에 DML을 적용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s applying 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 (DML).
There are a total of 18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 method is a qualitative research content analysis method that freely
describes the learning experiences from November 23 to December 18,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7 categories and 13 meaningful
statements were derived from a total of 3 areas of participation, exploration, and evaluation. In conclusion, DML application class
provides opportunities for further development for reinforcement of learning content acquisition and knowledge applic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expand research by applying DML to various learning.
Keywords: Nursing students, Content analysis, DML (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

1. 서 론
1.1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사는 주요한 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간호교육계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환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임상실습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고,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적용
과 활용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1],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무중심의 통합교육은 상황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확대 발전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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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 기기의 발달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및 환자의 안전과 권리인식 증가, 실습사례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지식과 술기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는 줄고, 대부분의 실습이 관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간호 지식과 술기를 통합하는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2]. 이에 간호학과 학생에게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3].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안전한 환경에서 임상사례와 간호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적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4]. 시뮬레이션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는 디브리핑은 간호수행을 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객
관화 과정이다. 학생은 디브리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수행된 과제를 통합 및 분석하는 임상판단력을 습득할 수 있다. 시
뮬레이션 교육은 사전 브리핑, 시뮬레이션 운영, 디브리핑으로 진행된다[5].
다양한 디브리핑 방법 중 의미있는 학습을 위한 디브리핑 DML(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은 임상교육의 한 형태로
서 주어진 가정에 도전하고 실행과 관련된 사고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다른 성찰 측면을 설명하고 시뮬
레이션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디브리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로서 참여, 탐색, 설명, 정교화, 평가 및 확장의 6단
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크라테스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사고와 행동을 연결하도록 지시한다[6].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대상자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사용해 사례의 상황
과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식과 술기의 선택 및 통합 적용 능력이 길러지고, 이 때 교육받고 발달하게 되는 통찰력은 문제해결과정
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사례가 담고 있는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이 때 적용하는 간호
과정이 자기주도 방식의 개인학습과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팀학습, 경험한 내용에 대한 성찰학습이 이루어진다[9]. 국외에서는
DML이 임상추론을 유의하게 높였으며[10], 임상 추론 기술의 더 큰 변화와 높은 질의 디브리핑 인식 및 임상적 추론과 질의 인식
사이에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효과적인 디브리핑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11]. 그러나 국내에서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ML을 적용한 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확
장 발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역할실습’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의 수업에 대한 주관
적 경험을 탐색하여 DML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일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역할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하는 질적 내용분석 연구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반응을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이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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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표집의 대상은 서울시의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이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DML을 적용한 통합역할실습 교육에 참여한 18명이다. 참여학생 모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
고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참여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였다. 표본 수는 본 연구에 부합하는 Krippendorff의 이론을 근거
로 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기술문이 예시로
인용이 되었고 표본의 역할을 하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간호학과 4학년 학생 중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역할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18명에게 연구목적
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동의서 작성 및 취합 과정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보조자가 진행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업 후 DML 적용 수업 경험을 적은 작성자료는 연구보
조자가 취합하였다. 총 36건의 자료가 결과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DML을 적용한 통합역할실습은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과정
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기간에는 호흡기장애 아동간호와 조현병 환자에 관한 정신간호가 학습 내용이었다. 두 사례에 대해 간호
학과 교수 2인이 사례학습을 진행하며 DML을 적용하였다(Table 1).
Table 1. Outline of simulation intensive class
Class
Understanding the nursing situation and applying the nursing process
objectives Improving nursing-field adaptation ability and nursing practice capacity through simulation practice
Class activity plan
Theme
Week 1
Week 2
Week 3
Week 4
Week 5

Introduction

Contents

Methods

1. Introduction of course outline

Orientation

2. Introduction of class progress and evaluation methods

Group formation
Pre-learning presentation

1. Understanding nursing situation

Simulation practice

respiratory problems

2. Nursing process integrating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Debriefing (DML)
Q&A

Schizophrenia
patient care

1. Understanding nursing situation
2. Nursing process integrating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Children care for

Pre-learning presentation
Simulation practice
Debriefing (DML)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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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참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강제성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 자료수집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참여과정
중 언제든지 참여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DML 연구자료 작성과 수집 시 무기명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료
관리 시에도 익명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자료의 명칭을 기호화하였다.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여
연구 관련자 이외의 접근과 열람 및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였다. 확실한 비밀보장과 이에 관한 설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안
전 참여를 확보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5 자료분석
DML을 적용한 수업에서 작성한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서술형 자료를 코딩과 분류를 통해 분석하는 본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며 본 연구의 주제적 현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만들고자 선택한 분석법이다. 본 연구는 총 5주 동
안 5회에 걸쳐 진행된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역할실습에서 DML방식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한 후, ‘DML을 적용한 수업에 참여
한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를 질문으로 제시한 후 학생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된 익명의 자료가
제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질문 공식화, 분석 자료 선택, 적용 카테고리 정의, 코딩 프로세스와 코더 교육, 코딩, 분석 자료
의 신뢰성 결정, 코딩과정의 결과 분석 등 총 7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Fig. 2).

Fig. 2. Data analysis

DML 관련 문헌을 통해 참여, 탐색, 설명, 정교화, 평가, 확장의 단계별 영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6개 영역 중 연구자가
자료에 줄을 긋고 읽으며 분석하는 재기술 과정에서 총 3개 ‘참여’, ‘탐색’, ‘평가’ 3개 영역을 최종 설정하였다. 문장과 구문을 의
미 분석의 단위로 정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3개 영역과 동떨어지거나, 충돌 혹은 모순된 사례는 없었다. 유의미한 분석 단위인 문
장과 구문을 배열한 후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7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7개 범주에 포함되는 문장과 구문
중 유사한 것을 묶어 최종 진술문으로 정하였고, 총 13개를 선정 후 문장과 구문의 갯수를 수량화하였다.

2.6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2인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연구
진행을 위해 주요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 경험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한 주연구
자 2인에 대한 일차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경험이 있는 전문연
구자 2인에게 분석 전반에 대한 자문과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 18명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
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본 연구 저자 2인과 질적연구전문가 2인이 분석 과정에서 Holsti방법(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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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수=4M/(N1+N2+N3+N4), (N1+N2+N3+N4):연구자 4인의 코딩 개수, M:연구자 간 코딩 일치 개수)을 사용하여 연구내용 주
제의 동일 정도를 집계하고, 분석한 연구자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Holsti공식은 내용분석 시 신뢰도 계수가 90% 이상이면 분
석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3개 범주 7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96%이며, 이 결과는 표집오차 5%를 감안하여도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18명의 연령은 22~29세이며, 평균 23.4세이다. 연구참여자 18명 중 남학생은 없으며
2명은 간호학과 재학 중에 휴학한 경험이 있고, 1명은 편입생이다. 18명 모두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수업은 처음 참여
하는 것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8명으로부터 수집된 총 36건이다.

3.2 간호대학생의 DML을 적용한 학습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 18명이 작성한 36건의 자료는 참여, 탐색, 평가 3개 영역으로 분류가 되었다. 의미있는 진술문 13개와 범주
7개가 도출되었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참여 영역
참여자의 DML을 적용한 학습 경험 중 참여 영역은 2개 범주, 4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53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긴장감’ 67.8%, ‘몰입감’ 32.1%였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긴장감’
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긴장된다.’(26개), ‘몰입감’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든다.’(12개)가 포함되어 있
다(Table 2).
Table 2. Scope of engaging
Categories
Tension
Flow

Significant statement
I was nervous because I don’t want to make mistakes.(26)
I got nervous, when I think about the actual situation.(10)
It felt like time has passed quickly.(12)
I felt like I have looked closely at the contents of the class.(5)
Total

N (%)
36 (67.8)
17 (32.1)
53 (100.0)

3.2.2 탐색 영역
참여자의 DML을 적용한 학습 경험 중 탐색 영역은 2개 범주, 4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76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다양함’ 55.3%, ‘새로움’ 44.7%였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문으로는 ‘다양함’
은 ‘내가 떠올리지 못 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27개), ‘새로움’은 ‘나의 행동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19개)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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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ope of exploring
Categories
Diversity
Newness

Significant statement
I heard various opinions that I couldn’t think of.(27)
I saw that there are different weaknesses for each individual.(15)
I saw my actions anew.(19)
I felt the debriefing method is new.(15)
Total

N (%)
42 (55.3)
34 (44.7)
76 (100.0)

3.2.3 평가 영역
참여자의 DML을 적용한 학습 경험 중 평가 영역은 3개 범주, 5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진술문의 빈도는 61개였다.
분석된 범주의 내용은 ‘부족함’ 41.0%, ‘아쉬움’ 34.4%, ‘기대감’ 24.6% 였다. 각 범주의 빈도수가 높은 순서에 따른 대표 진술
문으로는 ‘부족함’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17개), ‘아쉬움’은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11개),
‘기대감’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15개)이 포함되어 있다(Table 4).
Table 4. Scope of evaluating
Categories
Lack
Regret
Expectation

Significant statement
I thought I was still lacking a lot.(17)
I thought I should try to do it perfectly.(8)
I felt sorry that I didn’t know what I knew. (11)
I felt sorry for the slightest mistake.(9)
I thought I can do better next time.(15)
Total

N (%)
25 (41.0)
21 (34.4)
15 (24.6)
61 (100.0)

4.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이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실습’에 참여한 경험을 확인하는 연구이며,
학생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간호학과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참여 영역에서의 긴장감의 범주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떨린다.’ 등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실습 상황이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고 불암감을 느끼게 하며[20], 낯선 시나리오 상황에 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12].
본 연구 참여자의 긴장감 범주 중 첫 번째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하며 온라인 비대면 실습 중에 교수자와 타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잘 못 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긴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타인의 주시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
른다는 생각이 학생으로 하여금 긴장되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유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13].
참여 영역의 긴장감 범주 중 두 번째로 ‘수업이지만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떨린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
구조학과 학생의 시뮬레이션 경험 연구에서와 같이 현장 상황과 흡사한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반응 및 변화에
대해 학생이 당황하기 때문에 수업이어도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긴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교수자가 학생들의 긴장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실습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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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15], 개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함께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조원 구성을 통해 실수와 상관없이 학습 기회로 인식되는 안
전한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참여 영역 중 몰입감 범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든다’와 ‘수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본 느낌이 든다’로 나타났다.
국내 시뮬레이션 교육의 몰입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만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몰입은 문제해결력과 관련이 있으며 시뮬
레이션 사례를 통해 학생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피드백과 디브리핑을 통해 학습자를 역동적 학습 과정으로 유도하여 학습 몰
입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6].
그 중 ‘수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본 느낌이 든다’는 몰입감은 사전학습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환자의 상황에 대해 적
어보면서 반복적 노출로 인해 임상 상황에 대한 몰입도가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 이후 몰입 측정도구
를 활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7]. 특히 몰입감은 DM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단계적인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경험을 듣는 반복적인 디브리핑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18]와 같이 본 연구의 DML을 통한 학
습경험이 몰입감을 증가시켜 궁극에는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학습 경험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탐색 영역은 ‘다양함’과 ‘새로움’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수업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
고 활발히 표현하고 수행과제 분석 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디브리핑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듯
이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탐색 영역 중 다양함 범주에서 ‘내가 떠올리지 못 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DML의 탐색영역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든 생각, 시뮬레이션 하고 난 지금 드는 생각에 대한 디브
리핑을 하며, 학생 개개인이 서로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통해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실습 여건, 과중한 부담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데[19], 본 연구에서 DML을 적용
한 시뮬레이션 실습은 실수를 지적하는 평가가 아니기에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성을 경험하는 안정된 실습환경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색 영역 중 다양함 범주에서 ‘동일한 술기에 개인별 다른 약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동료의 다양한 약점을 보는 것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행한 영상을 보고 동료 간에 개
인별 지식과 인지, 경험과 상황별 판단, 견해와 성향 등을 정보의 형태로 교환함으로써 비판적 성찰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비
판적 사고를 폭넓게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20].
탐색 영역 중 새로움의 범주 중 첫 번째로 ‘나의 행동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의 경험이 확인되었다. 비효과적으로 실시한 디브
리핑은 학습자들에게 정신적인 갈등을 유발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행한 간호에 대한 명확한 이
해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처럼[21] 본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행동을 새롭
게 보고 긍정적인 성찰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DML을 통한 학습경험이 간호학생에게 긍정적 자기성찰과 새로운 자기
인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탐색 영역에서 새로움의 범주 중 두 번째로 ‘디브리핑 방법이 새롭다’는 경험을 통해 기존에 디브리핑 방식에 익숙하던 부분
에서 새로운 DML 디브리핑 방식이 학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학습의 자극에도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디브리핑은 다양한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며,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도 DML을 적용한 디브리
핑은 간호대학생의 교육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 영역에서 부족함, 아쉬움, 기대감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중 부족함에 해당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경험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자신의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기회가 되고,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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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행능력이 훈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22], DML을 적용한 학습이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도와주고 교정의 효과
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평가영역 중 아쉬움의 범주 중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 한 것이 아쉽다.’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여 단기간에 습득할
수 없는 복잡한 인지전략인 문제해결력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단편적인 지식과 임상수행능력의 향
상을 위해 2~4시간의 단기교육이 필요하나[23],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소 4주 이상의 교
육을 계획해야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4]와 같이 지식이 곧 문제해결력을 상승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간의 문제해결력
훈련기간이 요구된다. 평가영역 중 아쉬움 영역의 ‘사소한 실수가 아쉽다’는 경험은 디브리핑을 실수로부터 배우게 되는 시간으
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25].
마지막으로 평가영역 중 기대감 범주 중 ‘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경험은 자기효능감과 연결할 있으며, 이는 구조
화된 디브리핑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DML도 구조화된 디브리핑 방법으로 성찰과
의미를 발견하는 학습으로서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 학습경험을 가져온다.
COVID-19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교육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긍정적 경험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DML을 적용한 학습경험은 전문적인 역량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
한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험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으나 참여자들이 겪는 참여, 탐색, 평가의 과정을 통해 자
신을 돌아보고 의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의 행위
에서 내면을 파악하며 재정립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ML을 적용한 학습경험을 파악한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기반 통합역
할실습교육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DML 적용 및 확대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통합역할실습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 중 DML을 적용한 학습경험에 참여한 18명을 대상으로 성찰
일지와 DML 질문지를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해 의미를 분석한 결과 총 3개 영역, 7개 범주, 13개의 의미있는 진술문이 도출되었
다. 참여 영역에서 ‘긴장감’, ‘몰입감’의 범주와 탐색 영역에서는 ‘다양함’, ‘새로움’, 평가 영역에서는 ‘부족함’, ‘아쉬움’, ‘기대감’
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DML을 적용한 학습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디브리핑 방법의 확대와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 DML을 적용한 연구가 없고, 질적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는 양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이자 새로운
디브리핑 방법을 접근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해 확인한 영역, 범주,
의미있는 진술의 통합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DML을 적용한 학습경험이 긍정적임을 파악하여
간호교육계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및 교내실습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의
미가 크다.
본 연구는 성찰일지와 DML 질문지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파악한 연구이므로. 추후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질적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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