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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understand doctors' order for medication, nurses must have strong
ability to calculate medication. This study is to develop case-based E-learning program
to help nursing students to study medication and dosage calculation and later, to
minimize medication errors for patients' safety.
Background: Medication error is one of the major threats to patient safety. To prevent
errors, nursing students must fundamentally have drug calculation capabilities before
graduation. However, due to the limited time, nursing students have a few opportunities
to learn basic dose calculation, not the real cases that they would face at the hospital
after graduation. There is a huge gap between what hospital expects from new nurses
and what collage teaches.
Method: The most common ADDIE model of the Institutional Systems Design (ISD)
to develop and apply the E-learning program to enhance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calculate drug doses. Clinical field experts and nursing professors who
have worked in the general hospital ward for more than 10 years conducted a
demand analysis. They selected the most common medication calculation algorithms,
prescription formats, and doctors' orders. The program is designed to create problems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various calculation algorithms, forms, and difficulties
based on the student's understanding and calculation abilities, to guide the most
efficient path to understand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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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content evaluation of the e-learning program was conducted by an
independent expert group of clinical nurses and supervisors, and the nursing professors
who has enough clinical experiences as nurses. They evaluated the programs by
eight items, including scenario diversity, field coverage, and academic achievement,
etc. The field expert group scored 3.9 points and the professor group scored 4.2
points of 5 points Likert scale. In the evaluation of the learning effect, 76 third-year
nursing stude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groups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8 subjects each. A Total three tests were conducted, including pretest before the study, the 1st post-test after 30 days of study, and a 2nd post-test after
6 months later. While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test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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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he first post-test averaged 17.5 right answ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4.4 in the control group. After 6 months, the second post-test averaged 16.7
right answ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6 in the control group,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post-test.
Conclusion: To help the nursing students have strong medication calculation abilities,
this study designed and verified a web-based medication calculation e-learning
program to minimize medication errors, which account for a sizable portion of medical
accidents that threaten patient safety. As a result, the developed e-learning program
could verify the superior learning effect and the long-term calculation ability persistence
effect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rinted textbooks and workbooks-oriented learning
method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a scenario for
calculating drug doses in actual medical situations and expand it to a medication
nursing capability simulation platform that can learn throughout the medication
process, such as understanding doctor prescriptions, drug inventory, and medication
methods.
Applic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insight for the development of a
medical learning simulation platform.
Keywords: Medication, Calculation ability, Case-based learning, E-learning

1. Introduction
환자의 안전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제일의 원칙이며, 따라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먼저 고려되어져야 한다(Cho et al., 2016). 미국의 경우 해마다 15,000개의 예방 가능한 투약 위해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들은 입원하는
동안 매일 한 개의 투약오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지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Pirmohamed et al., 2004). 국내
병원의 환자안전관련 오류에 대한 일 연구에서 투약관련 사항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Kim and Kim, 2009), 투
약오류는 70.6%가 간호사에 의해 발생되어 투약오류의 예방은 간호사들의 환자안전 증진활동의 결정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Hicks et al., 2004; Kim et al., 2012).
즉, 투약오류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의 투약오류 예방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졸업 전에 약물계산역량을 갖추어야 한다(Nam and Kim, 2016).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약물용량계산 학습은 기본간호학 과정
에서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계산원리의 이해와 정확한 계산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Jung, 2017). 더욱이 환자의 관리 및 안전관
련 의식의 강화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이 대부분 견학에 그침에 따라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입사 후 투약오류 발생률을 가중시키
는 원인이 된다(Jung, 2017).
Institute of Medicine (IOM) 보고서에 의하면 투약오류 중 용량관련 오류가 전체의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용량 혹은 과소용량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계산착오, 계산능력부족, 수학적 개념부족을 뿐 아
니라 용량단위에 대한 이해부족, 투약과정 시 소수점 등에 대한 판독의 어려움, 용도에 따른 용법 차이에 대한 지식 결여 등이 원인으
로 제기되었고(Hughes and Blegen, 2008), 따라서 간호사의 기본적인 계산능력은 필수적이며 정확한 약물용량계산 능력은 안전한 투
약을 위해 모든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다.
그러나 투약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약물계산기술 역량을 평가한 결과 실제적인 약물계산역량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Grandell-Niemi et al., 2003), 이로 인해 실무에서의 투약오류 유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고, 환자에게 미칠 잠재적 ·
실제적 위해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Park, 2013). 약물용량계산 능력은 단기간의 성취가 어려워 간호교육기관은 정
규교육과정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이 약물계산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간
호대학생이 약물계산역량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과 약물계산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경험하므로(Brown, 2006) 보다 효
과적인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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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교육과정에서 약물용량계산 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투여되는 시간이 길지 않고, 교육방법 역시 전통적인 강의위주의 교
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외국의 충분한 학습교재에 비해 현재 수집 가능한 국내의 약물용량계산 관련교
재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교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약물계산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상실무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약물계산에 대한 교수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약물계산
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약물계산역량이 더 좋고, 약물계산을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이해력, 계산능력 등은 실제 약물
계산 시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수학 혹은 약물계산과 관련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Calliari, 1995).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때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를 활
용한 교육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습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스마트폰이 훌륭한
교육도구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오고 있다(Lee, 2010). 간호교육에서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에 높은 흥미를 나타
내므로(Lee, 2010), 휴대성, 이동성, 편재성의 특징이 있는 스마트폰을 약물용량계산 학습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의학과 간호학에서 사례기반 학습(case=based learning: CBL)이 주목받고 있다. 사례기반 학습은 현장 재현 사례를 바탕으
로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학습으로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다(Richards and Inglehart, 200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이론 수업에 임상사례기반학습을 적용한 결과 문제
해결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Kim, 2015).
이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상사례기반 약물용량계산 문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는 자기주도
적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 능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약물계산역량을 높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효과적으로 약물용량계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임상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약물용량계
산 교수자료를 콘텐츠로 개발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뒤 실제 교육현장에
서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Study Objective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졸
업 후 병원 현장에서 약물용량계산과 관련된 의사의 오더를 신속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며, 약물용량계산의 실수에서 오는 의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겪는 약물용량계산의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나리오 개발
- 단순 약물용량계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 및 의사의 지시사항까지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치능력 함양
- 정답을 외울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의 반복적 풀이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의거, 매번 달라진 상황 및 오더를 받아, 적절한 약물용량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계산과정을 완전히 숙지해야만 하도록 학습 유도
- 스마트폰, PC 등 플랫폼 독립적인 이러닝 서비스 개발
-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 진도에 맞춰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도입
-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본 서비스를 통해 체득한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잊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해시키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함.

3. Hypothesis
가설 1. 스마트폰기반의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간호대학생, 즉 실험군의 약물용량계산 능력은 전통적인 오프
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간호대학생, 즉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충분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본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용량계산을 학습한 간호대학생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프로그램
을 통해 학습한 본 연구의 이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갖춘 간호대학생의 약물용량은 충분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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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후에도, 학습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 3. 기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능력 저하에 있어서도 본 이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실험군)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프로
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대조군)에 비해 약물용량계산 능력의 저하분이 적을 것이다.

4. Development Procedure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교수체제설계(ISD: instructional systems
design)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ADDIE 모형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ADDIE 모델은 Branson, R. K. 등이 1970년대 중반 미육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System 구축의 기본프레임으로 개발된 것으
로,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의 5단계를 구성되었다(Branson et al., 1975).

4.1 Analysis
간호현장에서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및 대구 경북 소
재 종합병원의 간호부장 및 수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간호사, 그리고 종합병원 병동 근무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
대학 교수(이하, 현장전문가)등 총 5명과의 면접을 통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의 근무간호사에게 약물용량계산이 요구되는 상황 및 대표적인 진료과목, 그리고 의사의 처방 오더와 병원 시스템의
처리과정, 주로 실수가 일어나는 상황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약물용량계산을 학습해야 할 대상인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동기간 동안 대구 경북 소재 1개 대학
간호대학생 10명을 면접 조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플랫폼, 학습 형태, 등을 파악하였다.

4.2 Development
4.2.1 Scenario
2020년 10월부터 요구분석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약물용량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진료과목을 내과, 심
장내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로 결정하고, 해당 진료과의 전형적인 처방 및 투약 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본 사례는 Nursing
Case Studies (Haws and Haws, 2015)를 참조하여, 울 혈성 심부전증(심장내과), 세균성 폐렴(내과), 임신성 고혈압(산부인과) 및 뇌수막염
(소아과) 등 진료과 별로 2개씩의 기본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한국적 의료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였다.
다양한 약물용량계산 적용 사례를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약물주입속도, 총 약물 주입량 및 투약량, 1회 약물 주입량 및 투약량
등 총 7개의 계산공식을 정했고, 이에 따른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특히 단순히 답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답을 구하기까
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도에 맞춰 모든 문제의 풀이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해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병원 병동 근무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대학 교수가 문제용 시나리오 템플릿을 작성하
였다. 작성된 템플릿은 대형병원 근무 현장전문가 5명으로부터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학습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의 검증
을 받았다 그 후 IT 서비스 기획자 및 전문 프로그래머와 함께 템플릿화 된 시나리오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분석작업을 진
행하였다.
각 문제용 시나리오 템플릿은 배경파트와 약물용량계산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배경파트는 문제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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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환자의 내원 상황, 인적 정보, 과거 병력 및 진료 및 치료기록, 증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약물용량계산 파트는, 의사의 처
방에 따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약물용량계산과 직결되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2개 파트 구성을 택한 것은, 기
존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약물용량계산 문제가, 계산에 필요한 수치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계산을 하기는 용이하지만, 실
제 병원 현장에서 주어진 많은 정보 중에 약물용량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어 처리해야만 하는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시나리오 템플릿 분석작업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택 가능한 범위를 정해 변수정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 임신성 고혈압 시나리오에서는 환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연령은 20세~40세로 정의하였고, 처방되는 약품과 수액
등도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는 용량을 반영하였고, 증상에 따른 투약시간 등도 현실성 있게 정의하였다.

4.2.2 System Design
전체 시스템은 크게 3개 DB와 5개 모듈로 설계하였다(Figure 1). Pilot 테스트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용화된 서비스 수준의 보안을
갖추지는 않았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사용자, 문제, 알고리즘의 3가지 DB를 설계하였다. 사용자 DB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
는 곳으로, 사용자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출제 관리자, 교수, 학생, 참관인, 그리고 GUEST로 구분하였고, 각 계정 별로 학습의 진도, 성
적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문제 DB는 각 문제 시나리오 템플릿과 변수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문제 DB와 별도로 알고리즘 DB를 따로 설계하였는데, 여기는 약물용량계산 유형별 계산 알고리즘을 따로 저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DB를 기반으로 실제 학생들이 학습 및 교수의 모니터링은 총 5개의 모듈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설계하였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듈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진도관리 모듈이다. 이 모듈은 학생들의 여태까지의 성적 및 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
생들이 취약한 파트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별 학생들이 여태까지 푼 시나리오 유형, 계산
식의 종류, 개별 문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패턴,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고, 유형별 이해도에 따라서
문제 및 난이도 별로 노출확률을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 즉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 출제확률을 높이고, 난이도는
낮춰서 학생들이 기초부터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순히 틀린 문제의 유형을 반복해서 노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틀린 원인이 시나리오, 계산 알고리즘, 난이도 등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동시에 학습자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최종단계
이전에는 가능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출제 빈도를 조절한다.
또한 개별 학생 뿐 아니라, 그룹단위의 성적분석도 지원하며, 이는 특정 그룹을 맡고 있는 개별 교수의 지도스타일, 취약점 등을 파악
하고 보강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의거해서, 학생들의 학습패턴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학생을 그룹화 시켜
서, 소그룹 단위의 맞춤형 지도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진도관리에 활용되는 난이도는 최초 입력 시점에서는 출제교수가 설정한 난이도로 시작하지만,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축적되면,
실제 학생들의 성적이 피드백 되어 난이도에 반영되도록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문제출제 모듈은 진도관리 모듈에서 조정된 문제 별 출제확률을 근거로, 랜덤하게 문제 시나리오 템플릿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안의
배경변수와, 계산식 유형과 그에 따른 약물용량계산 변수를 주어진 데이터 세트 혹은 범위 안에서 다시 랜덤하게 결정해서, 출제 문
제를 확정한다. 동시에 용량계산 알고리즘에 의거 정답을 도출하고, 그 도출까지의 계산과정을 생성한다.
채점모듈은 학생이 입력한 답안과 정답을 비교해서 정오답여부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성적 DB로 전송한다. 동시에 진도관리 모듈로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전체 난이도를 조정하고 다음 문제 생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각 문제의 정오답여부를 피드
백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준비된 정답 및 문제풀이 화면을 제공하여, 각 문제 유형 별로 확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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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B관리 모듈에서는 사용자 DB, 문제 DB, 알고리즘 DB를 관리한다.
교수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출제할 수 있는 저작도구와, 개별 학생들의 성적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적관
리 모듈을 제공한다.
개별 학생이 모든 문제 유형을 마스터하면 Final Test 단계로 진입한다. 여기에는 모든 유형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최고 난이도로 출제
하여, 풀게 하며, 이를 만점으로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4.3 UI Design
UI (User Interface)와 UX (User Experience) 설계에서는 현장전문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 인터넷 웹 브라우저만 되면 디바이스와 관계없이 E-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HTML 기반의 UI 설계
- 시나리오는 직관적으로 전체 환자 및 처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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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약물처방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더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감을 높임.
-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현실과 가깝게 구성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 기본적인 화면 해상도 및 가독성을 감안하여, 웹 브라우저를 자동감지 하여 모바일과 PC에서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 제공.
- 해상도, 화면의 절대크기, 화면 방향 등을 고려한 UX 템플릿 설계
- 현실적으로 최종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하며, 학생이 소수점 아래까지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리하여 정답 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면 구성은 Figure 2와 같다.

5. Results
5.1 Content evaluation
시나리오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2020년 12월 3개 종합병원 간호부장 및 수간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프로그램 개발
에 참여하지 않은 1개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명의 교수집단에게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평가자는 각각 일주일 동안 파일롯 프로그램
을 사용하고, 8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컨텐츠 평가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Medication calculation program scenario evaluation
Item

(out of 5 points)
Specialists

Professors

Does the scenario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the hospital practices?

4.2

4.6

Does each scenario fully cover the various circumstances in the hospitals?

3.8

3.8

Is the problem-solving process provided so that students can clearly understand it?

4.0

4.6

Does the choices in scenario follow the proper guidelines and real order practices to take care
of the specific disease?

3.4

4.6

Can we expect ordinary nursing students solve the problems?

4.2

3.4

Does the program suggest the clear goal with proper motivation?

4.2

3.8

Does finishing the program mean the nursing student have the very knowledge of the
medication calculation abilities?

4.0

4.4

Does the program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the professors know the status of
students to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3.4

4.2

Average

3.9

4.2

5.2 Evaluation of the learning effect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이 실제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해 대구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80명을
랜덤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총 3회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 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동일 학년 동일 학기 소속 학생들로 기본간호학 및 성인간호학에서 약물용량계산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
상태였다.
전체 평가 프로세스는 사전테스트 → 약물용량계산 학습 → 1차 사후테스트(30일 후) → 2차 사후테스트(6개월 후)로 이루어졌다.
최초 사전테스트 참여자 80명 중 1차 사후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6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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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및 1, 2차 사후테스트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8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2.1 Pre-test
2021년 2월, 실험군, 대조군간의 사전지식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해 이러닝 프로그램의 문제생성 모듈을 이용 각 유형별 대표문
제 총 20문제를 추출, 사전 고지없이 인쇄본 형태로 60분간 시험을 진행하였다. 각 학생들은 자신이 실험군, 대조군 중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전테스트 결과에 대한 두 집단간 평균비교 t 검증 결과 두 집단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5.2.2 Self-Learning
사전테스트 직후, 문제 별 채점결과를 실험군, 대조군에게 동일하게 통보하고, 문제 별 정답풀이 역시 인쇄물로 제공하였다. 그 후 실
험군은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풀면서 학습하게 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문제를 유형 별로
20개씩 정답 해설집과 함께 인쇄해서, 책 형태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30일 후 사후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두 집단 모두
30일 동안 별도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동일하게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다.

5.2.3 1st Post-test (30 days after self-learning)
사전 공지한 대로 30일 후인 2021년 3월 1차 사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문제생성 알고리즘을 이용, 각 유
형별 대표문제를 생성, 총 20문제를 인쇄본 형식으로 제시하고 60분 동안 풀게 하였다.
그 결과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실험군은 평균 17.5문제, 전통적인 학습방법의 대조군은 평균 14.4문제를 맞췄
으며, 두 집단 평균비교 t 검정 결과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2.4 2nd Post-test (after 6 months after 1st post-test)
2차 사후테스트는 사전공지 없이 1차 사후테스트 6개월 후인 2021년 9월 동일한 학생들로 약물용량계산 학습효과가 얼마나 장기
간 지속되는지, 학습방법에 따른 망각곡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총 20문제를 인쇄
본 형태로 제공하고 60분간 풀게 하였다.
그 결과, 2차 사후테스트에서 실험군은 20문제 중 평균 16.7문제, 대조군은 평균 12.6문제를 맞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Table 2. Medication calculation ability test
Test Scor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p

A

Pre-test

11.6

11.5

11.5

0.963

B

1st Post-test (30 days after the self-learning)

17.5

14.4

5.8

< 0.001

C

2nd Post-test (6 months after 1st post-test)

16.7

12.6

8.2

< 0.001

5.9

2.9

5.4

< 0.001

-0.8

-1.8

3.3

0.001

5.2

1.1

1.1

< 0.001

Difference
30 days after the study (B-A)
6 months after the 1st Post-test (C-B)
Long Term Learning Effect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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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군, 대조군 간의 성적차이도 1차 사후테스트의 3.1점보다 더 커져 4.1점의 차이를 보였다. 1, 2차 사후
테스트간 차이도 실험군은 17.5점에서 16.7점으로 0.8점 낮아진 반면, 대조군은 14.4점에서 12.6점으로 1.8점 낮아져서, 망각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Figure 3).

6. Discussion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와중에서도 코로나 환자의 발생에서부터, 동선추적, 치료 및 사후관리, 그리고 백신 보급 및 이상증상
대처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대응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K방역의 근간 중 하나가 첨단IT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코
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스트리밍 강의와, 비대면 화상강의 등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세
계 최고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IT 기술도입, 비대면화 추세는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유지할 근간이 된다.
그러나, 간호대학교육에서의 IT기술 도입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IT 플랫폼의 활용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투약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이 약물
용량계산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10년 이상의 대형병원 근무를 해온 전문가 집단과, 교수집단으로 나눠 실시된 컨텐츠 평가에서는 시나리오의 현실성, 커버리지, 학습
성취도 등에서는 양 집단 모두에서 비슷한 평가를 받은 반면, 전문가 집단은 주요약물 처방 관행 및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 기대치
가 교수집단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기대치에 대학교육이 미치지 못하고 있
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파일럿 이러닝 프로그램의 실제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에서는 이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을 진행한 실험군이 전통적인 학습방법
의 대조군보다 분명한 성적향상 효과를 보였으며, 망각효과를 감안 한 6개월 뒤 2차 사후테스트에서도 계산 능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약물용량계산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효과가 기존의 학습방법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나타낸 이유로는 첫째, 기존 학습법이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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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학생 스스로의 문제 이해도와 학습의지에 따라 진행된 반면, 모바일 웹
기반의 이러닝 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으며, 진도 및 이해도 역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따
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레벨까지의 진도관리를 해주며, 둘째, 문제형식에 따라 쉽게 정답을 외울 수 있는 기존 학습법의 대조군과
는 달리, 문제출제 및 난이도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프로그램 특성상, 풀이방법에 대한 이해도와 무관하게 학생 스스로 안다고 생각,
이해를 완벽히 하지 않은 상태로 학습이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약물용량계산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학습을 마치면, 그것이 체화되어, 장기간에 걸쳐 망각효과를 줄이고, 짧은 재학습 기간
을 통해서, 학습레벨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이같이 약물용량계산 파일럿 이러닝 프로그램에서 분명한 학습효과가 입증된 만큼 추후 다음과 같은 점을 보강하는 방향이 제시되
었다.
첫째, 다양한 의료상황(외래, 수술, 응급 등)의 약물용량계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둘째, 실제 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환자정보 및 의사처방 화면을 이해하고 계산하도록 한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 개별 학생의 시나리오 이해, 계산 능력을 파악,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경로를
제시한다
넷째, 단순 약물용량계산 뿐 아니라, 의사 처방 지시의 이해, 약품 재고 상황, 투약방법 등 투약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메타버스 및 AR, VR 등 확장현실 플랫폼을 적용,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학습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의료학습 시
뮬레이션 플랫폼으로 확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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