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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Direct Feedback in Teaching Endotracheal Int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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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rect verbal feedback from an 

expert during endotracheal intubation skills training using a mannequin compared to practice 

alone without feedback. 

  Methods: 154 fourth-year medical students at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were divided into 

control or feedback groups. Both groups were taught by experts using a mannequin at a clinical 

skills learning center. The feedback group (n=66) received verbal feedback from the expert 

throughout training. Skills acquisition was tested during a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ol and feedback groups in terms of prior 

experiences with endotracheal intubation, confidence level to perform the skill, and grades 

received from previous clinical clerkships. The average score of the feedback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14.06 versus 11.98, p<0.05). When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exceeds expectations’, ‘meets expectations’ and ‘needs development’ 

groups according to a global rating, more students from the feedback group were in the ‘exceeds 

expectations’ group and less were in the ‘needs developm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training date.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irect verbal feedback from an expert during 

training significantl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endotracheal intubation skill. Feedback acts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clinical education; and its effect is prominent, especially in students 

who require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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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식 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 임상수기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효과 인 임상수기 

교육을 한 교육 방법에 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

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교수, 공

의, 수련의들이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배

우게 되는데, 이때 받은 교육이 했다면 그 기억

은 더욱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Porte et al., 2007). 

교육 방법에 따라 그 수기의 습득과 기억 정도가 다

르기 때문에 효과 인 교육이 필요하다 (Kovacs et 

al., 2000; Porte et al., 2007; Spooner et al., 2007).

  성인 학습 이론에 한 연구에 의하면, 학습을 

진시키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Kovacs et al., 2000; 

Spooner et al., 2007).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 학교는 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조성해 주어야 하고, 학생들은 극 으

로 학습을 ‘경험’하여야 한다 (experience centered). 

마지막으로 학습 목 이 분명해야 하고, 이 목 에 

부합하도록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임상수기를 배울 때에도 이 원리를 

용할 수 있다. 동기 부여와 함께, ‘연습’과 문가의 

‘피드백’은 일부 운동 기술을 요하는 수기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Kovacs et al., 2000; Wulf & Shea, 

2002). 이  연구에 따르면 수기 교육의 습득과 기

억과 련하여 피드백의 효과에 한 연구가 있어 

왔고 (Porte et al., 2007; Spooner et al., 2007), 

Salmoni et al. (1984)에 의하면 피드백은 학생이 올

바른 수행을 하도록 돕는 정  효과가 있다고 하

다. Han et al. (2000)은 외과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경과 기록지 작성 교육시에 피

드백을 용하여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찰하고, 임상 교육에 있어 피드

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의학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연습의 

요성은 강조하는 반면, 교육자가 학생들의 수행을 

찰하고 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의 요성은 

다소 간과되고 있으며, 피드백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효과 으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요령에 

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피드백

을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 주거나, 추상 으로 제시

하여, 피드백의 효과가 기 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Bienstock et al. (2007)에 의하면, 효과 인 피드

백은 구조, 형식  내용과 련 있다고 하 다. 구

조 으로 피드백은 교수와 학생이 상호 편한 시간

에 미리 약속을 하고, 학생의 비 을 유지할 수 있

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한 시기에 

비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요하지만 즉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일 수 있다. 이상

으로 피드백은 특정한 수행을 한 후에 가능하면 빨

리 하는 것이 좋다. 

  피드백의 형식은 학생의 자기 평가, 교수의 평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 (Torre et al., 

2003). 학생에게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배우는 목 에 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며, 교수는 학생의 부족한 과 학생이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의 평가는 

학생이 잘 한 수행은 계속 유지하도록 강조하고 잘 

못된 은 수정하도록 권유하는데, 일부 교수들은 

‘피드백 샌드 치 (feedback sandwich)’ 방법으로 

정  피드백-부정  피드백- 정  피드백의 순서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 (Bienstock et al., 

2007). 한 피드백의 목 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기 한 것이므로 잘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 인 비

은 ‘무엇이 틀렸나’보다는 ‘무엇을 더 향상시킬 수 

있나’에 더 을 맞추고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격

려해야 한다.

  피드백의 내용은 제한 이어야 한다 (Wood, 2000). 

피드백은 특정한 지식, 태도, 행동에 심을 두어야 

하며 특히 교수가 직  찰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Torre et al., 2003). ‘그런 로 괜찮게 수행했다’라

고 말하기 보다는 구체 으로 잘하고 못한 것을 기

술해야 하며 (Wood, 2000), 단하거나 평가하는 언

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연구는, 기본 이고 요하지만 복잡한 정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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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능을 요하여 습득하기 어려운 수기 의 하나인 

기 내 삽 술 교육에서 수기를 직  시연하고 학

생들 개개인의 연습 과정을 찰한 직후 수행에 

하여 구체 으로 피드백을 시행했을 때 그 효과에 

하여 살펴보고,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

안 받는 피드백의 필요성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가. 상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산 학교 의학 문 학원 의학과 4

학년 (154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은 2006년 8

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36주의 필수  

선택실습을 시행하고 2007년 6월 16일에 진료수행

시험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을 치

를 정이었다. 학생들의 수기 능력을 배양하고 진

료수행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임상수기센터를 진료

수행시험 4주 부터 개방하 고, 의학과 4학년 학

생들은 36개의 임상 실습조를 기 으로 임상 실습

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선택하여 미리 약을 하여 

이용하도록 하 다. 실험군과 조군 학생들은 최소 

한번, 1시간 30분 동안 임상수기센터에서 연습하

다. 이때, 문가 1인이 수기 교육을 하되, 학생들을 

임의로 두 군으로 나 어 실험군 66명에게는 학생

들이 기 내 삽 술을 연습할 때 직 으로 피드

백을 하 고, 조군 88명은 스스로 연습하도록 지

켜보았다. 두 집단의 기본 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수기 경험 정도와 수기 시행의 자신감  임상실습 

수를 조사하 다. 피드백의 효과는 2007년 6월 16

일에 시행된 진료수행시험에서 기 내 삽 술의 수

기 수로 비교하 다.

  기 내 삽 술 교육은 의학교육실 소속의 소아과 

문의 1인이 ‘Laerdal Airway Management Trainer’ 

모형을 이용하여 시행하 는데, 가장 요한 수기 

의 하나인 기 내 삽 을 비롯하여 실습기간 동

안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된 수기에 하여 모형

을 이용하여 직  시연하면서 약 40분 동안 교육하

다. 이후에 학생들은 각자 연습을 하 고, 이 때 

실험군에게는 기 내 삽 술에 하여 피드백을 하

다. 피드백은 학생 개개인이 기 내 삽 술을 시

행한 직후에 부분 제시하 으나, 일부는 수기 시

행 에 제시하 다. 목을 지나치게 신 시키거나 

후두경을 후상방으로 조작하여 윗니를 손상시킬 가

능성이 있는 등의 잘못된 수행에 하여 수정해 주

었고, 구인두 기도유지기의 삽입, 후두경의 불빛 확

인  청진하여 깊이를 확인하는 등의 학생들이 수

행하지 않은 항목은 지 하 으며, 직  찰한 수

행에 하여 구체 으로 언 하되 평가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수기 경험 정도에 한 설문 조사

  수기 경험에 한 설문 조사는 본 연구 이 에 실

험군과 조군이 받은 기 내 삽 술 교육에 한 

경험 정도  수행에 한 자신감의 차이 여부를 보

고자 시행하 다. 학생들은 임상수기센터 이용 시에 

임상 실습을 실시하는 동안 받은 수기 교육에 하

여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문지는 의과 학 학장

의회에서 논의된 요 수기 42개 항목에 하여 각

각 경험 정도, 지식과 수기 시행 능력에 한 자신

감 등을 조사하 다. 

다. 피드백 효과의 평가

  피드백 효과는 2007년 6월 16일에 시행된 진료수

행시험에서 학생들의 기 내 삽 술 수기능력 수

의 차이로 평가하 으며, 진료수행시험의 신뢰도는 

0.749 다. 기 내 삽 술 평가 체크리스트는 ‘Atlas 

of bedside procedures, 2nd edition' (Tomas J. Vander 

Salm, Bruce S. Cutler, H. Brownell Wheeler )에 

근거하여, 2006년 본교 응 의학과 교실에 의해 개

발되었다. 기 내 삽 술의 수는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 (16 )와 체수기수행도 (global 

rating, 4 )를 합하여 20  만 으로 하 으며, 임상

의가 담당하 다. 각 체크리스트 항목은 ‘시행’, ‘불

만족 시행’, ‘미시행’의 세 단계로 나 었고, 항목의 

요도에 따라 1~2 으로 배 하 다. 체수기수

행도는 ‘기 이상 (Exceeds expectations)’, ‘기 만족

(Meets expectations)’, ‘기 이하 (Need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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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ocedural Competence between Control and Feedback Groups

Variables
 Control Group

(n=70)
Feedback Group

(n=58)
p

Prior Experience with ETI* (%)

Have never seen  4(5.7)       1(1.7)

  0.53
†

Have observed  32(45.7)      25(43.1)

Have assisted  6(8.6)       9(15.5)

Performed under supervision  18(25.7)      17(29.3)

Performed alone  10(14.3)       6(10.3)

Self-perceived Competence 
Scores for ETI*

‡ (SD)

Knowledge 6.98(1.63)     6.91(1.98)   0.82§

Performance 6.34(1.89)     6.33(2.27)   0.97§

Grades of Previous Clinical
Clerkshipǁ (SD)

3.67(0.39)     3.57(0.41)   0.12
§

* ETI: endotracheal intubation, † Chi-square test, ‡ Data were reported as mean (SD) and the scores were graded on 
10-point scale, 

§ Unpaired two-sample t-test, ǁ Data were reported as mean (SD) and the grades were evaluated on the 
basis of 4.5points.

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분포가 ‘기 이상’이 

10~15%, ‘기 만족’이 80% 이상, ‘기 이하’가 10% 

이하가 되도록 평가자에게 요구하 다.

  한, 습득된 수기의 장기 기억에 한 피드백의 

효과를 보기 하여 연습 일정별로 기 내 삽 술 

평균 수를 비교하 다. 

라. 분석 방법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임상수기센터에서 기 내 

삽  수기를 연습할 때 직  피드백의 효과를 보

기 하여, 진료수행시험시 시행한 기 내 삽  스

테이션의 실험군과 조군의 성 을 비교하 다. 두 

군의 기본 특성은 설문 조사와 2006년 2학기 임상실

습 성 을 근거로 비교하 다. 두 군간의 차이는 독

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 고, 두 군의 기 내 삽

 경험의 차이 여부와 기 이상, 기 만족, 기 이

하의 평가자 평가의 차이 여부는 교차분석으로 빈도

를 비교하 다. 연습 시기에 따른 총 의 비교는 이

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이용하 다. 통계

 유의수 은 .05 수 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 

로그램은 SPSS 12.0 WI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다.

결   과

가. 학생들의 기본 특성 비교

  학생들이 임상수기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작성한 

설문지 128부를 비교 분석하 다. 임상실습을 시행

하는 동안 기 내 삽 의 경험 정도는 조군과 실

험군 모두에서 ‘본 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해보았다’고 응답한 학생

이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 으며, 응답의 분포는 

양 군 간에 비슷하 다 (p=0.53). 한 학생이 기

내 삽 에 한 지식과 수기 시행 능력을 스스로 평

가 해 보았을 때, 조군과 실험군의 지식에 한 

자신감 정도 (6.98±1.63 vs. 6.91±1.98, p=0.82))  

수기 시행 능력에 한 자신감 정도 (6.34±1.89 vs. 

6.33±2.27, p=0.97)는 양 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한편, 2006년 2학기 실습 성 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I).

나. 피드백 여부에 따른 기 내 삽 의 평균 수 

비교

  총 154명 에 교육을 시행한 66명의 기 내 삽

 평균 수는 14.06±3.81 이었고, 피드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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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Scores between Control and Feedback Groups
Unit:Mean(SD)

Items (Score)
Control Group

(n=88)
Feedback Group

(n=66)
p*

 1) Place the patient in the sniffing position. Insert an oropharyngeal 
airway. (1) 

0.23 (0.39) 0.46 (0.47) .00

 2) Ventilate the patient with bag-valve combination for 30 seconds: The 
chest should rise with each breath, at the rate of 10~12 per minute. (2)

0.75 (0.86) 1.19 (0.85) .00

 3) Preparing the tube and laryngoscope: Select the proper-sized tube. 
Make sure that the balloon is functional and intact. Check the 
laryngoscope and blade for proper fit, and make sure that the light 
works. (1)

0.74 (0.27) 0.84 (0.28) .03

 4) Position of the patient: Elevating the patient's head about 10 cm with 
pads under the occiput and extension of the head at the atlanto-
occipital joint. (2)

1.71 (0.45) 1.72 (0.51) .88

 5) Proceed the direct laryngoscopy: Grasp the laryngoscope in the left hand. 
Pass the blade to the right of tongue, pushing tongue to the left. (2)

1.43 (0.50) 1.54 (0.53) .18

 6) Lift the laryngoscope upward and forward. (2) 1.51 (0.53) 1.65 (0.51) .10

 7) Gently pass the tube next the laryngoscope blade through the vocal 
cords into trachea. (2)

1.44 (0.64) 1.48 (0.73) .70

 8) With the 10-mL syringe, inflate the balloon with 5-8 mL of air. (1) 0.72 (0.42) 0.81 (0.35) .19

 9) Confirm that the tube is properly positioned: listen over the stomach 
and each side of the chest with a stethoscope while ventilating. (2)

1.27 (0.84) 1.60 (0.63) .01

10) Wrap adhesive tape around the tube where it comes out of the 
mouth. (1)

0.29 (0.36) 0.43 (0.40) .02

11) Global rating (4) 1.86 (1.04) 2.30 (1.22) .02

Total Scores (20)  11.98 (3.57)  14.06 (3.81) .00

* Unpaired two-sample t-test.

하지 않았던 88명의 평균 수는 11.98±3.57 으로, 

이것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0.05). 

평가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던 항목은 ‘수기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구인두 기도유지기를 삽입

한다.’, ‘백-밸 -마스크 장치로 한 용량과 속도

로 호흡을 보조한다.’, ‘기 내 삽 을 한 당한 

도구를 선택해 확인한다.’, ‘백-밸 를 이용해 튜

로 호흡을 시도하면서 청진기로 기 내로 삽 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삽  후에 튜 를 고정한

다.’의 5개 항목이었다 (Table II).

  한 평가자에 의한 체수기수행도 (global rating)

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양군 간에 뚜렷한 차이가 

찰되었다. 학생들의 체 수기 능력은 기 이상, 기

만족, 기 이하로 평가하 는데, 피드백 여부에 

따라 세 군의 빈도를 비교해 보면, 조군은 88명 

에 기 이상군이 9명 (10.2%), 기 이하군이 15명

(17.0%)인 반면, 피드백을 시행했던 66명은 기 이

상군이 18명 (27.3%), 기 이하군이 8명 (12.1%)으

로, 이는 양 군 간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 다

(χ
2=7.68, p<0.05) (Table III).

다. 임상수기센터 이용 일자별 총 의 평균 비교

  체 학생을 임상수기센터 이용 일자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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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Comparison of Distributions According to Global Rating Between Control and Feedback Groups

Global Rating
Control Group

no. (%)
Feedback Group

no. (%)
χ2 p*

Exceeds Expectations†  9  (10.2) 18  (27.3)

7.68 0.02Meets Expectations
‡ 64  (72.7) 40  (60.6)

Needs Development
§ 15  (17.0)  8  (12.1)

Total 88 (100.0) 66 (100.0)

* Chi-square test, 
† The student's performance is above that expected of most fourth year students, ‡ The student's 

performance is consistent with that expected of a fourth year medical student. 
§

The student's performance or 
technique is significantly below that expected of most fourth year students at this point in the year.

Table IV. Comparison of Endotracheal Intubation Scores According to Training Date Between Feedback and 

Control Groups*

Weeks between Training and CPX†
Control Group Feedback Group

No. Mean±SD No. Mean±SD

From 4 weeks to 3 weeks 31 11.6±3.4 23 14.1±2.5

From 3 weeks to 2 weeks 27 11.6±3.7 11 14.6±4.2

From 2 weeks to 1 weeks 23 13.1±3.4 20 13.3±4.3

Within 1 week  7 11.4±4.6 12 14.9±4.8

Total 88 12.0±3.6 66 14.1±3.8

* Two-way ANOVA, p=0.97, †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분류하여 총 의 평균 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양 군에서 연습 날짜는 총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0.08, p=0.97) (Table IV).

고   찰

  

  과거 수십 년 동안 수기 교육의 기본 원리는 ‘수

기 시행하는 것을 한번 보고, 한번 직  해보고, 다

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라’는 것이었다 (‘see 

one, do one, teach one') (Mason & Strike, 2003). 이

러한 ‘직  해 으로써 배우는’ 개념은 재 의료 

교육 실정에서  희박해지고 있는데, 특히 침습

인 수기나 환자 상태가 하여 즉각 인 처치

가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은 더욱더 경험으로부터 

배우기가 어렵다. 본교 조사에 따르면 기 내 삽

을 ‘도움을 받으면서 해보았다’ 는 ‘혼자 해 보았

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1명 (39.8%)으로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증가시키려고 노

력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하의 학생만이 환자에게 

는 모형에 직  기 내 삽 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고 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모형

이나 비디오를 통한 수기 교육, 임상수기 훈련센터

(clinical skills learning center)의 운 , 컴퓨터를 통

한 시뮬 이션 교육 (computer-based simulation)등이 

임상 실습에서 부족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안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Remmen et al., 1999; Vozenilek 

et al., 2004),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행력을 증

가시키기 한 교육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비디오를 이용한 교육은 많은 수의 학생에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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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설명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의료 기구나 

소모품의 사용을 여 비용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기 내 

삽 을 하는 비디오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기 내 

삽 의 기 성공률은 높이지만 그 경험은 오래가

지 못한다 (Levitan et al., 2001). 실제로 두부와 목

의 자세 잡기 (Kardash & Tessler, 1997), 윗니를 손

상시키지 않고 후두경을 조작하는 기술 (Bishop et 

al., 2001)은 비디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Bradly & Bligh (1999)에 의하면, 압 재는 법을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 비디오로 보여 주는 것보

다 실제로 보여 주는 것이 더욱 효과 이며, 이것은 

학생들을 직  면하여 설명하는 경우 피드백이나 

질문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비디오가 

수기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방 인 반면, 

직  지도는 학생과 교수간의 양방 교류가 가능하

기 때문에 더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가 

학생들을 직  면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 수

기 이해와 습득 정도를 즉각 으로 악할 수 있어 

피드백 교육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단된다. 임상

실습 때와 같이 학생들과 직  면하여 교육할 때

에도 일방 인 설명보다는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내 삽 하는 수기를 교육할 때, 

조군은 수기를 직  시연하고 혼자 연습을 하도록 

한 반면, 실험군은 각자 연습을 할 때 문가가 

에서 잘 되고 잘 못된 에 하여 말로 피드백을 

하 다. 결과 으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20  

만 에 2.1 (10.5%)만큼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본 연구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첫째, 진

료수행시험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4주 부터 교육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수기를 습

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 고 둘째, 학교는 임

상수기센터를 개방하여 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조성하 으며 셋째, 실험군에게

는 피드백을 하 다. ‘동기 부여’와 ‘연습 기회’는 

양군에서 동일하 으므로 실험군에서 의미 있게 높

은 수를 보인 것은 피드백의 효과로 생각되며, 이

것은 학생들 단독의 ‘연습’만으로 임상 수기 능력을 

배양하기는 어려우며 문가의 피드백이 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체크리스트 항

목은 구인두 기도유지기 삽입, 백-밸 -마스크 장치

로 호흡 보조, 기구 선택  후두경의 불 확인 등의 

기 내 삽  의 항목과, 청진하여 깊이 확인  

튜  고정 등과 같은 삽  후의 항목이었다. 이것은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 내 삽 을 단순히 

만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보조를 하기 

해 기도유지기를 삽입하고 백-밸 -마스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술기의 목 을 이해하고 통합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깊이를 확인하기 

해 청진하는 등 세 한 부분에서 더 우수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제로 기 내 삽 을 하는 항목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머리를 

한 자세로 만들어 후두경을 진입시키고 윗니를 손

상시키지 않도록 상방으로 후두경을 들어 올린 

후 튜 를 넣는 데 필요한 능력은 짧은 시간에 획득

하기 어려우며, 연습과 피드백의 반복으로 비로소 

습득할 수 있다 (Kovacs et al., 2000). Plummer & 

Owen (2001)에 의하면, 임상수기센터에서 기 내 

삽 술을 가르칠 때, 기 내 삽 의 성공률은 1회 

연습 후 6%에 불과하고, 15회 연습한 후 약 80%에 

이르 다고 보고하 다.

  체수기평가 (global rating)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 어 보았을 때, 피드백을 받은 군은 조군에 비

하여 기 이하군의 빈도가 고 (10.2%:17.0%), 기

이상군의 빈도가 높았다 (27.3%：12.1%) (χ
2=7.68, 

p<0.05).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의사실기시험 (객

구조화진료시험 는 진료수행시험)에서 ‘합격’, ‘불

합격’으로 평가한다면, 각 학교에서 특히 ‘불합격’ 

가능성이 있는 경계집단 (borderline group)과 하 집

단의 학생들의 임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연습과 더불어 피드백 교육은 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효율 인 임상수기 교육은, 학생들의 수기의 습득

뿐만 아니라 기억도 향상시킨다. Porte et al. (2007)

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합술 교육에 있어 컴

퓨터로 피드백을 하거나 혹은 문가가 말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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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하고 6주 뒤에 평가하 을 때, 문가가 직  

피드백을 한 경우에 학생들이 더 오래 기억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교육 후 바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 시기에 따라 진료수행시험까

지 1~4주의 시간 차이가 있었으나 이 기간에 따른 

총 의 차이는 없었다. 먼  연습했던 학생들의 기

억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 기

억에 해서는 추후 다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피드백은 총  피드백 (summative feedback)과 

형성  피드백 (formative feedback)으로 나  수 있

다 (Bienstock et al., 2007). 총  피드백은 최종

으로 성 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반면, 형

성  피드백은 행동 (behavior)을 고치고 수행

(performance) 능력을 향상시킬 목 으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

다. 피드백은 환자 회진을 돌 때, 발표를 할 때, 병

동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알려  때, 흉부가슴

사진이나 심 도를 독할 때에도 제시할 수 있으

며, Torre et al. (2003)에 의하면 임상실습을 수행하

는 동안 받는 양질의 피드백은 학생들이 좋은 성

을 얻는 가장 요한 인자라는 것을 증명하 다. 

  본 연구에서 피드백은 형성  피드백의 형태로 

제시하 지만, 임상 실습을 마치는 의학과 4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한 이 한계로 생각된다. 최근 조

기임상교육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1학년 교과과정부

터 ‘임상실습입문’의 형태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교도 계획 에 있다. 조기교육에서 학생

들이 받은 피드백은 잘못된 수행을 고쳐 다음에 더 

바람직한 수행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Owen & 

Plummer (2002)는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기 내 

삽 술을 교육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언 한 바 있

다.

  학생들은 효과 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아주 선

호하며, Wolverton & Bosworth (1985)는 학생들이 

좋은 교수의 가장 요한 자질 의 하나로 피드백

을 주는 능력을 꼽았다고 하 고, Hewson & Little

(1998)에 의하면 성인 학습자들은 특히 그들의 수

행에 근거하여 목 에 맞게 주어진 피드백을 선호

한다고 하 다.

  Bienstock et al. (2007)에 의한 효과 인 피드백의 

조건을 요약하면, 피드백은 시기에 알맞게 특정 행

에 구체 으로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기 내 삽 을 시행하는 동안

과 시행하고 나서 즉시 피드백을 하 고, 향상시켜

야 할 부분에 하여 구체 으로 언 하 기 때문

에 피드백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성  

피드백이 수기 훈련의 필수 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국 부분 의과 학 학생들은 피드백을 

제 로 받고 있지 못하며, 게다가 그 피드백은 시간

이 많이 경과된 후 받거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효과 이지 못하다고 하 다 (Bienstock et 

al., 2007). 우리나라에서 피드백의 형태나 정도에 

한 연구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임상실습을 수행

하는 동안 받은 피드백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피드백의 성 한 의문이다.

  피드백은 의학 교육의 필수 인 부분이지만, 교육

자들은 효과 인 피드백에 하여 인지가 부족하다. 

효과 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된 수행을 고쳐 더 바람

직한 결과를 성취하도록 한다. 교육자들이 피드백의 

목 과 구조에 하여 이해한다면 교육이 더 효과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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