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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 간호 시뮬 이션 학습을 한 시나리오 개발과 그의 

효과를 평가하기 함이다. 단일군 사  사후 설계이며 연구 참여자는 4학년 간호 학생이다. 본 연구는 자발

성 뇌출  환자 사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 고, 표 화 환자를 활용한 간호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는 간호

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이 의식사정 등을 포함한 간호

사정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문 인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학습 시나리오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중심어 :∣표준화환자∣시뮬레이션∣신경계∣간호사정∣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imulation learning scenario using standardized patient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it. This study was a pre-post test design with a single group an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case scenario for a patient with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and the 

simulation learning using standardized patients, which was applied in this study, had improved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n nursing students. Through this study, 

the nursing student will grow up to be a professional nurse by learning the nursing assessment 

including consciousness assessment. Also, the simulation learning scenario using standardized 

patient should be developed in the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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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변하는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역은 매우 복잡

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교육과정  실제 환자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한 실습 교육의 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1]. 특히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

장에 잘 응하기 해 숙련된 간호행 와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1], 이를 한 

실습교육이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재 임상실습 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학습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 : 신경계 환자 간호를 중심으로 237

육의 경우 환자의 요구가 더 복잡해지고 빠른 의사결정

이 요구되고 있다[1-3]. 그러나 환자의 안 을 고려하

여 부분 찰교육으로 치됨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

행하기 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하여 간호과정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능력인 핵심간호역량을 키

우는데 어려운 상황이다[1][2][4]. 그러므로 장실무

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안 하고 효과 으로 학

생의 실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2][5-7]. 시뮬 이션 교육은 실제에 근거

한 상황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자신감, 임상수행능력, 의

사소통능력, 비  사고능력,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

력, 학습만족도 등을 증진시킬 수 있어 최근 간호교육

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8-12].

우리나라 3  사망 원인  뇌 질환에 해 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출 성 뇌졸 의 경우 

후가 불량하며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13][14]. 

뇌 손상 환자는 신경학  감시를 비롯한 끊임없는 간호

사정이 요한 지표가 된다[15]. 그러나 졸업학년의 간

호학생들은 성인간호학 역  신경계 환자 간호

역과 실습 장에서 신체사정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으

나[16], 찰 주의 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

에서 이를 한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신경계 환자간호  간호사정에 한 

효과 인 학습 방법으로 시뮬 이션 학습방법  실제 

환자처럼 연기하도록 훈련된 사람인 표 화환자

(Standardized Patient, SP)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부분의 시뮬 이션 학습은 마네킹(Human Patient 

Simulator, HPS)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효과가 나타

났지만 표 화 환자의 이 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17], 표 화환자의 활용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즉각

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고, 실

제 환자처럼 구체 인 경험을 제공하여 신체사정, 간호

기술, 의사소통능력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

과 인 교육방법이다[1]. 

시뮬 이션 학습이 임상실무에서 효과 인 결과를 

나타내고 련 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그에 합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용해야 한다[10]. 

따라서 신경계 환자 간호 역의 시뮬 이션 학습에 

합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외국의 경우 신경계와 

련된 시뮬 이션 시나리오 개발  효과를 보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미국의 메사 세츠 학에서 

신경계와 련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었으나, 시뮬 이션 학습을 진행하기 해 거의 미국간

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 구입한 표

화된 시나리오 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 다[18]. 

국내에서는 신경계 역과 련하여 시뮬 이션 학

습시나리오 개발에 한 연구[16][19]가 이루어졌고,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션 학습에 한 연구는 기

본간호학 수기술[1]  복부수술 후 환자간호를 한 

임상수행능력[20]에 한 내용만 있을 뿐 우리의 임상 

상황에 맞는 뇌출  환자를 포함한 신경계 환자간호 

역에서 간호사정에 을 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 개발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신경계 환자간

호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

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용한 후 그 효과

를 평가하고자 하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해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

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를 개발하

고, 시뮬 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문제해결능

력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수행

된 연구이다.

3. 연구의 가설 
제 1 가설.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문제해결능력 

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가설.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임상수행능력 

수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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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용한 후 문제

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단

일군 사  사후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은 G 역시에 소재한 C 학 간호학과

에 재학 인 4학년 학생들로 선정하 다. 구체 인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간호학 과목 

 신경계 환자간호에 한 이론 수업을 마친 자, 둘

째, 시뮬 이션 수업 경험이 없는 자, 셋째, 교육 참여에 

있어서 신체 , 정신  문제가 없는 자, 넷째,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본인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

한 42명을 편의표집 하 다. 한 상자들은 연구 기

간 동안 시뮬 이션과 련된 다른 수업과 실습은 없었

다. 본 연구자가 직  수업시간에 참석하여 연구의 목

  수업진행방식,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을 충

분히 설명하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단할 수 있으며 단하는 학생들

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 다. 한 

연구 상자의 익명성과 비 유지에 한 설명을 하

고, 연구 상자 모두에게 임상수행능력  모든 설문지

의 결과 수는 성 에 반 되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

고 연구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1.2 for window 로그

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상자 수를 산출하 다. 석소  

등[20]의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를 근거로, 유의수

(α)=.05(양측검정), 검정력(1-β)=.80, 효과크기(d)=0.5

로 단일군 후비교를 한 t-검정에 필요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34명으로 산출되었다. 최

종 연구 상자는 사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상자 

6명을 제외하고 총 36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수를 충족

하 다.

3. 연구도구
1) 문제해결능력
박정환과 우옥희[2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즉각 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 상황에 

해 자신의 기존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의 조건

과 연결하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내어 여러 방법

을 활용하여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22]. 본 도구는 문제의 발견 5문항, 문제의 정의 5

문항, 문제 해결책 고안 5문항, 문제의 실행 5문항, 문제 

해결의 검토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척도로서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주었으며 최  25 에서 최고 125 으로 수

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93이었다. 

2)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자는 시나리오의 상황에 맞는 간호학생의 임

상수행능력을 평가할 도구를 개발하 다. 개발된 도구

는  단계1( 기상태 사정  재) 15문항, 단계2(발작 

발생 시 사정  재) 4문항, 단계3(발작 후 사정  

재) 6문항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문

가 4인(성인간호학 교수 1인, 의학교육과 교수 1인, 8년

차 환자실 간호사 1인, 신경외과 의사 1인)을 통해 내

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0.8이상을 보여 

단계1, 2, 3의 25문항 모두 채택하여 최종 완성하 으며,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0.85 다. 본 도구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완

 수행” 4 , “부분 수행” 2 , “수행 못함” 0 으로 

수를 주었으며, 최  0 에서 최고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에서 2012년 11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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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진행 절차

4.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레
이션 학습시나리오 개발 및 내용 타당도 검증 

1) 시뮬 이션 학습 목표  시나리오 상황 설정

시뮬 이션 시나리오의 내용 구성 틀은 Jeffries[23]

가 제시한 간호교육 시뮬 이션 모델의 시뮬 이션 설

계 템 릿을 기반으로 하고, 교육목표, 충실도( 실감), 

복잡성, 암시(cues), 디 리핑의 5가지 역으로 구성하

여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쳤다.

① 교육 목표

학습목표는 학습을 마친 후 학습자들이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진술한 것으로, 간호학과 교수 2인(기본간호

학 공 교수 1인, 성인간호학 공 교수 1인)의 자문을 

거쳐 시나리오 내용개발에 지침이 되는 학습목표를 박

례와 최경숙[24] 논문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 부분으로 나뉘어 설정하 다. 

② 충실도( 실감) 

충실도는 시뮬 이션을 통해 실 상황을 모방해 놓

은 정도이다[25]. 높은 수 의 시뮬 이션 충실도는 학

습자의 지식을 실무능력으로 환시키고 깊이 있는 실

무 체험학습을 하게 한다는 선행연구[26]에 따라, 본 시

나리오는 학병원의 경력 5년차 이상의 신경외과 

환자실 간호사 2인과 신경외과 공의 1인의 자문을 구

하여 임상에서 실제상황이 복제된 높은 수 의 충실도 

사례를 선정하 다. 사례에 나타난 자발성 뇌출  환자

의 증상으로는 “의식 하, 편마비, 구음장애, 두통, 경

련” 등이 있으며 련 교재[27]를 근거로 하여 포함시

켰다. 

③ 복잡성 

시나리오 구성은 간호과정을 심으로 구성하 는데 

뇌  질환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간호진단[28]  

성 통증, 비효과 인 뇌의 조직 류, 두개내 응능

력 감소, 성 혼돈 등에서 요한 재들인 신경계 감

시, 활력징후 감시, 수액 리, 투약 리, 발작 리 등

을 학습자들이 알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④ 단서(cue)   

교수자는 시뮬 이션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떠

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학

생들에게 시뮬 이션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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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기 해 단서(cues)를 이용하는 것이다.  

⑤ 디 리핑 

시뮬 이션 학습 직후 교수자는 Fanning과 Gaba[29]

가 제시한 서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용

(application) 단계에 따른 질문을 만들어 디 리핑을 

진행하도록 하 다. 

2) 알고리즘 작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나리오에 한 알고리즘은 뇌

출  환자로 왼쪽 편마비, 경한 구음장애, 발작 등의 간

호문제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고, 환자 사정과 재

부분으로 나 어 만들었다. 

3) 내용 타당도 검증

본 연구자가 구성한 시나리오는 문가 4인(성인 간

호학 교수 1인, 5년차 이상의 환자실 경력간호사 2인, 

신경외과 공의 1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

다. 이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학습목표 달성을 한 내

용을 추가, 수정하 으며 학생들의 수 을 고려하여 어

려워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제시하 다. 이를 

토 로 연구자가 일치된 내용만을 선별하여 최종 시나

리오 내용을 완성하 다. 

4) 학습시나리오 시범 용

시나리오 개발 후 사  조사 실시 이 에 개발된 시

뮬 이션 학습시나리오 내용이 학습목표와 일치하는

지, 그리고 시나리오 운 을 한 기술 인 부분을 검

사하기 해 경력 6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 3인에게 학

습시나리오를 시범 용하 다. 시범 용 결과, 상자

의 수 을 고려하여 간호학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간

호술기부분으로 주사 비 과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발

견된 문제 으로 의식사정  운동능력 사정 부분을 간

호학생의 수 에 맞게 수정하 다. 그리고 학습목표에 

부합한 임상상황에 필요한 수기로서 환자 확인, 통증 

사정의 내용을 보완하 다. 

5) 표 화 환자 교육 

표 화 환자는 한국 사이코드라마 회 소속으로 시

나리오 환자역할에 맞는 성별과 비슷한 연령 이며 G 

지역에서 표 화 환자를 연기한 경력 5년 이상인 연기

자이다. 표 화 환자 교육은 연구자가 직  진행하 으

며, 총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 다. 모든 학생에게 

일 되고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표 화된 역할의 필

요성과 정확성, 비 보장의 요성에 해 설명하 다. 

1차 훈련은 훈련용 본 검토와 필요 사항 등을 설명

하 고, 2차 훈련은 환자의 병력을 제공하고 신체 사정 

소견에 해 교육하고 연습하 으며, 3차 훈련은 최종 

연습과 리허설을 시행하 다. 

4.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레
이션 학습시나리오 적용 및 효과 평가

1) 교수자 비

사 조사, 사후조사  시뮬 이션 학습 시 진행한 교

수자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으며, 시나리오 

개발 후에 총 3회의 모임을 통해 시뮬 이션 학습  평

가 일치도가 100% 될 때까지 논의하고 훈련하 다.

2) 사 조사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

션 학습 1주일 에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

가한 후, 문제해결능력  일반  특성에 하여 조사

하 다. 

3) 간호학생 비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의 용

시뮬 이션 학습 시 교육 효과를 반감시키는 학습자

들의 부정  경험(스트 스, 불안, 어리석은 느낌 등)을 

최소화하기 해 학습이 이루어지기  학생들에게 시

뮬 이션 교육의 목 과 물리  환경에 한 충분한 정

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23][30][31]에 따

라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신경계 환자의 의식수  

사정, 뇌졸 , 발작의 종류와 치료  간호에 한 강의

와 시나리오 련 간호수기 실습을 하 다. 한 신경

계 환자 시나리오를 사이버 강좌 홈페이지에 탑재하

여 간호학생들이 시나리오 련 학습과 문제 악  문

제해결을 한 간호계획  재를 수립하여 연습해 오

도록 하 다. 학생들은 시뮬 이션 수업을 해 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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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하도록 한 후 일방향 미러룸(one way mirror 

room)에서 2인 1조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

고, 시나리오 상황의 간호문제 해결을 한 간호사1, 2 

역할을 수행하 다. 표 화 환자의 활력징후, 산소포화

도  심 도 등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방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 고, 학생

들은 간호수행 이외에도 표 화 환자와의 의사소통  

환자상황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나리오 상

황의 실감을 해 표 화 환자에게 환자복, 환자인식

용 팔 , 수액주입펌 가 달린 수액, 비 튜 , 유치

도뇨 , 상지 억제 를 설치하 고, 학생들의 이동 동선

을 고려하여 응 카트(emergency cart), 일반 인 모니

터 물품, 활력징후 물품, 주사용품, 흡인물품, 펜라이트, 

산소공 물품, 채   소변 채취 용기 등을 비치해두

었다. 체 15분 안에 실행되는 틀로 구성하 지만 학

생들의 능력에 따라 운 자(operator)가 시간을 조 하

으며 최소 10분에서 최  20분 동안 진행하 다.

시뮬 이션 학습 직후 6명의 학생들과 함께 디 리핑 

실에서 녹화된 화면을 보며 디 리핑을 30분간 진행하

다. 교수자들은 디 리핑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

여 학생들에게 시나리오 련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하

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도

록 하 다. 디 리핑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행

동, 의사결정, 의사소통, 상치 못한 상황을 다루는 능

력에 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디 리핑

을 해 기실에서 기하는 동안 확산효과를 막기 

하여 먼  수업한 학생들은 아직 수업을 하지 않은 학

생들에게 미리 사 정보를 주지 않도록 약속하 고, 학

생 비실과 디 리핑실을 분리하여 상호교류를 방지하

다. 

4) 사후조사 

시뮬 이션 학습 종료 후 1주일 후에 사 조사와 동

일한 방법으로 임상수행능력평가와 문제해결능력을 조

사하 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정규성 검증 결과 정규 분포를 이루었

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구체 인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 으며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학습 과 후의 임상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

력 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paired t-test를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
레이션 학습시나리오 개발

1) 학습목표 설정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나리오의 시뮬 이션 학습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표 1].

지식

1. 자발성 뇌출혈 질환에 대해 정의내리고 설명한다. 
2. 발작에 대해 정의내리고 설명한다.
3. 의식 사정 및 운동능력 사정에 대해 이해하고 각 

단계를 구별한다.
4. 환자안전수칙을 설명한다.
5. 대상자 사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

하고 통합하여 관련된 정보를 통합한다.

기술

6.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간호진단을 내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간호중재(처방이행)를 
수행한다.

7. 대상자의 의식변화를 구별해낸다.
8. 대상자를 사정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다.
9.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한다.
10. 다학제적 의료팀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태도

11. 신경계 중환자간호 수행에 대해 반영적 사고를 
한다.

12.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는 말로 설명한다.

13. 자신의 학습결과와 학습과정을 스스로 판별하여 
추후학습에 반영한다.

표 1. 시나리오 학습목표

2)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 내용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나리오는 “김아랑” 환자 사례

로서 신경계 환자인 자발성 뇌출  환자는 좌측 편마

비, 경한 구음장애 증상이 있는 상자이다. 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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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나리오 알고리즘

는 신경외과 환자실에 입원 으로 시뮬 이션 시작

은 이 닝 근무 시작 후 상자를 사정하는 시간에서부

터 시작되며 학생들에게 제시된 상황은 아래와 같다. 

‘김아랑님은 30세 여성으로 2년 에 고 압을 진단

받았으며 외래에서 약물 치료 으로 비흡연자이며 음

주는 월 2회로 주량은 회당 1병 정도이고 시청 공무원

으로 일하고 있다. 김아랑님은 내원 3일  오후 8시경

에 운  도  왼쪽 편마비  심한 두통 증상을 느껴 일

반병원에서 뇌컴퓨터촬 술 검사 후 응 실을 통해 

녁 8시경에 신경외과 환자실에 입원하 다. 응 실에 

왔을 당시, 의식상태는 기면(drowsy)으로 라스코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12 이 으며, 경한 구

음장애 증상이 있었고, 안면마비 증상은 없는 상태 으

며, 운동능력은 왼쪽 사지가 근력등 은 3단계(grade 

III) 고, 동공은 왼쪽 3mm, 오른쪽 3mm 크기이며 양

쪽 모두 반사가 있었다. 재 의식상태  운동능

력과 동공은 응 실에 왔을 때 이후 변화가 없다.’ 라고 

제시하 다. 추가 으로 즉시 나타난 임상  징후와 인

계사항을 제시하여 발작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 다. 

발작이 일어나기  의사 처방 화면과 인계사항을 제시

하여 간호학생들이 환자 사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아차릴 수 있도록 제시하 고, 발작이 일어난 후의 의

사 처방 화면과 액검사 결과를 제시하여 발작이 일어

났을 때 행해야 되는 간호수행들을 비하도록 하 다. 

간호사정 내용은 환자확인, 의식수 확인, 운동능력 

사정, 동공사정, 억제  용부  사정, 활력징후측정, 

심 도모니터링, 맥박산소측정기 용  확인, 섭취량

과 배설량 확인, 말 정맥 주사부  사정, 수액주입펌  

사용  확인, 발작양상 사정, 기타 액검사 결과를 확

인하도록 환자상태를 나타내었다. 

간호수행 내용은 낙상 방지를 해 침상 난간 확인하

고 올리기, 압을 확인한 후 고 압에 해 인지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수액의 약물용량 조 하기, 발작이 

발생되면 환자 안 을 해 쿠션을  주기, 억제  해

제하기, 고개를 으로 돌리고 기도유지기 삽입하기, 산

소 용으로 과산소화 시키기  의사에게 환자보고하

기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환자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 다.

한 간호문제가 해결되면 환자는 발작이 멈춘 후 약

물에 의해 수면상태로 안정을 유지하며 의식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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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능력과 동공확인, 활력징후확인, 산소포화도 확인, 

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환자상태를 구성하

다. 한 학생들이 시나리오 흐름도 로 진행을 하

지 않을 경우 교수자는 의사 역할로서 단서(cue)를 제

공하여 시뮬 이션 학습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

시뮬 이션 학습이 끝난 직후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이용하여 “김아랑” 환자의 뇌출  질환의 증상, 라스

코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의식단계와 동

공반사, 운동능력에 한 간호사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 으며, 환자의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섭취량과 배설

량, 경련 양상, 억제  사정과 용 기 , 요 약물의 

응증, 발작 후 간호에 해서도 정리하도록 하 다. 

3) 알고리즘 작성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 학습 용 시 상자의 활력

징후와 심 도, 맥박산소포화도 등을 화면에 표시하기 

해 심맨 로그램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 다.

편집(edit) 메뉴  시나리오 시작(start scenario) 메

뉴를 이용하여 두 개의 틀(frame)로 구성하 다. 처음 

틀에서 “김아랑”환자의 기상태(initial state)에서 활

력징후, 정상리듬의 심 도, 산소포화도를, 두 번째 틀

에서 발작 후 상태로서 변화된 활력징후, 불규칙한 심

도, 낮은 산소포화도를 작성하 고 5분 뒤에 처음 틀

에서 두 번째 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 다. 표 화 환

자는 교수자가 신호를 주면 발작을 하는 것으로 사 에 

약속을 하여 변화된 환자 상태를 나타내 화면과 동시에 

연기할 수 있도록 하 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
레이션 학습시나리오 적용 및 효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성별은 체의 97.2%가 여학생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22.77세이었다. 공에 한 만족도는 

체 으로 만족하 으며, 학교에 한 만족도는 '보통

'이라고 답한 상자가 55.6% 다.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답한 상자가 61.1%로 가장 

많았다[표 2].

2) 가설 검정

(1) 제 1 가설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

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문제해결능력 수가 차

이가 있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하여,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 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하여,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 후에서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수를 분석한 결과, 교육  

평균 73.91 에서 교육 후 평균 83.69 으로 9.78  증

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4.21, 

p<.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3].

특성 분류 n(%) M± SD
나이(세) 22.7±0.7
성별 남성 1  (2.8)

여성 35 (97.2)
종교유무 있음 13 (36.1)

없음 23 (63.9)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 17 (47.3)
보통 14 (38.9)
불만족 5  (13.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만족 13 (36.1)
보통 20 (55.6)
불만족 3  (8.3)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

만족 19 (52.8)
보통 17 (47.2)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 9  (25.0)
보통 22 (61.1)
불만족 5  (13.9)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

  

변수(문항수)
사 사후

t p
M±SD M±SD 

문제해결능력(25) 73.91 
± 12.95

83.69 
± 13.18 -4.21 <.001

문제의 발견(5) 14.58
±3.18

17.05
±2.89 -5.07 <.001

문제의 정의(5) 13.88
±2.79

16.27
±3.36 -4.62 <.001

문제 해결책 고안(5) 15.61
±2.72

17.66
±2.64 -3.62 .001

문제의 실행(5) 14.72
±2.22

16.25
±2.41 -3.69 .001

문제 해결의 검토(5) 14.55
±3.29

16.44
±3.47 -2.97 .005

표 3. 문제해결능력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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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가설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

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임상수행능력 수가 차

이가 있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하여, 표 화 환자를 

이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 후에서 간

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수를 분석한 결과, 교육  

평균 20.38 에서 교육 후 평균 62.05 으로 41.67  증

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15.59,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4].

변수(문항수) 
사 사후

t p
M±SD M±SD 

임상수행능력(25) 20.38 
± 9.71

62.05 
± 13.04 -15.59 <.001

초기상태(15)
간호 사정 및 중재 

16.00
± 7.85

37.00
± 7.92 -11.05 <.001

발작 발생 시(4) 
간호 사정 및 중재 

2.66
± 2.43

12.94
± 3.32 -12.95 <.001

발작 후(6) 
간호 사정 및 중재 

1.72
± 1.44

12.11
± 6.51 -9.27 <.001

표 4. 임상수행능력 점수 변화

  

 

(3) 기타 

① 시뮬 이션 학습 용 후 간호학생들의 주 인 

반응

본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 던 간호학생들에게 학

습 후 느낀 에 해 서술하도록 하 다. 좋았던 으

로는 “실제 환자를 상으로 간호하는 것처럼 생생하

고 뿌듯함을 느 다, 간호사와 환자와의 계에서 반

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이 되었다, 비 인 사고를 할 수 있어 흥미가 생긴다, 

복합 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와 평가 

환경이었다,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감도 얻는 시간이었

다, 임상에 해 부정 인 생각이 정 으로 바 었다,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

는지 알게 되었다,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몰랐던 지식, 

간호, 약물 등에 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주입식 

강의보다 더 효율 이었다.”라고 표 하 다. 개선 으

로는 “디 리핑 시간이 좀 더 상세히 이루어졌으면 좋

겠다, 신경계 환자 시나리오가 어려워서 사 학습 시

간이 많이 필요했다, 건강사정과 련된 기구 등을 좀 

더 다 볼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실제 사람이 발작

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무 긴장되고 무

서워서 떨렸다, 시간이 지연되어 기다리는 게 힘든 

이 아쉬웠다.”등의 의견을 제시하 다.

  

Ⅳ. 논 의 

1.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
레이션 학습시나리오 개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나리오는 의식사정  운동능

력사정 등의 신경학  감시를 비롯한 반 인 환자사

정을 으로 진행하 다. 의식상태 사정은 신경계

병동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간호사들

이 일반 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 재로서 뇌손상 환

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데에 요한 향을 미친다[15]. 

본 연구는 실제 임상상황을 복제한 높은 수 의 충실도 

있는 사례로 박 례 등[24]의 연구에서 제시한 환자

실 뇌 질환자에게 수행한 다수의 간호 재들을 선

별하여 포함하 고, 개발한 시나리오를 간호학생들이 

직  수행해 으로써 간호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

키고 학습의욕을 높여 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더욱이 기존의 시뮬 이션 학습 마네킹은 운동능

력  의식 상태 등의 변화를 섬세하게 나타내기가 어

렵다고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하

다. 표 화 환자는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실제 환자와 구별되지 않아 간호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뮬 이션 학습 시 기존의 임상

수행능력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개별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학습목표를 구체

으로 평가하는 데에 제한 이 있기 때문에[32], 임상수

행능력 평가도구를 본 시나리오 학습 목표에 맞게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이용하 다. 

국내에서 신경계 환자간호 시나리오 개발에 한 

시뮬 이션 연구로는 김진 [19]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시나리오는 뇌졸  환자의 ‘비효율

 기도 청결 문제를 가진 환자 사례’ 으며 마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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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S)를 이용하 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는 5개 이상의 간호진단을 도출 할 수 있

는 실제 임상상황을 유사하게 복제한 사례로서, 표 화 

환자를 활용하여 환자와 면하듯 실제 이고 구체

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이 신경계 환자를 

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간호 재들을 용해볼 수 있

어 보다 효율 으로 간호사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임상 

실무에서 신경계 상자를 간호할 때, 의식상태  환

자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간

호 재를 해 섬세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중환자간호 시뮬
레이션 학습시나리오 적용 및 효과

본 연구에서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

호 시뮬 이션 학습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

력  문제해결능력을 악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

뮬 이션 학습시나리오의 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

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문제해결능

력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엄

미란 등[1] 연구와 Rauen[33]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허 성 심질환 상자 사례

로 간호술기 심의 시나리오를 운 하여 학습 효과를 

본 이명선과 한숙원[34] 연구에서는 총 수  하

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술기를 한 

시나리오가 아닌 본 연구에서는 4학년 수 에 맞는 복

잡한 수 의 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자발 으로 문제해

결 능력의 하  역인 문제의 발견  정의, 문제 해결

책 고안  실행, 문제 해결의 검토를 하 고, 표 화환

자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 

 문제해결을 한 극 인 사고를 진시켜 문제해

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은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

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후 임상수행능

력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

상수행능력 도구를 시나리오에 맞춰 개발하 는데, 하

역은 기상태 간호사정  재, 발작 발생 시 간

호사정  재, 발작 후 간호사정  재로 나 었다. 

이이명선과 한숙원[34]의 연구의 경우 임상수행능력 하

 역으로 환자사정, 의사소통, 간호술기로 나눠, 본 

연구와 하  역별로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

구의 기상태 간호사정  재 역은 환자사정 역

으로 볼 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명

선과 한숙원[3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신

경계 환자간호 역에서 개발한 표 화 환자를 활용

한 시뮬 이션 학습 시나리오는 간호사정을 한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임상수행능력의 효과를 확인한 석소  등[20]의 연구에

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복부 수술 후 환자 간호에 

한 간호수행능력 수가 높았고,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인슐린 피하주사 실습교육 방법의 효과를 확인한 엄미

란 등[1]의 연구에서도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

을 받은 실험군이 통 인 실습교육을 받은 조군보

다 임상수행능력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의과 학생을 

상으로 한 국외 연구[35]에서도 시뮬 이션 학습 방

법이 의 생의 신체사정능력을 더 향상시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이를 통해 시뮬 이션 학습은 간호

수행능력에 한 학습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

습방법이며, 표 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은 마네킹을 이

용한 시뮬 이션 학습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의 하나

인 사실  묘사의 어려움을 극복한 상자의 반응과 의

사소통에 해서도 함께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가 단순한 기

술습득이 아닌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상호작용의 요

성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일개 학에 

국한하여 수행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신 해야 한다. 한 단일군 사  사후 설계로 연구

의 낮은 내  타당도를 보완하기 해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만 모집하 고, 시뮬 이

션 수업 경험이 없고 신경계 환자간호에 한 이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 기간  

제 3변수의 개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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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험의 성숙효과와 조사의 반복측정으로 인한 시

험효과를 통제하지 못하 다. 이러한 제한 이 연구의 

내  타당도를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 간호시뮬 이션 학습

시나리오 개발  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식사정 등 

간호사정을 통해 간호문제를 발견하고 간호수행을 하

고, 학생들의 능동 인 학습을 통한 극 인 문제해

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

된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충실도가 높은 시나리

오의 내용은 학생들이 도 해 볼만한 수 으로 정

인 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에게 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환

자인 뇌출  환자사례에 한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

오를 개발하고 표 화 환자를 활용하여 용하고 그에 

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개발된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간호 

시뮬 이션 학습시나리오는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

이다. 첫째, 본 연구는 표 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 이

션 학습 효과를 검정하기 해 단일군 사  사후 설계

로 조군이 없이 진행되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군

을 둔 연구 설계를 통해 실험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시뮬 이션 학습 역으로 신경계 환자 

이외에도 다양한 역의 시나리오 개발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 

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한 사 사후 평가를 1주일 

과 후에 시행하 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시차별로 효

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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