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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반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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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on 
Clinical Competency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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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SIM-PBL) on clini-
cal competency and self-efficacy i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for children. Methods: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irty six 
students in the third year of a 4-year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were recruited conveniently and assigned to the control or intervention 
groups using time difference. Students were all in a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um. The control group received the regular clinical practi-
cum in a hospital setting. For the intervention group, a SIM-PBL education replaced 150 minutes of their clinical practicum. Results: The inter-
vention group showed greater improvement in two areas of clinical competenc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hysical assessment (t= 
3.019, p =.005) and post operation advice (t=2.428, p =.021).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rovement in any areas of 
self-efficacy were found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IM-PBL educa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some areas 
of clinical competence, but not self-efficacy i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for children.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SIM-PBL programs 
for various clinical topics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n the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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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간호 대상자의 질환은 점점 다양해지고, 중증도는 심해

졌으며, 의료 환경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임상간호

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수준 높은 간호

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임상간호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

회의 요구에 따라 간호교육은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대상자 

건강문제 해결에 접목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간호 수행능력 

배양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Benner, Sutphen, Leonard, & Day, 2009). 

특히 복잡한 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접근하는 실습 교육 방법

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이 임상간호 수행능력 향상에 효과적

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시뮬레이션 교육이 갖는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실제 임상실습에서

는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전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Hovancsek, 2006). 아동간호학 영역의 경우 출생률이 감소

함에 따라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병동 내 아동 대상자의 중증도가 상

승하면서 아동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간호수행의 경험을 획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취약한 대상자를 고려하여 안전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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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임상 환경은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실습에 심

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Pauly-O’Neill & Prion, 2013). 특히, 아동

들의 수술 전후 간호는 아동간호학 실습 영역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소아외과 병동의 실습이 가능한 경우는 지역에 

따라, 실습 병원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은 아동간호학의 특정 실습영역에 있어 부족한 실습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의 역할이 가능하다. 미국 간호

사면허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간호학과(대학)의 약 42%에

서 아동간호학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임상실습

의 25% 선에서 병원 중심의 임상실습 시간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den,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호학부 교육과정에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

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제약점이 있다. 우선, 학생 수가 많고, 시뮬레

이션 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교수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 한 번의 시

나리오를 운영하는데 있어 그룹당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교육 시간 동안 개별 학생의 참여도는 극히 

제한적이게 된다. 둘째, 전공지식을 아직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학부 

학생의 경우, 임상사례에 노출 후 즉각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전통적 

시뮬레이션 교육은 많이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또한 새로운 학습법 자

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개별 활동 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Park, Ahn, Kang, Lee, & Sohn, 2013).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고자 시뮬레이션 교육법에 문제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방법인, 문제중심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교

육(simulation integrated with PBL, SIM-PBL)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

된 바 있다. Liaw 등(2010)은 1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응급간호를 SIM-PBL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이

를 PBL로만 교육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군의 임상간호 수행

능력이 더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국내에서도 SIM-PBL을 이용한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측정한 사례가 있다(Chu, Hwang & 

Park, 2006; Kim & Choi, 2008; Lee, Cho, Yang, Roh, & Lee, 2009). 그러

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교육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자가 평가 설문지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는데, 자가 평가 설문지의 경우 효과측정의 정확

성에 대한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보다 객관적 평가방법을 이용한 

효과평가연구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임상능력수행에 미치는 효

과를 측정함에 있어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방법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가장 대표적 평가방법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객관구조화 임상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이다. 그러나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평가는 다양한 모듈 개발, 표준화 환자의 훈련 및 수행 

과정중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기에 인적 물적 자원에 많은 제한이 있

는 간호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새롭게 시도되고 있

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임상수행평가(simulation based clinical exam-

ination, SCE)는 평가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과 비용을 고

려할 때에도 매우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간주된다(Liaw, Scherpbier, 

Rethans, & Klainin-Yobas, 2012). SCE는 건강문제를 지닌 대상자에 대

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주

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평가자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관찰하거나,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이용

하여 평가하게 된다. SCE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는 OSCE 방법과 유

사하게 임상적 상황 안에서의 학생들의 임상간호 수행능력을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센터를 위한 초기 시설비를 

제외한다면, 표준화 환자를 통한 평가 시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소액

의 예산을 가지고도 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의 훈련된 평가

자가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을 미리 녹화하였다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에, 시간적,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간호학 분야의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Shin과 Shim (2010)의 논문을 시작으

로 국내외 논문을 포함하여 학위논문은 2편, 학술지 논문은 5편 정도

가 파악되었다. 이는 성인간호학 실습에서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평가관련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어 극히 제한된 주제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사례가 개발 및 평가되었으며, 대부분 자아효능

감과 같은 자가보고형 평가방법을 이용하는 등 객관구조화임상시험

과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수 역시 매우 적었다(Kim & Choi, 

2011; Lee, Kim, Jung, Kim & Kang, 2013; Park et al., 2013; Shin & Shim, 

2010; Shin, Shim, & Lee, 2013). 이에, 본 연구는 1) 간호대학생에게 아동

대상자의 수술 후 간호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SIM-PBL 교육 프로그램 

및 효과 평가를 위한 SCE 모듈 개발 과정을 기술하고, 2) SIM-PBL 교

육이 학생들의 임상수행 능력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적용한 유사 실험 연

구이다. 중재군에게는 기존의 아동간호 임상실습 중 150분을 SIM-PBL 

교육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기존의 아동간호 임상실습

만을 제공하였다. 중재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대조군 자료 수집을 먼

저 2주 동안 시행하고, 후에 중재군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주간이었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 한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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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의 수는 

Liaw 등(2012)이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SCE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험 전후 SCE 점수는 중

재군은 10.4 ± 2.5에서 20.1 ± 3.3로, 대조군은 10.2 ± 2.4에서 11.2 ± 2.3로 

상승하였다. 이를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계산

한 결과 1.0 이상의 효과크기가 파악되었다. 양측검정,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을 .80으로 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한 그룹 당 최소 표본 

수는 각 4명으로 매우 적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스케줄 상 외과계 실습

을 마친 학생들이 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면서, 정규 실습교과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SIM-PBL 교육 참여 기회를 실습 조 안에서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임상실습 첫 4개 조에 해당되는 36명 

전원으로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그룹당 각 18명으로 참여대상자

수를 결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간호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정규 교과과정을 마치고 아

동간호임상실습에 임하는 3학년 학생들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두 

이전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전무 하였다.

SIM-PBL 및 SCE Module 개발 방법

SIM-PBL 교육 모듈과 SCE 모듈 및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개발

은 아동 간호학 전공 교수 2인, 간호교육학 분야 연구원 2인이 관련문

헌을 근거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후, 소아청소년분야 현직 임상 간호

사 및 수간호사가 구성 내용에 대한 사례의 사실성, 투약을 포함한 간

호행위의 임상현장에서의 수행과의 유사성 등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

하였다.

SIM-PBL 교육 모듈 개발

SIM-PBL 교육 모듈의 주제는 12세 남자 아동의 충수 절제 수술 후

에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통증, 감염위험성, 불안 등)를 설정하고 학

생들이 시나리오 상황 안에서 간호사정, 건강문제 우선순위화, 간호 

계획, 투약을 포함한 간호 중재 및 간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구체적 학습 목표는 첫째, ‘건강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주호소와 관

련된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근

거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

에게 진통소염제를 투약할 수 있다.’ 로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나

리오의 상세 내용을 구성하였다. 

SCE 모듈 개발

SCE를 위한 모듈은 SIM-PBL과 동일한 주제이지만, 대상자의 간호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하였다. 12

세 남자 아동의 충수 절제 수술 후 상처 치유와 관련한 간호 문제를 제

시하여 간호과정을 수행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약물로 항생제를 투

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SCE는 개인별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과정도 SIM-PBL 교육 방법과 같

은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먼저, 임상수행평가 직

전에 사례 분석 및 구상을 위한 15분간의 PBL 시간을 제공하였다. 학

생들에게 사례기술지, 의사처방지시, 투약 기록지, 임상수행평가 시 주

의사항을 배부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해 15분 및 투약 기록

과 설문지 작성을 위한 15분으로 개인별 총 45분이 소요되었다. 각 학

생에게 시험 장소에 입실할 시간을 알려주고 한 학생이 수행평가(시뮬

레이션 구현) 하는 동안에 다른 학생이 도착하여 사례 분석 및 구상에 

들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투약간호수행 장면을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가 평가 공간에 학생과 함께 입실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수행 평가는 녹화하였다. 녹화자료는 체크리스트를 이용

한 SCE 평가에 이용되었다. SCE의 평가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체크

리스트를 이용하여 연구자 2인이 시행하였다. 평가자는 총 6시간의 평

가 방법 숙련을 위한 평가자 훈련을 받았다.

중재

중재군 및 대조군 모두 아동간호학 실습 전에 SIM-PBL 및 SCE에 대

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후 대조군 및 중재군에 각각 다음의 중재가 

제공되었다.

중재군 중재: SIM-PBL 교육 모듈 제공 

중재군은 기존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 중 8시간의 집담회 시간에서 

150분을 SIM-PBL로 대체하였다. 중재를 제공한 시점은 5일간의 임상

실습 중간인 3일째에 SIM-PBL 교육을 제공하였다. SIM-PBL 모듈의 운

영과정은 크게 문제기반학습(60분), 시뮬레이션 구현(15분), 디브리핑 

과정(60분) 및 휴식(15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1회당 3-4명의 학생으

로 구성된 두 개 조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에 참여하였다. 중재 전 학

생들은 SIM-PBL 진행사항 및 시나리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제

비뽑기를 통해 조를 구성하였다. 

문제기반학습 과정 동안 학생들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각 조별로 문제제기, 토론, 술기연습 등을 수행하였다. 학생

들은 간호과정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질문들을 구성해보도

록 지도 받았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행 전에 팀원 간에 역할 분담에 대

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투약 수행 연습을 위해 본 연구자가 팀을 순환

하며 먼저 정맥주사모형을 가지고 교안에 따른 시범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개별 실습을 진행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 훈련된 2명의 교육자가 각 팀을 순회하며 문제기반학습을 조

력하였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조별로 15분간 진행되었으며, 수행 과정은 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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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핑에 사용하기 위해 녹화되었다. 본 연구자가 human-patient simula-

tor (Sim-Man 2G, Laerdal, Stavanger, Norway)를 직접 구동하였으며, 디

브리핑에 사용할 수 있게 조별로 특징적인 사항을 메모하였다. 디브리

핑은 팀 시뮬레이션 수행과정의 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디

브리핑 시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재구

성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구조화된 

교육 내용을 이용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학습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Kneebone, 2003). 본 

연구에서 디브리핑은 Steinwachs (199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기술

(description)단계, 분석(analysis)단계, 적용(application)단계로 질문하면

서 토론을 유도하였다. 기술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간호 문제들은 무엇

이었으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런 중재를 수행

하였는가?’를 질문하였으며, 분석단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었는가?’,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용단계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경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나리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

이었는가?’를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가

능하면 모든 학생이 발언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대조군 중재: 기존 아동간호학 실습 교육

3학년 아동간호학 실습은 1학점으로 총 매일 9시간씩 5일간 진행하

며 임상실습기간 이전에 3시간의 술기평가 및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

어진다. 임상실습 장소는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소아과 외래 등이 

포함되며, 총 8시간의 교수 중심의 집담회 시간이 있다.

연구 도구

임상간호 수행능력

임상간호 수행능력은 SCE 수행과정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여 측

정한 점수로써, 체크리스트는 급성 충수절제수술 후 아동 대상자를 

위한 간호과정 및 투약간호 수행능력에 대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간호과정 수행 영역은 주증상 사정(3문항), 통증사정(4문항), 신

체검진(6문항), 수술 후 교육(2문항) 및 전문가적 태도(3문항)로 이루어

졌고, 투약간호 수행능력(8문항)은 5right의 기본 투약원칙 및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추가된 3개 문항은 투약 

시 목적 설명, 정확한 제형 사용, 그리고 정맥 주사로의 개폐 확인에 대

한 문항이었다. SCE 점수는 하부 영역의 경우 총 항목 중 수행한 항목

의 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총점은 각 하부 영역 점수의 평균

으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경우, 하부 영역별 점수의 비교가 가능하고, 

총점을 계산할 때 특정 하부 영역의 점수가 과대 표현되는 것을 지양

할 수 있는 있는 장점이 있다. 총점의 가능 점수는 0-100점으로 표현되

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평가자 간의 일치도 즉 상관계수 r =.87 (p <  

.00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신뢰도 평가는 이전 문헌에

서 사용되어 적절성이 확인된 바 있다(Hall, Pickett, & Dagnone, 2012; 

Pernar et al., 2012).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Bandura (1997)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

가 개발하였다. SIM-PBL 효과 측정을 위한 자아효능감은 주어진 사례

에 대해 간호과정을 이용하여 본인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정 방법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 타당성이 기술된 바 있다(Park et al., 2013).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임상간호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구

자가 개발하여 예비 연구로 평가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간

호과정 적용 및 안전한 투약 수행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0: 

전혀 자신이 없다.” 에서부터 “10: 최대한 자신이 있다.”의 10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호과정 

적용에 대한 항목 6개와 안전한 투약간호수행과 관련한 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간호과정 적용 영역에서는 주호소와 관련된 주관적·객관

적 정보 획득, 우선순위가 높은 간호진단 선택, 우선순위가 높은 간호

계획 선택, 우선순위가 높은 간호 중재 선택, 그리고 계획한 간호목표

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평

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간호수행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예비 연구 결과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로 측정되었다.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일어난 대학 산하의 임상연구센터 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임상실습 정규교과과정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담당 교수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연

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임상실습 경험의 유무와 같은 일반적 특

성을 조사하고, 임상간호수행에 있어 간호과정 및 기본 간호 수행에 대

한 기본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2학년 학기말의 기본간호학의 이론 및 

실기 점수를 획득하였다. 연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조군 자료를 

먼저 수집한 후에 중재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는 아동간호학 임상실습평가와는 별개로 이루어짐을 설명하

고 대조군, 중재군 모두에게 교육과 평가 내용에 대한 기밀보장 서약

을 획득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아동간호 임상실습 첫째 날 집담회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순차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전 조사 시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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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특성, 자아효능감, 임상간호 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

는 임상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인 마지막 날(5일째)에 동일한 과정으로 

자아효능감, 임상간호 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중재군에게는 아동간

호 임상실습 첫째 날 대조군과 동일한 과정과 내용으로 사전조사(자

아효능감, 임상수행평가)를 시행하고, 임상실습 마지막 날에 사후조사

를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속형 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test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 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조군과 중재군의 SCE와 자아효능감의 차이는 두 집단 간의 중재 전

후의 점수변화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총 36명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령, 성별, 임상실습경험의 유무 및 

기본간호학 점수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세였고, 두 군 모두 각각 1명의 남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절반 이

상의 학생들이 외과계 임상실습을 수행한 바 있었다. 또한 2학년 2학

기의 기본간호학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의 최종 성적을 포함하여 모든 

특성에 대해 두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집

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두 그룹의 SCE를 이용하여 평가한 사전, 사후 임상간호 수행능력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 임상간호 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중재군

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여섯 

개 세부영역 중에서는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투약, 통증 사정, 그리고 주

증상 사정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 평가의 경우, 중재군과 대

조군 모두 임상간호 수행능력이 향상 되었으나, 중재군이 대조군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신체검진

(t=3.019, p =.005)과 수술 후 교육(t=2.428, p =.021)의 두 영역뿐이었다.

두 그룹의 자아효능감은 표3에 제시되어 있다(Table 3). 사전 점수는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비슷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Table 3). 두 군 모두 사후에 자아효능감 점수가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향상하였으나,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able 1. Homogeneity Tests of Characteristic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Characteristics
Intervention group (n = 18) Control group (n = 18)

t or χ² p
Frequencies (%) Mean (SD)* Frequencies (%) Mean (SD)

Age (year) 21.00 (0.91) 21.28 (2.85) -0.40 .696
Gender†

   Male 1 (5.6) 1 (5.6) 0.00 > .999
   Female 17 (94.4) 17 (94.4)
Experience of surgical clinical practicum
   Yes 10 (55.6) 10 (55.6) 0.00 > .999
   No 8 (44.4) 8 (44.4)
Grade in fundamental nursing 
   Theory 67.7 (7.8) 71.2 (6.1) -1.505 .142
   Skills lab 94.2 (4.1) 93.7 (3.7) 0.382 .705

*Standard deviation; †Fisher’s exact test.

Table 2. Comparison of Simulation Based Clinical Examination Scores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for the Two Groups (Intervention=17, Control=18)

Areas of SCE checklist     Groups
Pre

Mean (SD)
Post

Mean (SD)
∆M*

Chief complaint
   assessment 

Intervention 50.0 (90.2) 66.6 (23.6) 17.6 (10.3)
Control 26.0 (29.3) 38.9 (28.6) 13.0 (30.5)
t (p) 1.077 (.289) 0.184 (.855)

Pain assessment Intervention 56.9 (29.5) 60.3 (30.7) 4.4 (42.6)
Control 36.1 (32.3) 47.2 (29.6) 11.1 (23.0)
t (p) 2.020 (.051) 0.928 (.360)

Physical assessment Intervention 25.0 (18.3) 49.0 (18.1) 24.5 (24.4)
Control 23.1 (19.1) 26.9 (20.7) 3.7 (15.7)
t (p) 0.297 (.768) 3.019 (.005)

Post operation advice Intervention 22.2 (25.6) 55.9 (30.0) 35.3 (38.6)
Control 22.2 (25.6) 27.8 (25.6) 5.6 (33.8)
t (p) 0.000 ( > .999) 2.428 (.021)

Professional attitudes Intervention 37.0 (27.7) 45.1 (28.7) 7.84 (32.3)
Control 33.3 (22.9) 42.6 (27.5) 9.26 (29.8)
t (p) 0.437 (.665) -0.135 (.894)

Medication
   administration

Intervention 59.3 (22.9) 80.4 (12.7) 22.9 (22.0)
Control 48.8 (18.3) 66.0 (17.2) 17.3 (19.1)
t (p) 1.519 (.138) 0.803 (.428)

Mean of total items Intervention 41.7 (20.1) 59.6 (11.2) 18.8 (23.7)
Control 31.6 (16.6) 41.6 (15.6) 10.0 (11.3)
t (p) 1.650 (.108) 1.414 (.167)

*∆M = Mean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SCE = Simulation 
based clinical examination;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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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SIM-PBL이 간호대학생의 SCE를 이용하여 측정한 임상간

호 수행능력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써,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논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선, 기존 임상실습을 일부 SIM-PBL 교육으로 대체한 경우 기존임

상실습과 비교하여 임상간호 수행능력이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영역은 향상 되었다. 특히, 신체검진과 수술 후 교육 영역에서 가

장 많은 향상을 보였는데, Sohn, Ahn, Park과 Lee (2012)의 간호대학생

들의 신체검진술과 대상자의 건강증진 교육 능력이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을 통해 두드러지게 향상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 및 의과대학생을(Dewaay, McEvoy, Kern, Alexander, & Ni-

etert, 2013; Walshe, O’Brien, Murphy & Hartigan, 2011) 대상으로 한 기

존 문헌에 의하면 기존의 임상실습이나 건강사정 교과목 안에서 문제

중심 신체검진술을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 제한이 있으며, 시뮬레이션

을 이용한 교육이 기존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한 바 있다. 바쁜 임상실습 환경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검진의 항

목을 정하고, 대상자 교육이나 술기를 병행해가면서 검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한 환경 및 구조화된 

임상사례 맥락 속에서 반복실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이나 표준화 환

자를 이용한 교육이 기존 임상실습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

대할만한 방법이다. 이러한 기존 문헌은 SIM-PBL 교육이 단순술기훈

련을 위해 하위모형을 사용한 기존의 교육과 비교하여 분명한 차이점

이 있음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SIM-PBL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하였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과 

자아효능감과의 일관되지 못한 상관관계를 제시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axter & Norman, 2011; Brannan & Bezanson, 2008). 

SIM-PBL 교육이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한 가능한 이

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고려 가능하다. 우선, 학생들이 목표 임상간

호 수행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각된 자신감은 객관적으

로 관찰된 임상간호 수행능력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를 재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Baxter와 Norman (2011)은 27명의 4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간호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찰

평가를 서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수행을 잘 하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부족함

을 잘 파악하는 반면, 수행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부족함

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임을 기술하였고, 전반적인 메

타인지능력의 부족이 자기평가 및 자아효능감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SIM-PBL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자

가 평가한 자아효능감보다 SCE를 이용하여 평가한 임상간호 수행능

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현상에 대한 가

능한 이유는 본 연구의 SIM-PBL 중재가 강도가 약하고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SIM-PBL에서 제시한 건강문제 해결에 대

한 자신감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을 통해 본인이 자각하는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학습동기를 유발(Cant & 

Cooper, 2009)하고, 이는 수행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과 임상 판단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Lasater, 2007) 자아효능

감은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학습

을 통해 간호교육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자아효

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

습수준에 맞는 사례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문제해결 경험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학습수준이 향상됨

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의 사례에 다양하게 노출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면 긍정적 자아효능감의 축적이 가능하다(Sohn,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for 
the Two Groups (Intervention=18, Control=18)

Areas of Self-efficacy     Groups
Pre

Mean (SD)
Post

Mean (SD)
∆M*

Mean (SD)

Subjective data
   assessment 

Intervention 4.8 (2.1) 6.9 (1.3) 2.2 (2.2)
Control 5.1 (2.1) 6.8 (2.0) 1.7 (2.0)
t-test (p) 0.631 (.532) 0.725 (.473)

Objective data
   assessment 

Intervention 5.6 (2.0) 7.0 (1.7) 1.4 (2.7)
Control 5.0 (2.3) 6.8 (1.7) 1.8 (2.5)
t-test (p) -.704 (.486) - 0.476 (.637)

Prioritizing nursing
   diagnosis 

Intervention 5.0 (1.9) 7.4 (1.1) 2.4 (2.1)
Control 5.6 (2.1) 6.9 (1.8) 1.3 (1.9)
t-test (p) 0.929 (.359) 1.593 (.121)

Prioritizing nursing 
   plans 

Intervention 5.1 (1.9) 6.9 (1.1) 1.8 (1.9)
Control 5.0 (1.9) 6.5 (1.6) 1.5 (1.9)
t-test (p) -0.088 (.930) 0.513 (.612)

Prioritizing nursing
   intervention 

Intervention 4.9 (1.5) 6.7 (1.3) 1.7 (2.0)
Control 5.2 (1.9) 6.2 (2.0) 1.1 (1.5)
t-test (p) 0.294 (.771) 1.102 (.278)

Nursing evaluation Intervention 4.5 (1.5) 6.2 (1.4) 1.7 (1.7)
Control 5.1 (2.1) 6.2 (2.2) 1.1 (1.7)
t-test (p) 1.000 (.324) 1.125 (.269)

Medication
   administration 

Intervention 5.9 (1.7) 7.6 (1.3) 1.7 (1.6)
Control 5.7 (2.2) 6.7 (1.8) 0.9 (0.9)
t-test (p) 0.246 (.807) 1.800 (.081)

Mean of total items Intervention 5.1 (1.3) 6.9 (1.0) 1.8 (1.5)
Control 5.2 (1.9) 6.6 (1.6) 1.3 (1.3)
t-test (p) -0.293 (.771) 1.076 (.290)

*∆M=Mean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intervention. SD=Standard de-
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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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Lee, Park, & Kang, 2013). 다만, 자아효능감을 SIM-PBL과 같은 새

로운 교육방법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보다 세심한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인천지역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대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군이 모두 같은 학년 학생들

이었기에 실험 확산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편의추출과 시

차를 이용한 중재군 대조군의 배정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

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SIM-PBL 

교육 중재 외에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한 잠재적 교란변수들을 통제하

지 못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대상자의 수술 후 간호를 주제로 SIM-PBL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임

상간호 수행능력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CE를 이용하여 임상간호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평가 결과 SIM-PBL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의 대상자 신체검진 능력 및 수술 후 교육과 같은 영역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SIM-PBL 교육

은 기존의 임상실습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실습 현장 및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 기존 실습교육과의 교육적 효과 차이를 다양하게 입

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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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대상자의 수술 후 간호를 주제로 문제기반 

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

lem based learning, SIM-PBL) 개발과정을 기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 수행능력과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대조군 중재군 전후 시차 설계를 통한 유사 실험 연구이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주간이었

다. 연구대상은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간호학 임상실습 중인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고, 시차를 이용하여 

대조군 18명, 중재군 18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기존 임상실

습교육이 제공되고, 중재군에게는 임상실습 시간 중 150분을 SIM-PBL

로 대체하였다. SIM-PBL의 효과 평가를 위해 시뮬이션을 기반으로 한 

임상간호 수행능력 평가(simulation based clinical examination, SCE)와 

자아효능감이 이용되었다.

결과

SIM-PBL 교육을 받은 중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교육 후 임상간

호 수행능력의 향상 정도가 일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신체검진: 3.019, p =.005; 수술 후 교육: t=2.428, p =.021). 그러나 

자아효능감은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M-PBL은 간호대학생들의 아동대상자를 위

한 수술 후 간호 및 투약수행에 대한 임상간호 수행능력의 일부 영역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문

제기반학습의 두 가지 교육방법을 혼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고, 구조화된 체크리스트 도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임상간호 수행능

력을 평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 및 중재의 크기에 따라 효과를 다양하게 입증하는 연구

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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