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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판단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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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Lasater Clinical Judgement Rubric in Korea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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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Lasater Clinical Judgement Rubric for use  with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s: A method-
ological study was used to validate the rubric developed by Lasater to assess clinical judgment during nursing simulation. Participants were 34 
nursing students at K University in Seoul. Between February and May, 2012, analysis was done of 91 video clips recording performance during 
simulation. Results:  Findings show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ubric. For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 score was .884 and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839, which established reliability. The rubric was validated using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tent validity. 
The content validity score was 83%, establishing the appropriateness and readiness of the tool. Factor analysis showed that noticing, responding, 
and reflecting domains had Eigen values of 2.669, 1.991, and 2.912, respectively and were bound, but unlike the original tool in which four fac-
tors noticing, interpretation, responding, and reflecting domains were bound.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rubric shows 
acceptabl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is evaluation tool for nursing simulation allows nursing faculty to objectively 
evaluate students’ clinical judgment as well as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clinical judgment process dur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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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임상 실습은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

시키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으로(Kim, 2006), 간호지식을 현장에

서 적용하여 살아있는 지식으로 창조해 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간

호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Seo, Ahn, & Park, 2009). 이

렇듯 간호학 교육에서 임상실무능력을 키우는 실습교육은 유능한 간

호사를 키워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나, 간호 대상자들이 학생

들의 실습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환자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의료현실에서 학생의 임상실습의 여러 어려움

들이 보고되고 있다(Kwon, 2002).

최근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도입은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 임상 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추천

되고 있다(McCaughey & Traynor, 2010).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학습 

증진과 임상판단능력 향상 및 동료 학생들과의 디브리핑(debriefing)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새로운 인지적 학습을 통합하

는 교육방법으로, 학습 만족도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Shin, Shim, & 

Lee, 2010), 학생의 지식(Nehring & Lashley, 2004) 및 비판적 사고 향상

(Kim, Nam, & Kim, 2014; Lasater, 2007), 문제해결능력 향상(R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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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과 임상수행능력(Haskvitz & Koop, 2004)을 향상시키는 교수법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수 방법이 실습역량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의 임상판단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적합한 평가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

다(Cannon-Diehl, 2009; Nehring & Lashley, 2004). 

임상적 판단(Clinical judgment)이란 무엇을 사정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타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추론을 

이용하여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hodes & Curran, 2005). 간

호학실습에서 학생의 임상판단능력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례연구가 학생의 행동양

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반면에 시뮬레이션 교육은 직접적인 문제행

동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디브

리핑(debriefing) 시간동안에는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학생 스스로의 

통찰, 통합 및 분석능력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Jeffries, 2005)도 있

으며, 시뮬레이션 과정동안 학생의 임상판단능력을 훈련하고 확인 및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향후 간

호학실습에서의 평가방법 개선에 발전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anner (2006)의 임상적 판단 모델(Clinical Judgement Model)의 4단

계(Noticing, Interpreting, Responding, Reflecting)를 기초로 개발된 La-

sater (2007)의 임상 판단 평가 도구(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LCJR)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에서의 임상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LCJR은 4가지 영역의 11가지 하부 문항으로, 초보(be-

ginning, 1점)에서 숙련(exemplary, 4점)인 4개의 척도(4 point likert 

scale)로 구성된다. 실제 LCJR 은 임상적 판단 능력의 개발, 자기평가를 

위한 기회 제공,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으며(Lasater, 2011), 여러 대상자를 포함시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진행해 왔다(Adamson, Gubrud, Sideras, & Lasater, 2012; Shin, Park, & 

Shim, 2015). 현재까지 개발된 각종 시뮬레이션 평가도구를 체계적으

로 고찰한 Davis와 Kimble (2011)은 LCJR이 현재까지의 시뮬레이션 평

가도구 중 간호학 교육의 핵심역량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에서 교육성과 평가에서 인지적, 정서적, 기술적 측

면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Kardong-Edgren과 

Fitzgerald (2010)도 LCJR이 인지적, 정서적, 기술적 측면의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음을 평가 도구 분석연구에서 보고 하였다.

간호학 실습교육은 간호 교육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 실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활용 되어지는 정

서적·인지적·기술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Jeffries, 2005). 환자시뮬레이터(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HPS)를 

활용한 간호 교육은 이러한 세 가지 필수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Jeffries, 2005). 하지만, 시뮬레이

션 실습 교육에 대한 평가는 환경적인 요인, 이론과 임상실습의 연계

성 부족,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간호 시뮬레이션의 평가도

구는 도입기 단계로 국외의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 있는 도구가 부족하여 간호교

육에 있어 시뮬레이션의 적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zie & Cynthia, 2010). 국내 시뮬레이션 교육 평가 관련 선행 연

구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교육 후 학생 만족도, 적극적인 학습 참여 

유도, 자존감 및 자신감 증진 등의 정서적 측면에 편중하여 평가되고 

있다(Lee, Kim, Yeo, Cho, & Kim, 2009). 간호의 필수 영역인 정서적 영

역 외에 인지적, 기술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즉 임

상판단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간호학실

습교육에 시뮬레이션 교수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한국의 간호학실습에

서의 학생의 임상판단평가에 LCJR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판단을 평

가하는 도구인 LCJ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의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실습에서의 간호학생들이 보이는 임상

판단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LCJR의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연구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아동간호 시뮬레이

션실습 수행을 녹화한 91개의 비디오클립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

디오클립은 서울 소재 K대학교 간호학과의 교과과정 중 2012년 아동

간호학실습에 참여하는 4학년 학생 중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행한 34

명이 총 3회에 걸쳐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행하는 것을 녹화한 것이다. 

아동간호학실습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은 영아 활력징후 측정과 발열 

환아 간호, 신생아 응급관리의 총 3회로 구성된다. 도구의 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분석 대상 수는 LC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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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수의 약 8배(Costello & Os-

borne, 2005)에 해당하는 91개의 시뮬레이션 수행 비디오클립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시뮬레이션 실습 시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LCJR 도구가 사용되었다. Lasater Clinical Judgement Rubric (LCJR)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에서 임상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루브

릭 형태로 Lasater (2007)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본 도구는 Tanner 

(2006)의 임상적 판단 모델(Clinical Judgement Model)의 4단계(Notic-

ing, Interpreting, Responding, Reflecting)를 기초로 11가지 하부 문항

으로 구성되었고, 초보(beginning, 1점)에서 숙련(exemplary, 4점)인 4개

의 척도(4 point likert scale)로 배점 처리되며 총점의 범위는 11-44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적 판단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은 

‘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잘함’ 3점, ‘매우 잘함’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판단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LCJR 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보면 대상자에 따라 Cronbach’s α값은 .80-.97이었다(Adamson, 

2011; Mariani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어판 LCJR을 Kore-

an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K-LCJR)로 명명하였다. 도구의 사

용에 대해서는 개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사용허락을 받았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아동간호학실습은 소아과 병동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실습으로 구성되고 이 중 시뮬레이션 실습은 총 3

회가 제공되는데 1회는 초기 활력징후 측정 훈련, 2회는 소아병동 4일

째에 발열 환아 간호 4시간, 3회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습 4일 째에 무

호흡 신생아 응급간호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 실습 시 시

청각 녹화시스템이 갖추어진 실습실에서 1인의 시뮬레이션 운영자와 

코디네이터에 의해 실습이 진행되는 상황을 녹화 할뿐만 아니라 LCJR

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였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 녹화된 내용을 재확인하여 평가를 보완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진행은 K 대학교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면제 허가(KHU IRB 2011-

016)를 받은 후 진행 하였으며, 실습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비

디오 녹화과정을 설명 하였고 연구 참여 및 비디오 녹화에 대한 동의

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번역 역번역

본 도구는 번역에 앞서 LCJR 의 개발자에게 사용 허가를 이메일을 

통해 얻은 후 원 저자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영어로 되어 있는 측정 도

구를 간호학 석사과정생 1인에 의한 1차 번역을 하였다. 역 번역은 영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한국어를 병용할 수 있는 동시 통역사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간호학 교수 1인과 재검토 후 평가 도구의 문장 및 

단어를 수정 하였다. 번역된 도구를 연구자와 번역자가 검토하는 과정

에서 ‘Noticing, Interpreting, Responding, Reflecting’ 등의 단어를 명확

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인지’, ‘해석’, ‘반응’, ‘반영’ 등의 단어로 수정하

였다. 완성된 번역본은 원문을 보지 못한 영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역 

번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자와 번역자가 도구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표현과 어휘의 선택, 번역의 명확성 등을 논의 하고 원본과 대조 검토

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

본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과 평가자 간 신뢰도

(ICC)를 사용하고,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각 영역을 대표하는 간호학 교수 7인의(성인간호

학, 아동간호학, 기본간호학, 모성간호학, 간호관리학)의 CVI (Index of 

Content Validity)를 구하였다. 구성 타당도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LCJR을 사용하여 평가한 자료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원 선발 및 훈련

본 연구에서 LCJR을 이용한 간호학과 대학생의 임상판단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대학원 박사 과정 생 

1인을 선정 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LCJR의 각 항목

별 배점의 근거를 각자 작성 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

하였다. 평가자 훈련과정은 LCJR을 활용한 평가를 위해 연구의 목적, 

내용, 대상자 및 개발 과정과 개념적 기틀을 포함하여 기준을 논의하

여 측정방법의 표준화를 기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실습 학생들을 관찰하여 LCJR를 이용하여 평가

한 점수로 IBM statistic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α로 분석하였고, 평가자간 신뢰도는 Intraclass-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내용 타

당도를 분석하였고 구성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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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0세에서 29세로 평균 연령은 21.7세이며 성별

은 남자 4명(11.8%), 여자 30명(88.2%)이다. 간호학과 입학 결정은 본인 

결정이 26명(76.5%), 타인 권유는 8명(23.5%)으로 대답하였다. 시뮬레이

션 이전 실무 경험에서는 인턴간호사의 경험이 6명(17.6%)이었고, 28명

(82.4%)은 실무 경험이 없었다. 시뮬레이션 관련 수업 경험은 1회가 17

명(50%), 2회가 11명(32.4%), 3회 이상이 6명(17.65)이었다. 

신뢰도

LCJR의 신뢰도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Cronbach’s α 값은 .884였다. 각 문항의 Cronbach’s α 값의 범위는 .668 

-.825로 나타났다. 신뢰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반응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지, 해석, 반영 순이었다. 개별 항목에서는 ‘개선의지 여

부’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항목

Table 1. Reliability of K-LCJR 

Item Cronbach's α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Noticing 1
2
3

Focused observation
Recognizing deviations from expected patterns
Information seeking

.869

.871

.877

.825

Interpretation 4
5

Prioritizing data
Making sense of data

.874

.880
.75

Responding 6
7
8
9

Calm, confident manner
Clear communication
Well-planned intervention/flexibility
Being skillful

.871

.864

.866

.872

.877

Reflecting 10
11

Evaluation/self-analysis
Commitment to improvement

.881

.889
.668

Total .884

K-LCJR = Korean version of the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Table 2. Factor Analysis of K-LCJR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Factor1 (Responding) 9. Being skillful
6. Calm, confident manner
7. Clear communication
8. Well-planned intervention/flexibility

2.912 5.204
1.351
1.017
0.866

47.3

Factor2 (Noticing) 2. Recognizing deviations from expected patterns
1. Focused observation
3. Information seeking
4. Prioritizing data*

2.669 0.576
0.492
0.452
0.349

12.2

Factor3 (Reflecting) 11. Commitment to improvement
10. Evaluation/self-analysis

5. Making sense of data*

1.991 0.282
0.218
0.193

9.24

*Interpreting.    
K-LCJR = Korean version of the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은 ‘분명한 의사소통’이었다(Table 1).

평가자 간 신뢰도

LCJR 도구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훈련받

은 박사과정생 1인이 시뮬레이션 실습 에피소드 13개를 관찰 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3 (95% CI)으로 측정되었다.

타당도

내용 타당도

본 도구의 간호학 실습 평가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측정하고자 전문

가 집단을 이용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Table 2). 

전문가 집단은 간호학 교수 7인(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의 CVI를 구한 합의율은 83% (CVI = 0.75)였다. CVI 합의

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반영’(98%), ‘반응’(96.9%), ‘인지’(96%) 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해석’(91.5%)이었다. LCJR의 종합적인 의견을 4점 척

도(1점: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 2점: 동의하지 않음, 3점: 동의함, 4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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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동의함)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용이성, 적합성, 이해도 

부분에서는 만점 4점에서 모두 3점(±-.63)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적으로 도구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문항의 단계별 어휘를 부드럽게 

이해하도록 수정과 보완이 필요 하다는 것과 1점에서 4점 단계별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영역은 4점(매우 잘함)에서 ‘적절하게 집중적인 관찰’은 ‘초점을 

맞춘 관찰’로 수정하였고, 4점 기준에서 ‘미세한 양상과 기대되는 양상

과의 차이를 구분’은 ‘자료에서 기대양상과 다른 미묘한 양상을 인지’

로 수정하였다. ‘정보 추구’ 4점에서 ‘환자 가족과 상호작용’은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로 수정하였다. 해석영역은 

학습자가 행동 하는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자료의 

우선순위’는 ‘자료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자료의 타당성 판별’은 ‘자료

이해’로 변경하였다. 반응영역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4점에서 

‘책임업무를 알고, 팀 내에서의 업무를 분배함’을 ‘책임감이 있어 팀원

에게 업무를 분배할 줄 알며’로 수정하였고, 2점에서는 ‘전반적으로 환

자와 가족을 안심시킴’을 ‘환자 및 가족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 변경하였다. ‘잘 계획된 중재/융통성’의 1점에서 ‘중재만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능한 해결책만 사용함’을 ‘모호하고 혼돈스러우며 

불완전함. 가끔 모니터링을 하기도 함’으로 변경하였다. 반영 영역은 

‘개선 의지 여부’ 1점에서 ‘비판력이 없거나’를 ‘무비판적이거나’로 수정

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

본 연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의 K 대학의 간호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LCJR을 사용하여 평가한 것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Kaiser-Mey-

erlkin (KMO) 검정과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 

측정치는 종합자료의 경우에 .838로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 

의 구형성 검증 결과 모두 그 값이 .000으로 유의 수준 p < .05 보다 작

아 단위행렬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요인 추출하기 위해서 11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수행 하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모형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주성분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Varimax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도구의 첫 번째 요인은 총 분산의 47.3%를 설명

하였으며 나머지 2개 요인이 총 분산의 21.5%를 설명하여 전체 요인은 

68.8%를 설명하였다. 본 도구는 모든 문항들이 0.50 이상의 요인 적재

량을 보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하부영역으로 묶여짐을 확인했

다. 요인 1은 세 가지 항목이 적재되었는데 이는 모두 ‘반응’ 영역의 항

목이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적재된 항목은 ‘인지’ 영역의 세 가지 항목

들이었다. 세 번째 적재 요인은 ‘반영’ 영역의 두 항목과 ‘해석’ 영역의 

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해석영역의 두 항목인 ‘자료의 우선순위 선

정’과 ‘자료이해’는 각각 ‘자료의 우선순위 선정’은 요인 2에서 .592로 

높은 적재량을 보여 ‘인지영역’에 묶이고, ‘자료이해’ 는 요인 3에서 적

재량 값( .477)이 높음으로 ‘반영’ 영역으로 묶여서 처리되었다. 

논 의

간호학 임상 실습에서 임상적 판단능력을 평가하는 한 방법인 LCJR

의 국내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사용된 도구의 한국어판 임상판단 평가도구(Korea La-

sater Clinical Judgement Rubric) 신뢰도와 타당도가 지지되었다. 그러

나 요인 분석을 통한 하부 영역의 분류에서 원 도구와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각 항목 간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기준

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

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값은 .88로 높은 신뢰

성을 지닌 도구임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서 Adamson (2011)이 29명

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LCJR을 평가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값이 .97이었고, 간호학과 4학년 86명에게 내/외과 간호과

정을 LCJR로 평가 한 Mariani, Cantrell, Meakim, Prieto와 Dreifuerst 

(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값은 .80-.97으로  본 연구

의 신뢰도 값과 비슷한 결과였다. LCJR의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66-.87로 각 영역별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반응’ 영역이

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반영’ 영역이었다. Mariani 등(2012)의 연구에

서도 반응 영역이 Cronbach’s α 값이 .90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던 것

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

는 반응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기준이 명확하고 단계별 점수의 근거

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평가자간 신뢰도 검증은 본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1인이 평가한 점수

를 분석한 결과로 Cronbach’s α 값이 .83로 나타났다. 측정 자료의 신뢰

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값이 .80이거나 일치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Nuannally & Ber-

nstein, 1994)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의 평가자 간 신뢰도는 확보되었

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Adamson 등(2012)의 연

구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 Cronbach α 값이 .88 (95% CI)이었던 것과 비

교해서 본 연구에서의 평가자 간 신뢰도 값이 유사한 것은 평가자를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과 도구의 이해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 타당도를 통해 전문가들은 번역된 도구가 간호학생의 임상판

단과정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표현으로 서술되었고 임상판단능력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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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데 합의하였다. 전문가 

7인의 내용타당도 지수(CVI)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영역은 ‘반영’ 영역

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해석’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영 영역은 ‘평

가/ 자기분석’과 ‘개선의지 여부’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

역은 학습자가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직접 간호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실시간 평가에서 놓친 부분을 충분한 시

간을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어 전문가의 합의율이 

높았다고 사료된다. 전문가의 합의율이 가장 낮게 도출된 것은 해석 

영역으로 이는 단계별 점수 근거가 모호하고 기준 설정의 어려움이 있

어 전문가간 합의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Lee와 Choi (2011)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가장 낮았

던 영역이 해석과 계획이었는데, 이는 관찰평가의 특성상 각 학생의 인

지과정을 타인이 관찰하는 형태에서 이를 추측하고 생각의 연결고리

를 발견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상 판

단을 평가하기 전 과목의 특성과 해석 영역의 각 항목 간의 의미를 명

료히하여 평가자 간의 기준을 제시 한다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LCJR의 용이성과 적합성, 이해도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4점 

만점에서 모두 3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용이성 및 적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루브릭(rubric) 형식이 갖는 장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습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가 평가 결과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후의 과제 수행에 

있어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실습 평가에서 항상 제

기되는 평가 결과의 주관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채점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oskal, & Leydens, 2000). 대부분의 

실습평가는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학습 목표를 구성하지만, 루브릭을 

적용한 평가를 시행할 경우 시뮬레이션 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루브릭

의 단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교수자가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

던 평가 권한을 학생들과 공유하여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LCJR은 11개 문항에 4가지 

수준별 해당 되는 수행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 평가자를 용

이하게 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세한 기준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과목별 특성과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수정 보완 작업이 필

요하다. 또한, 임상 판단 과정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시뮬

레이션 상황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11문항

이 총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원 도구에서 4개의 영역

으로 분류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문항은 ‘해석’ 영역으로 이는 신뢰도 평가와 내용 타당도 평가 과정에

서도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부분이었다.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인

지하는 단계(Noticing)와 반응(Responding)하는 단계를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해석 단계는 현재 수집된 자료를 이

해(Making sense of data)하고 우선순위(Prioritizing data)를 결정한 것

인지 아니면 사전 학습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중재로 제공한 것인지

를 평가자가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모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Sideras (2007)의 구성타당도 검증 연구에서도 해석(Interpreting) 단계

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은 LCJR 뿐만 아니라 인

지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도구가 가질 수 있

는 제한점이라고 판단된다. 학습 성과를 측정할 때 학생의 인지과정을 

학습자의 인지적 회로를 사후 지식으로 점수화하거나 과정을 관찰로 

평가 한다는 것 모두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문에 간호대학생의 임상판단과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Lasater 평가 도

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

석(Interpreting)영역을 보완하는 추후연구와 인지적 영역을 용이하게 

평가하는 지속적인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Lasater 도구가 보인 제한점

을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활동 직후에 간단하게 생각의 흐름을 기

술하게 하여 이를 해석과정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상판단을 포함한 인지과정을 훈련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비판적 사

고 향상을 위한 성찰일지 작성이나, 임상추론망이나 개념지도를 활용

하거나, 디브리핑 동안의 구조화된 토론이나 발표 등(Shin & Kim, 

2014)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전

략이 임상판단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LCJR을 기반으로 개발한 Shin, Shim, Lee와 

Quinn (2014)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판단을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구조모형을 이용해 검증하였을 때 높은 타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과정에서 보이는 임상판

단을 평가하는 도구로 K-LCJR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을 때 내

적일관성과 문항에 대한 전문가간 높은 합의율을 보였다. 또한 요인분

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에서는 기존 도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주

요 영역 중 인지, 반응, 반영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K-LCJR의 

표준화된 사용을 위해 향후 반영과 해석영역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향후 보다 타당성 있는 도구검증을 위해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K-LCJR이 한국 간호 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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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 평가 도구는 실습과정 뿐만 아니라 간

호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습 성과로서의 임상판단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학습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간호교육이 변화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신뢰

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임상판단 평가도구가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임상판단도구의 제한점으로 나타난 해석과 반영

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고, K-LCJR의 수렴타당도 검증 

등의 보완을 통해 보다 유용성 있는 시뮬레이션 평가도구가 제시된다

면 간호대학생의 임상판단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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