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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 지식과 함께 실무 상황에서 임상수행능력

과 자율  비  사고를 바탕으로 한, 련 지식을 통합하

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문인을 양성하

는 것이다(Liaschenko & Peter, 2004). 간호교육은 이론과 실

습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임상실습교육은 간호의 교과과정  

간호교육의 추 이고 핵심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생의 

비  사고와 분석능력, 정신 · 운동 인 능력, 시간 리 기

술 등을 발 시키며 임상수행능력에서의 자신감을 증가시켜 

다(Lofmak & Wikblad, 2001). 그러나 간호학생들의 임상실

습은 직 인 간호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보완

하고자 시뮬 이션 교육이 활용되고 있으며, 직  환자를 경

험할 기회가 감소한 여러 분야의 임상실습에서 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Arthur, Kable, & Levett-Jones, 2011).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학습자

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  사고능력, 문제해

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임상추론 등의 효과성을 보고하 다

(Eun & Bang, 2016; Joo, Sohng, & Kim, 2015). 이와 같은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을 높은 수 의 인지  사고를 향상시

켜 임상  단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육방법으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한 교수 학습 략으

로 보았다(Blum, Borglund, & Parcells, 2010).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은 교수-학습방식이 요한데, 선행 

연구에서 문제 심 학습모형(Problem-based Learning [PBL])형

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Lee, Ahn, Cho, 

& Sohn, 2014). PBL은 교수자가 개발, 제시한 실생활을 기반

으로 하는 복잡하고 비구조 인 과제, 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자를 소그룹으로 편성하고 그들이 심이 되어 학

습할 내용을 도출하고, 해결 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학습방법

이다(Kang & Lee, 2009). 그러나 수업설계와 용을 한 모

형을 정립하지 못하 고, 시뮬 이션 수업에서도 설계 모형의 

요인을 폭넓게 포함하지 못하고 모듈이나 패키지 개발에 

이 맞추어져 용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 이 있다(Roh, Cho, & Lee, 2010). 이러한 제한

을 극복하고 학습자들이 학습한 기술(skill)을 실제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목표 심 시나리오 모형(Goal-based Scenario 

[GBS])은 학습자들에게 구조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의도한 기

능과 지식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을 두며 모듈이나 수업

모형 용을 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Park & Lee, 2009). GBS는 Schank와 Cleary (1995)를 심으

로 만들어진 교수설계 모델로 역동  기억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시나리오는 주인공과 상황, 그리고 배경 요소로 구성되

며 이들 요소들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goal)라고 보

았고, 구성 요소는 교육목표, 임무, 커버스토리, 역할, 시나리

오운 , 자원, 피드백으로 되어 있다(Park & Lee, 2009). 주어

진 과제를 해결할 때 학습 단계마다 구체 으로 명시화된 학

습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과정을 좀 더 정교화, 세분

화, 통제 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 이고 

동 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학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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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큰 혼란스러움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

고 있다(Park & Seo, 2006). 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하여 시뮬 이션 수업은 학습자 수 과 실제  맥락을 고

려하여 시뮬 이션에 합한 시나리오  미션설계와 수행과

제, 시나리오 운 을 효과 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rk & Lee, 2009). 그러나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은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GBS 련 선

행연구는 역사, 환경, 사고개발 (Lee, 2007; Song & Sohn, 

2007) 등에서의 련 연구만 제시되어 있고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시뮬 이션 수업에 한 

다양한 모듈형태와 수업모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BS를 통한 교수 학습목표를 설정

하고 핵심요소인 분석, 설계, 도입, 시나리오 운 , 디 리핑 

 개인 성찰을 통해 학업 성취도  교육목표에 따른 학습

자의 비  사고, 문제해결력  임상추론능력과 임상수행능

력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시뮬 이션 교육에 GBS 수업설계를 

용하여 간호 학생의 비  사고, 문제해결력, 임상 단, 임

상수행능력, 학업 만족도  학업 성취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BS 수업설계를 용한 시뮬 이션 교육이 간

호 학생의 비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임상 단, 임상수

행능력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시도된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시뮬 이션 실습 Ι 교과목을 수강 신청

한 4학년 간호학생 총 180명으로 총 10개 분반으로 나 어 1

개 분반 당 20명 이하로 배치되었다. 선행연구(Kim et al., 

2012)에 따라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로그램을 이용

하 으며 두 군 간 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효과크기

(effect size) .50, 유의수 (α) .05, 검정력(1-β).80 으로 산출한 

결과, 실험군 64명, 조군 64명으로 총 128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GBS 수업설계방식이 아닌 기존의 시뮬 이션 실습 

교육방식에 자발 으로 참여할 의사를 나타낸 조군은 60명

이었고, GBS수업설계방식의 수업에 자발 으로 참여할 의사

를 나타낸 실험군은 70명으로 표본수를 충족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본 연구는 A 학교 생명윤리 원회(승인번호 7003565- 

201603-HR-001-01)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자가 자유 의사에 

의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연구의 목 , 연구방법, 자료

수집  비 보장과 익명, 강제성이 없음을 설명하 고, 언제

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수  성 이나 개

인 평가 등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 으며, 서면

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가 학생들의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 을 산출한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 다.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조군에게도 실험군에서 

용한 일부의 내용을 제외한 수업내용  그룹과제, 강의자

료 등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하 고 수업 후 실험군에서 용

한 내용에 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GBS수업 설계 진행 차

GBS수업 설계의 용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 교수학습 모형 

GBS구성요소는 교육목표, 임무, 커버스토리, 역할, 시나리

오운 , 자원, 피드백으로 되어 있다. 시뮬 이션 실습수업에 

구성 요소에 한 체계 인 단계 설정을 주기 해서는 단계

별 학습목표와 이에 맞는 미션과 과제를 주고 사 학습을 통

해  시나리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모형으로 Sung 

(2005)의 GBS교수설계모형을 토 로 설계하 다. 교수설계모

형은 크게 분석과 설계단계로 구분되는데, 분석단계에서는 

GBS로 설계할 과목을 확인하고 과제를 선정하며 그에 따른 

핵심 기술들을 분석하 다. 과제를 분석하여 학습 계를 확

인하고 학습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 다. 설계단

계에서는 학습목표와 개발 범 를 정하고 임무를 설정하며 

시나리오  역할을 개발하고 학습자 활동과 학습자원을 설

계하며 피드백을 설계하 다.

● 수업 운 의 단계

 ∙ 과목 확인  학습자 요구도 사  분석

GBS수업설계  수업내용을 선정하기 한 설문조사와 수

업모형을 용할 학습자  학습 환경에 하여 사  분석을 

실시하 다. 수업 진행 후 확인이 가능한 학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는 2016년 6월 10일 수업 종료 직후에 설문지를 작성



박  수  진

22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2), 2017년 5월

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회수하 다. 이에 학업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는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에서 제외되었다.

먼  성인간호학 교과목을 이수한 A 학교 간호 학생 178

명을 실험군, 조군으로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수업  2016

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

록 한 후 연구자가 직  회수하 다. 이는 시뮬 이션실습 수

업을 한 주제  요구조사를 하기 한 것으로 성인간호 

임상실습  어렵다고 느낀 간호업무와 함께 강화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주제를 조사한 결과 성인간호 실습에 매우 만족

하다고 한 학생은 3.9%, 만족21.6%, 보통40.1%, 불만족11.6%, 

매우 불만족한 학생은 22.8% 다. 불만족의 이유는 ‘직 수행

이 제한된다.’ 9.5%, ‘이론교육과 연결하기 어렵다.’ 7.3%, ‘실

습사례가 부족하다.’ 4.3%, ‘실습시간이 부족하다.’ 2.2%로 나

타났다. 성인간호 임상실습  어려운 간호업무는 산소공  

장애 상자 간호40.1%, 신장과 요로계 장애 상자 간호

29.3% 다. 성인간호 임상실습에서 강화해야 할 주제는 산소

공  장애 상자 간호43.5%, 양장애 상자 간호28.4%, 신

장과 요로계 장애 상자 간호16.8% 다. 간호 학생이 생각

하는 시뮬 이션실습 교육의 주제는 산소공  장애 상자 

간호가 45.3%, 성기능 장애 상자 간호18.1%, 신장과 요로계 

장애 상자 간호가 15.5% 으며, 간호 학생이 생각하는 시

뮬 이션 교육의 효과는 임상추론능력의 향상34.1%, 임상수행

능력 향상27.6%, 간호지식응용16.4%, 응 시 처능력향상

11.2% 다.   

 

 ∙ 핵심간호술 분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술 20가지의 항목

을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용할 수 있는지 악하 다. 2학

년과 3학년을 상으로 핵심간호술에 한 교육을 진행하

고, 시뮬 이션 실습 교육은 4학년 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

어 이미 핵심술기를 학습한 상태이다. 시뮬 이션 시나리오는 

총 3개로 간성혼수 환자 간호, 당뇨병성 톤산증 환자 간호, 

흉통 환자 간호 으며, 이 시나리오에서 공통 인 핵심간호술

은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 도 모니터 용, 정맥 

수액주입이었다. 간성혼수 환자간호에서는 배출 장과 피하주

사를, 당뇨병성 톤산증 환자 간호에서는 유치도뇨를, 흉통 

환자 간호에서는 경구투약과 기본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을 핵심간호술로 하 다.

 ∙ 학습목표  개발 범  결정

GBS수업설계에서 학습 목표는 성인간호 교과목의 학습 성

과와 연계하 다. 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 학생이 

졸업시 에서 달성하도록 제시한 로그램 학습 성과(Program 

Outcom [PO])와도 연계하여 설정하 다. 실제로 수업할 때 

<Figure 1> GBS Instructional Design.

   * GBS : Goal-based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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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수업설계를 통한 간호 시뮬 이션실습 교육에 하여 오

리엔테이션을 주어 학습 목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 다.

 ∙ 미션  과제 설정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지하기 해 으로 

조를 짜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습 목표에 맞는 미

션과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 수업 주제별 커버스토리 개발  역할 설정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해 개발 범 를 설정하 고, 각 수

업 주제별 학습 목표에 맞추어 커버스토리를 개발하 다. 커

버스토리를 통해 수업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수행하고 

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커버스토리가 제시하는 내

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과제를 세부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자를 상으로 사  교육요구

도를 조사하여 교과목 내용  가장 빈도가 높거나 임상실습 

시 간호사정이나 간호수행이 어렵다고 한 상황을 악하여 

실습을 통하여 상자의 문제 을 악하고 문제해결을 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 시나리오 운  설계

시나리오 운 을 해 개발한 커버스토리는 다양한 매체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Song & Sohn, 2007). 커버스

토리는 미션과 련된 시나리오 상황에 한 설명으로 문

가의 수행, 장에서 활용되는 자료, 학습내용을 직  제시하

는 지침서, 용어사  등의 학습자원으로부터 학습내용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 다(Song & Sohn, 2007). 커버스토리를 바탕

으로 3가지 수업 주제에 맞는 시나리오를 운 하기 해 한 

시나리오 당 4차시에 운 하도록 설계하 다. 각 수업 주제에 

따른 시나리오를 충분히 이해하기 해 학습자원을 활용하고, 

개별학습  별 학습을 통해 미션과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 

 ∙ 학습자 활동 설계

학습자들이 상자의 질환과 시나리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개별 으로 미리 학습하는 것으로 설계

하 다. 즉 선수학습을 통해 질환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자의 문제 을 악하여 원활하게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 다. 이러한 사 학습은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학습 방

법에 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지 미리 악할 수 있다. 별 과제는 상자의 질환에 

하여 토론하면서 질환에 한 집 도를 높이고, 문제해결을 

한 간호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시나리오 

본을 해 역할을 정하고 정한 역할에 해 지속 인 연습시

간을 거쳐 하나의 역할극인 시나리오를 구동함으로써, 상자

의 질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 다. 

 ∙ 학습자원 설계

학습자들이 시나리오 구동환경을 더욱 면 히 이해하기 

해 학습자원을 비하고 개발하 다. 먼  학습자들이 시뮬

이션 수업을 이해하기 해 지침서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교

재들을 비하 다. 시나리오 상황의 질환인 간 병변, 당뇨병

성 톤산증  흉통질환에 한 시뮬 이션 수업의 이해를 

해 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지원하 다. 

질환과 시나리오 상황을 인지시키고자 수업에 필요한 PPT를 

비하여 학습을 도왔고, 연구자의 이론 강의 30분으로 학습

자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시나리오 구동(simulation scenario 

running)에 필요한 기자재  소모품, 그리고 의료장비를 구비

하고 임상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다. 시뮬 이션 

센터를 통해 학습자들이 병원환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

속 으로 안내를 하 으며 실제 시나리오 구동 시에는 학습

자들 스스로가 비 간호사로서 문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 피드백 설계 

수업 주제의 미션을 해결하고자 토의한 내용  지식  시

나리오 구동을 통해 느 던 것을 시나리오 구동 직후 포트

로 작성하게 하여 학습한 상황에 하여 인식하고 간호수행

에 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뮬 이션 에 자가 디 리핑에 한 사  비가 필요

하며,  교육환경에 실 으로 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

안하는 것이 요하나(Ha & Song, 2015)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 수와 부족한 시간으로 부득이하게 시나리오 구동 직후 

진행을 하지 못하고 한 주 뒤에 디 리핑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시나리오 구동 직후 포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억을 

회상시키고 회상된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여 토론

하고 발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 수업운 내용

GBS수업설계에 따라 수업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2시간씩 13주

에 걸쳐 1학 으로 운 되었다. 총 시나리오 3개를 12주차 수

업에 걸쳐 진행하 으며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한 1주차 

수업을 제외한 시나리오 1개당 4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습 목표를 제시하 고, 1차시 

수업을 한 질환에 해 사 학습 과제를 부여하고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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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별 발표 비를 공지하 다. 

1차시 수업은 교수자의 미니강의를 30분정도 실시하여 사

학습의 이해를 도왔으며, 한 시나리오 주제에 한 커버

스토리  핵심간호술을 제시하 다. 세부 학습 목표에 맞는 

간호과정을 용할 수 있도록 사 학습을 통한 조별 토론을 

실시하고 발표를 진행하 다. 1차시 수업에서는 질환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통한 시뮬 이션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

도록 학습자에 동기 부여하는 것이 요한 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시 수업은 모듈회의를 통해 커버스토리에 맞는 시나리

오 본을 작성해 보고 이에 필요한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수

행에 필요한 핵심간호술기를 확인하고 역할에 한 구체 인 

토론을 하 다. 이는 시나리오 상황에 한 충분한 인지와 2

차시 수업을 통해 시나리오 구동에 해 학습자의 상황 단

을 높이고자 하 다. 

3차시에는 시나리오 구동을 한 리핑을 진행하여 시뮬

이션 실습실 환경과 물품, 기자재, 장비를 확인하도록 하

다. 한 구동에 필요한 역할을 설명하 고, 시나리오 구동을 

해 연습시간을 30분 정도 주었다. 이는 충분히 시나리오 구

동 환경에 해 악함으로써 구동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학습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별 구동 시간은 조별로 15분으로 제한하여 실시하

으며(Choi, 2016), 시나리오 구동 시에는 디 리핑을 한 

동 상 촬 을 진행하 고, 시나리오 구동이 끝난 후에는 시

나리오 구동을 진행한 사항에 해 구동 포트를 바로 작성

하도록 하 다. 이는 수업운  단계인 피드백 설계에서 설명

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시뮬 이션 상황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포트를 작성하게 하 고, 자신이 수행한 것을 분석

하고 스스로 잘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발 인 토

론을 진행할 수 있는 지지  방식으로 디 리핑을 진행하고

자 하 다. 

4차시 수업은 디 리핑에 한 단계를 설명하고 이에 필요

한 내용을 PPT로 설명하고 동 상을 통해 진행한 시나리오 

구동을 조별로 확인하면서 디 리핑을 진행하 다. 디 리핑

은 학생들의 사고 수 을 높이고 새로운 성찰 학습을 통해 

재의 지식 기반에 자신의 임상  단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진시킨다

(Ha & Song, 2015). 이러한 디 리핑을 통해 학습자의 상황

단능력과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Chung, Kim, & 

Jeong, 2016), 학습자가 활발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GBS 학습모델의 미션과 과제설정은 우선 으로 주제에 맞

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미션을 주어 학습자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미션은 시나리오 상황에 필

요한 환자 간호에 필요한 교육내용 학습, 시나리오 상황과 환

경에 한 학습, 시나리오 구동을 한 역할 정하기로 미션을 

주어 학습자가 개별학습, 모듈회의,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역

할극 본 작성하기, 시나리오 상황에 맞는 핵심간호술 확인

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토 로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로그램 학습성과에 맞추어 제시하 다(Table 1). 

●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2016년 6월 10일 수업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

으며, 실험군과 조군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일반  특성을 

제외한 변수들에 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회수하 다. 

연구 도구

● 비  사고

비  사고는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 지 는 어떤 행 를 

할 지를 결정하기 해 언어  표 과 행 에 해 그 논리

 구조와 의미를 악하고 개념, 증거, 거, 방법, 맥락 등

을 고려하여 최선의 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이다. 비  

사고의 핵심 기능은 단이며 비  사고의 목 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 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Kim, Park, 

Kim, Jung, & Sung, 2001). 본 연구에서 Yoon (2004)이 개발

한 비  사고의 평가 도구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국  

상황에 합하게 개발된 도구이며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비  사고성향은 총 27문항으로 구

성된 5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

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이었

다.

● 문제해결력

Woo (2000)는 문제해결 과정이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

결을 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선택, 조직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력은 

Woo (2000)가 개발한 도구로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

구에 사용하 다.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능력행 를 조사하

고 신뢰도를 확인하여 문제의 발견, 정의, 해결책 고안, 실행, 

해결의 검토 등이 25문항으로 구성된 5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

뢰도 Cronbach' α는 .94이었다.

● 임상 단능력

임상 단은 간호사가 핵심 인 정보에 주목하여 연 성있는 

반응을 하기 해 상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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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간호사는 능숙한 수행을 해 면 한 의사결정과 숙련된 

문가의 특성인 체를 보는 안목과 직  반응을 이용한

다(Benner, Tanner, & Chesla, 2009). 따라서 임상 단력은 임

상 단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

단능력 도구는 Lasater Clinical Judgment Rubric (LCJR)이 활

용되었다. Lasater (2007)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Sim (2012)에 

의해 간호 시뮬 이션 평가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

한 도구로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구에 사용하 다. 4

의 Likert 척도로 배  처리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  

단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1이었다.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한 지식, 단, 기술을 

보여 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arret 

& Myrick, 1998).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평가 도구는 Lee 

등(1991)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 (2005)이 

수정한 도구로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내용타당도를 높이고자 성인간호학 교수 3인과 간호사 임

상경력 10년 이상인 2인의 검토 후 타당성을 검증해서 본 연

구자가 간호학생에 맞게 다시 수정 보완하 다. 5  Likert 척

도이고,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5이었다.

●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습자가 교수변인과 과제변인에 의해 최 화

되어 학습에 해 정 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Park, 1992), Yoo (2001)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간호 학생이 수강태도, 강의 비, 강의진행  내용, 학

습 평가 등에 있어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 만족도는 Yoo (2001)가 개발한 학습 

만족도 평가도구로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구에 사용

하 다. 내용타당도를 높이고자 간호학과 교수 5인의 검토 후 

타당성을 검증해서 본 연구자가 다시 수정 보완하 다. 학생

의 수강태도, 교수의 강의 비 정도, 강의진행  내용, 학습

평가 등에 하여 그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5  척도 

24개 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6이었다.

● 학업성취도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해 본 연구자가 시뮬 이션 실

<Table 1> Mission and Tasks Design & Development of GBS Learning Model

Learning 
subject

1. Hepatic coma nursing
2. Diabetic ketogenic coma (dka) nursing
3. Chest pain patient nursing

Learning 
objectives

1.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nursing condition and the problem depending on the disease.
2. It is possible to perform core nursing applied for solving nursing problems.
3.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 and medical staff is possible.
4. Nursing process according to nursing problem can be applied. 

Mission
1. Patient nursing learning appropriate to the scenario situation (individual learning and group learning and presentation)
2. Learning scenario situation and environment
3. Define roles for driving scenarios

Learning

1. Individual learning: pre-learning about illness
Group Study: understanding the patient's nursing problem through prior learning about the disease

2. Module meeting: preparing minutes for the nursing process for the disease
3. Creating a role-play scenarios based on the scenario situations
4. Identify key nursing skills for scenario situations

Subject 
Learning 
Outcomes

1.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knowledge of major required for nursing practice.
2.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execute core nursing according to the nursing situation of the subject.
3. Therapeutic communication for accurate nursing problem can be utilized.
4. Clinical reasoning and nursing processes based on critical thinking can be applied.

Program  
Outcomes

(PO)
PO 1,2,3,5*

* PO 1 Apply various cultural knowledge and major knowledge to the nursing practice in an integrated way.
* PO 2 Select and execute the core nursing according to the nursing situation of the subject.
* PO 3 Apply therapeutic communication through verbal nonverbal interaction.
* PO 5 Apply clinical reasoning and nursing process based on critical thinking.
* GBS : Goal-based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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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수업 시 연구자가 수행성과를 보기 해 연구자가 개발한 3

개의 시나리오에 한 평가 체크리스트로 최하 1 에서 최고 

10 으로 3개 시나리오 평가 체크리스트 총합 30  만 으로 

수가 배정되었다.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는 성인간호학 교

수 3인과 임상간호경력 10년차 이상인 경력 간호사 2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21.0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 편차로,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

성 검정은 χ²-test 혹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 다. 실험

군과 조군의 로그램 후 문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능력 

 임상 단, 학습만족도, 비  사고의 평균 차이에 한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

정은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특성과 종속변수에 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조군의 지난 학기 평균성 과 공만족도, 학교

생활만족도, 인 계만족도, 강의식  토론식 수업에 한 

선호도는 차이가 없었으며(Table 2), 사 에 조사한 비  사

고, 문제해결력,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도 두 군 간의 차이가 

<Table 2> Homogeneity Tes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30)

Variables Categories
Exp.(n=70) Cont.(n=60) ϰ² p

n(%) n(%)

Mean score in last semester

A*  2(2.8)  4(6.7)

5.58 .233
B* 60(85.7) 51(85.0)
C*  8(11.5)  3(5.0)
D*  2(3.3)

Major satisfaction
Good 21(30.0) 14(23.3)

3.65 .455Fair 39(55.7) 37(61.6)
Low 10(14.3)  9(15.1)

School life satisfaction
Good  7(10.0)  4(6.7)

1.24 .744Fair 40(57.1) 35(58.3)
Low 23(32.9) 21(35.0)

Peer relationship satisfaction
Good 29(41.4) 25(41.6)

3.17 .366Fair 35(50.0) 34(56.7)
Low  6(8.6)  1(1.7)

Preference for lecture method 
instruction

Very good 13(18.6) 17(28.3)
1.92 .383Good 42(60.0) 30(50.0)

Not very good 15(21.4) 13(21.7)

Preference for discussion class
Very good  4(5.7)  1(1.6)

5.22 .156Good 18(25.7) 13(21.7)
Not very good 48(68.6) 46(76.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A: Excellent
* B: Above Average
* C: Average
* D: Below Average

<Table 3> Verification of Pre-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130)

 Variables
Exp.(n=70) Cont.(n=60)

t p
Mean±SD Mean±SD

 Critical thinking 92.87±9.27 93.71±9.27 - .52 .605

 Problem solving  71.88±15.24  76.17±12.09 -1.75 .082

 Clinical judgment 28.94±6.00 30.18±5.77 -1.20 .234

 Clinical performance  97.29±20.65 102.80±20.73 -1.52 .13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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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GBS수업설계를 용한 시뮬 이션 교육의 효과 

● 비  사고능력 

비  사고능력은 실험군이 사  92.87 에서 사후 98.00

으로, 조군은 93.71 에서 95.00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

으나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은 실험군이 사  71.88 에서 사후 85.89 으로, 

조군은 76.17 에서 81.61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Table 4). 

임상 단력

임상 단력은 실험군이 사  28.94 에서 사후 36.26 으로 

증가하여 30.18 에서 33.72 으로 증가한 조군보다 증가정

도가 유의하게 컸다(p=.010)(Table 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실험군이 사  97.29 에서 사후 125.34

으로 증가하여 102.80 에서 112.63 으로 증가한 조군보다 

증가정도가 유의하게 컸다(p<.001)(Table 4). 

● 학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학업만족도는 실험군이 111.30 으로 조군의 91.83 보다 

높았으며(p<.001), 학업성취도는 실험군이 25.14 으로 조군

의 22.78 보다 높았다((p<.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시뮬 이션실습 수업에 GBS 목표

심 시나리오 수업설계를 용하여 비  사고, 문제해결력,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효과를 

악함으로써 다양한 시뮬 이션실습 수업에 한 수업설계의 

용 가능성에 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 장은 환자의 안 과 권리보장 등이 강조되고 질  

간호에 한 요구가 부각되면서 간호학생의 직  간호를 수

행할 기회가 어져 임상실습교육의 보완으로 시뮬 이션 교

육을 극 도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시뮬 이션실습 교육에서

의 GBS는 학습자들에게 구조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의도한 

기능과 지식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을 두고 있다. GBS는 

학습자 심  교육환경이 강조되며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라

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는 자유스러움과 동시에 동료 학생들

과의 력  학습 활동을 통해 개별  이해를 확인하고 나눔

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한 학습 내용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과 한 연 성이 있는 지에 한 의식을 통해 자연스러

운 학습의 동기부여를 진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Kang & Lee, 2009). 한 GBS는 간호실무의 임상추론이 근

거가 되며,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추론능력  임상수행능력을 

악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해 학습자 수 과 

실제  맥락을 고려한 합한 시나리오  미션설계와 수행

과제, 시나리오 운 을 효과 으로 구성할 수 있다(Park & 

Lee, 2009). GBS와 PBL은 서로 유사한 학습환경의 특징을 지

니고 있지만 학습과정에 있어서 GBS는 미션이라는 세부  

학습내용과 도달해야할 학습 목표가 교수자에 의해 제시되고 

그 안에서 학습 결과나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Kang & Lee, 

2009).  

<Table 4>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30)

 Variables Group
Pre test Post test

t p
Mean±SD Mean±SD

 Critical thinking
Exp.(n=70) 92.87±9.27  98.00±7.59

1.81 .073
Cont.(n=60) 93.71±9.27  95.00±9.11

 Problem solving
Exp.(n=70)  71.88±15.24   85.89±13.08

1.79 .076
Cont.(n=60)  76.17±12.09   81.61±14.07

 Clinical judgment
Exp.(n=70) 28.94±6.00  36.26±4.95

2.62 .010
Cont.(n=60) 30.18±5.77  33.72±6.10

 Clinical performance 
Exp.(n=70)  97.29±20.65  125.34±12.09

5.48 〈.001
Cont.(n=60) 102.80±20.73  112.63±14.35

 Course satisfaction
Exp.(n=70) 111.30±7.92

8.61 〈.001
Cont.(n=60)   91.83±16.90

 Academic achievement 
Exp.(n=70)  25.14±3.37

4.91 〈.001
Cont.(n=60)  22.78±2.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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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비  사고, 문제해결력은 일반 인 시뮬

이션실습 교육과정과 GBS 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차이가 

없었고, 문제해결력에 한 일반 시뮬 이션 수업과정과 GBS 

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의 수업과정에 한 진행이 동일하

게 유지되도록 진행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해결과정에서  

연습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돌발 인 시뮬 이션 상황에서 

당황하여 환자의 반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과 유사하게(Kim et al., 2012) 나타난 결과로 추

후 간호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후 수정식과 상황 조율식으로 문

제를 운 해 볼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2). 

비  사고는 선행연구(Kim et al., 2012)에서 4개의 술기

와 4개의 시나리오를 용하여 1회 1시간씩 총 10주에 걸쳐

서 시뮬 이션 실습을 운 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Kim 

& Kim, 2016; Chung et al., 2016). 이는 돌발 인 상황에서 비

 사고를 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반복학습  자

율학습과 연습이 기회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근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지지가 충분하도록 철

한 비를 통해 시뮬 이션실습 교육의 효과가 극 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Lee & Kim, 2011). 임상 단에서

는 선행연구(Hur & Song, 2015)에서 시뮬 이션의 임상 단

의 효과성을 보고하 고, GBS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에서 

용하고 있는 미션  과제 설정을 통해 시나리오 상황에 

한 이해력이 증가되고 시나리오 상황을 충분히 악하기 

해 매주 단 로 진행해온 미션과 과제의 향으로 임상

단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시뮬 이션실습 교육의 효과

로 선행연구에서(Chae & Choi, 2016; Kim & Kim, 2016) 많

은 효과성을 보인 임상수행능력에서는 본 연구에서 GBS(목표

심 시나리오) 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을 통해 시나리오 

구동에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시나리오에 한 모듈회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악하고 이에 시나리오에 맞도록 핵심간호

술을 용하여 시나리오를 구동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Kim & Kim, 2016)와 마

찬가지로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는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흥미를 이끌어 수업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시뮬 이션 수업에 한 사  학습을 통해 시나리오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 다. 한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

서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가 통계 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 이션 수업에서 단순히 문제해결을 해 시나리오 상

황만을 제시한다면 다양한 사례에 한 시뮬 이션 수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 시나리오에 한 

환경  이해와 구체 인 상황설정  시나리오에 한 충분

한 지식, 그리고 필요한 간호술기에 한 구체 인 수업 내용

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시뮬 이션 수업은 단순한 이론수업의 

지식의 확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해 구체

인 수업목   목표를 제시하고 매주 수업시간에 재 상

황에 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GBS(목표 심 시나리오) 기반 시뮬 이션 수업에서 필

요로 하는 단순한 문제해결만이 아닌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구체 인 목표를 통해 문제해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고 나아가 비 인 사고 향상을 돕도록 끊임없이 시뮬 이

션 환경  시나리오에 한 상황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 교수학습 수업설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아성

찰 한 요한 교수학습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GBS수업설계를 통한 시뮬 이션 수업이 

간호 학생의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 학업만족도  학업성

취도에 효과 인 교육방법 임을 확인하 다. GBS수업설계는 

구조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

하는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시뮬 이션 수업진행을 한 수업설계는 매우 

요하며 학습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수업 로그램이 지속

으로 개발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업설계를 해 

교수자의 역량이 매우 요하며, 교수자는 매 수업운  단계

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시뮬

이션 수업의 필요성과 학습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습자

의 역량을 최 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습자에 한 충분

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학

습자가 비  사고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GBS수업설계의 효과성을 확

인하기 해 다양한 효과를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 본 연구결과 학습자의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확인하

으므로 다양한 시뮬 이션 환경에서의 수업 확 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시뮬 이션에 한 수업설계를 용하여 효과

인 시뮬 이션 수업을 진행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GBS수업설계에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를 논

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성을 확인하기 한 후속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는 시뮬 이션 수

업을 수강 신청한 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것으

로써 일 개 학에서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효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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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뮬 이션실습 교육에 한 명확한 목표를 제

시하고 재의 교육환경에 맞는 학습법으로 진행하기 해 

GBS(목표 심 시나리오)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을 용하

다. 연구의 결과 비  사고, 문제해결력은 실험군과 조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에서는 모두 실험군에서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GBS(목표 심 시나리오)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은 수업모형을 용하기 해 필요한 학습자 요구도

를 사  분석하여 수업내용을 악하도록 하 고, 이에 맞는 

핵심간호술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수업내용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 상황에 맞는 미션을 설정하도록 하 고, 

미션에 맞는 과제와 시나리오 상황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도

록 하 다. 학습자들은 선수학습을 진행하여 질환에 한 지

식함양을 도왔으며, 용단계별 한 략을 설계하여 명확

히 시뮬 이션실습 수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유지되도록 하

다. 시나리오 구동 후 디 리핑을 통해 시나리오 상황을 정확

하게 이해하도록 하 고 잘한 과 개선 을 통해 간호역량

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뮬 이션실습 교육

을 한 수업 모형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시뮬

이션실습 교육에 련된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시뮬 이션실습 교육을 해 GBS(목표 심 

시나리오)를 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다. 

첫째, 일반화가 되기 해 다른 교육환경에서도 GBS(목표 

심 시나리오모형)기반 시뮬 이션 로그램을 용하여 효과

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4학년

을 상으로 시뮬 이션 실습의 효과인 비  사고, 문제해

결력, 임상 단, 임상수행능력, 학업만족도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시도하 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GBS(목표 

심 시나리오모형)기반 시뮬 이션실습 교육에서 리더십, 의사

소통 등의 효과를 보기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시

뮬 이션실습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해 시뮬 이션 교

육과정의 개발과 효과를 규명하기 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

도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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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Application of Nursing Simulation using Goal-based 
Scenario for Nursing Students

Park, Soo Jin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design according to 
Goal-based Scenario constituent elements such as educational goals, mission, cover story, role, scenario operation, 
resources, and feedback in simulation training.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0 nursing students in 
their senior year who enrolled in the simulation exercise Ⅰ course. They were divided into a total of 10 groups 
in which less than 20 students were assign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imulation training 
through Goal-based Scenario instructional design, a design of non-equality control group was carried ou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ritical thinking (t=1.81, p=.073)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1.79, 
p=.076), course satisfaction (t=8.61, p<.001) and academic performance (t=5.48, p=.001) were supported.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a Goal-based Scenario simulation program to present clear objectives for simulating 
training and to advance learning method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presenting an instructional model for various simulated practice education and can be 
used as useful basic data related to simulated train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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