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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역할교  경험이 간호 학생의 학습몰입, 셀 리더십과 디 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여 효과

인 시뮬 이션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은 Y 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5
명이었으며, 시뮬 이션 운 을 해 수분 해질 불균형 환자에 한 시나리오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용하 다. 자료 분석
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 으며 동질성과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chi-test와 t-test를 실시하 다.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조군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 시뮬 이션 실습 시에 역할교  경험에 따른 

학습몰입과 셀 리더십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 리핑 만족도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역할경험이 시뮬 이션 만족도를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시뮬 이션 

상황에서 간호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경험을 하는 것은 시뮬 이션을 진행하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학습방법 선택의 목 인 상자의 학습몰입과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리더십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용하여 그 효과를 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ole rotation experience on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A non-equivalence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study was used and included as
participants 203 junior nursing students at Y University. The experimental group (n=103) participated in the teaching 
class using a role rotation experience, while the control group (n=100) received conventional practice education. The 
outcome measurements were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and debriefing satisfa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test, and at-test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total score of learning flow and self 
leadership were similar in the two group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debriefing satisfaction (t=-2.70, 
p=.008),the experimental group (4.24±0.51)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4.03±0.60). Although the
changes regarding the learning flow and self leadership could not be identified, the debriefing satisfaction had been 
affected by the practice education using the role rotation experience. Therefore, to identify the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for further details, more research with diversified subjects and varied durations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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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교육 목표를 극 으로 성취하기 한 방안으로 

학습자의 극  참여와 상호 력  학습활동의 요구가 

증가되면서 학습몰입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1]. 
학습몰입과 함께 핵심역량으로 리더십이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포함되면서, 간호 학생의 리더십 한 강조되고 

있다[2]. 
학습몰입은 학습에 깊이 몰두하여 재미와 즐거움과 

같은 정  감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3]. 즉, 학습
몰입에 한 경험은 학습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망을 

일으켜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 의 과제에 도 하고, 성
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된다[4]. 최
의 학습몰입상태를 경험하기 해서는 학습자가 과제 수

행 목표 도달  자기 자신의 능력에 한 기 나 믿음

이 있어야 하고[5], 자기 자신에게 향력을 행사하기 
한 내  리더십이 필요하다[6]. 이러한 믿음과 내  리더

십의 특성을 반 하는 개념이 셀 리더십이다[1]. 
셀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사고  

행동 략의 일체로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
는 자율 인 힘이다[6,7]. 특히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할 
때 즉각 인 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다. 그러므로 업무를 추진하는 간호사는 개개인이 조
직을 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셀 리더십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8]. 특히 셀 리더십은 선천 이 아니라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 하고 유지 될 수 있다

[6,9-11]. 그러므로 간호사의 셀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의 셀 리

더십 특성을 악하고, 셀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임상 장에서는 환자에 한 직 간호 수행의 

기회는 감소하고 찰 주의 실습이 증가하는 것이 

실이다[12]. 한, 환자 상황을 학습목표에 따라 통제할 
수도 없으며, 임상 장에서 장지도자나 임상실습지도

자가 간호 학생의 간호과정 용에 한 모든 과정을 

찰하고 평가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간호
학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시뮬 이션 교육

이 활용되고 있다[13]. 시뮬 이션 교육은 반복학습, 피
드백, 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의 재 , 극
인 학습자 참여를 진, 실무와 이론과의 통합을 포함

하는 역동  과정이다[14]. 
시뮬 이션 학습에서의 간호문제에 한 학습몰입은 

실제 간호사 역할에 한 이해가 깊어져 임상이 요구하

는 간호역량을 키울 수 있다[15]. 이는 단순 찰이 아닌 
학생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임상이 요구하는 통합  임

상수행능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효과가 증

명되었다[16]. 그러나 재까지 시뮬 이션 련 선행연

구에서는 시뮬 이션 학습  역할교 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운 할 때 다

양한 역할을 교 로 경험하는 것이 간호 학생의 학습몰

입, 셀 리더십, 디 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

하고자 하 으며, 보다 효율 인 간호시뮬 이션 교육방

법과 략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뮬 이션 학습에서 역할교  경험이 간

호 학생의 학습몰입, 셀 리더십  디 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역할교 를 경험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역할교 를 경험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셀 리더

십 정도가 높을 것이다.
- 역할교 를 경험 한 실험군은 조군보다 디 리핑 

만족 정도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질 불균형 환자 간호에 한 시뮬 이

션 기반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시뮬 이션 상황에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간호 학생의 학습몰입, 셀 리더

십, 디 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비

동등성 조군 사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 상자는 D 역시 Y 학교 성인간호학을 

수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 연구 목 과 방법  

기 효과 등을 설명듣고, 자발 으로 연구 참여를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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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수는 
G 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를 한 양
측 검정 유의수  α=.05, 집단 수 n=2, 효과크기 d=.05, 
검정력=.90을 구했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실험군 조
군 각각 88명씩 총 176명이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생은 205명이었으며 수업 분반에 따라 임의 배정하여, 
실험군 103명, 조군 102명으로 배정하 으며 미완성 

설문지를 제출한 조군 2명의 학생은 최종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학습몰입 

학습몰입은 Klein 등이 개발한 도구로[17] 이메일을 
통해 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 다. 5문
항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  5 에서 최고 25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강한 것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셀 리더십은 Houghton과 Neck의 E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근거로[18] Shin, Kim
과 Han 이 우리나라 학생에게 합하게 수정·보완한 
것으로[19] 이메일을 통해 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 다. 행동 심  략 18문항, 자연  보

상 략 5문항, 건설  사고 략 12문항으로 총 35문항
의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  35 에서 최고 175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73-.83, Shin 등의 
연구에서는 70-.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1 디브리핑 만족도

디 리핑 만족도는 Shelly가 개발한 디 리핑 체험 

도구(Debriefing Experience Scale)로[20] 이메일을 통해 
자에게 도구사용의 허락을 받아 측정하 다. 생각과 
느낌 분석 4문항, 이론학습과의 연 성 8문항, 교수자의 
디 리핑 진행 기술 5문항, 교수자의 합한 지도 3문항
으로 총 20문항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  20 에

서 최고 100 의 범 로 수가 높을수록 디 리핑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진행절차

역할교  시뮬 이션 수업은 2015년 4월 3일부터 6
월12일까지 이론수업인 체액, 해질, 산-염기 불균형의 
기 과 임상 실습을 마친 3학년을 상으로 Pre-debriefing, 
시뮬 이션 실습, Post-debriefing 후 사후 조사의 순으
로 운 하 다. Y 학교에서 개발된 수분 해질 불균

형 환자 사례를 용한 시나리오를 활용하 다. 시나리
오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이거나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성인간호학 교수 3인이 교과과정의 학습목표를 고려하
여 개발하 으며 사실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 다. 4개 수업 반의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 추
출로 2개 반씩 나 어 실험군, 조군으로 설정하 으

며, 상자들은 본인이 실험군  조군에 속하는지 사
에 알 수 없었다. 

2.4.1 Pre-debriefing

실험군과 조군 모두 시뮬 이션 실습  시나리오 

상황과 역할에 해 20분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다. 
시나리오 상황은 수분 해질 불균형 환자의 응 상황이

며  구성원 체는 환자에게 본인 소개  개방형으로 

상자 확인, 환자와  맞춤 유지, 환자   손 씻

기, 환자 안  증진을 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역할별로는 리더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역할을 지시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 다. 간호사1과 간호사2는 환
자를 신속하게 사정하고 문제 있는 결과 확인과 보고  

사정결과를  리더에게 알리고 한 처치를 할 수 있

도록 하 으며, 기록자는  구성원들의 수행을 모두 기
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후 실험군은 4번의 시뮬 이션 동안 역할교 를 

통해 모든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조군은 

실습  역할을 정해주고 지속 으로 하나의 역할을 경

험하도록 하 다. 

2.4.2 시뮬레이션 실습 

체액, 해질, 산-염기 불균형의 기   환자 간호에 

한 학습목표에 따라 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 다. 
실험군은 시뮬 이션 실습 을 4명으로 구성하여 리

더, 간호사 1, 간호사 2, 기록자의 모든 역할을 경험하도
록 한 후에 디 리핑을 실시하 다. 실험군은 4개의 역
할을 모두 경험하기 해 5분 시나리오를 4번 반복하
으므로 시나리오 구 에 20분을 소요한 뒤 디 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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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 다.
조군은 시뮬 이션 상황에 필요한 4개 역할  하

나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여 20분 동안 4번 반복 학습
하도록 한 후 디 리핑에 참여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시뮬 이션 운 시간은 동일하게 

Pre-debriefing, 시뮬 이션 실습, Post-debriefing 시간을 
포함하여 90분으로 진행하 다. 이 때 연구자는 실험군
과 조군 모두 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 다.

2.4.3 Post-debriefing

실험군, 조군 모두 시뮬 이션 실습이 끝난 직 후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  배부  회수하 고,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

하 다. 두 그룹의 동질성 검정은 chi-test와 t-test로 분
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학습몰입, 셀 리더십과 

디 리핑 만족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실시하기  K 학 생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No:40525-201504-H –14-02)을 
받고, 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연구자가 설문
지 배포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등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자의 자발 인 동의를 취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연구에 불참하더
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과 연구에 참여

하지 않더라도 성 에는  향이 없음을 충분히 설

명하 다.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본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과 조군에서 

각각 22.7세와 22.3세이었다. 한 실험군과 조군 모

두 90%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인 계, 공만족도, 임

상실습만족도  처경험에서 간이상이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만족도와 처경험이 간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동질성 검증에서는 실험군과 조군 사이에
는 연령, 성별, 인 계, 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처경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

Exp.
(n=100)

Cont.
(n=103)

t/χ² p
n (%) or

M±SD
n (%) or 

M±SD
Age(year) 22.73±1.44 22.38±1.59 -1.61 .110

Sex
Male  8( 8.0)  6( 5.8) 1.43 .488

Female 92(92.0) 97(9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62(62.0%) 64(62.1) 2.11 .349
Neutral 36(36.0%) 39(37.9)

Poor 2( 2.0%) 0( 0.0%)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47(47.0%) 49(47.6%) 0.33 .848
Neutral 52(52.0%) 52(50.5%)
Non-

Satisfaction 1( 1.0%) 2(1 .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53(53.0%) 46(44.7%) 2.95 .399
Neutral 44(44.0%) 53(51.5%)
Non-

Satisfaction 3( 3.0%) 4( 3.9%)

Coping 
experience

Stronly bad 1( 1.0%) 0( 0.0%) 4.39 .356
Bad 5( 5.0%) 6( 5.8%)

So-so 40(40.0%) 36(35.0%)
Well 48(48.0%) 59(57.3%)

Strongly well 6( 6.0%) 2( 1.9%)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3.2 역할교대에 따른 학습몰입 

역할교 에 따른 두 그룹 간의 학습몰입은 실험군 평

균 4.06±0.54 , 조군 4.13±0.63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85, p=.399). 

Variable
Exp.

(n=100)
Cont.

(n=103) t p
M±SD M±SD

Learning flow 4.06±0.54 4.13±0.63 0.85 .399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Difference of learning flow score 
(n=203)

3.3 역할교대에 따른 셀프리더십

역할교 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셀 리더십은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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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41 , 조군 3.74±0.44 으로 조군이 더 높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6, p=.291). 셀
리더십의 하  역인 행동 심  략(t=1.48, p=.142), 
자연  보상 략(t=0.73, p=.469), 건설  사고 력

(t=0.19, p=.846) 모두 조군의 평균 수가 더 높았지

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
Exp.

(n=100)
Cont.

(n=103) t p
M±SD M±SD

Self-leadership 3.68±0.41 3.74±0.44 1.06 .291

Behavior focused strategies 4.06±0.54 4.13±0.63 1.48 .142

Nautural reward strategies 3.68±0.41 3.74±0.44 0.73 .469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4.24±0.51 4.03±0.60 0.19 .846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score   (n=203)

3.4 역할교대에 따른 디브리핑 만족도

역할교 에 따른 두 그룹 간의 디 리핑 만족도는 실

험군 평균 4.24±0.51 , 조군 평균이 4.03±0.60 으로 

실험군의 평균 수가 더 높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2.70, p=.008). 디 리핑 만족도의 하  

역  생각과 느낌 분석(t=-2.32, p=.021), 이론학습과의 
연 성(t=-2.33, p=.021), 교수자의 디 리핑 진행기술

(t=-2.84, p=.005)은 실험군의 평균 수가 조군의 평
균 수보다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자의 합한 지도 역은 실험군의 평균 

수가 높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77, p=.078).

Variable
Exp.

(n=100)
Cont.

(n=103) t p
M±SD M±SD

Debriefing satisfaction 4.24±0.51 4.03±0.60 2.70 .008

Analyzing of thought and feelings 4.00±0.61 3.78±0.68 2.32 .021

Connection with theory 3.71±0.50 3.54±0.58 2.33 .021

Debriefing skill of facilitator 4.30±0.60 4.05±0.67 2.84 .005

Appropriate guidance 2.67±0.39 2.56±0.41 1.77 .078

Exp.= 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Difference of debriefing satisfaction 
(n=203)

  

4. 논의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의 보완  역할로 활발히 용

되고 있는 시뮬 이션 기반 학습은 새로운 수업 설계 방

식의 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응
간호 시뮬 이션 기반 학습에서 많이 용하는 역할교

를 통한 시뮬 이션 경험에 따른 간호 학생의 학습몰

입, 셀 리더십, 디 리핑 만족도를 악하여 시뮬 이

션 실습에서 역할교 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학습몰입은 학습과정과 결과를 직·간 으로 측할 

수 있는 요한 학습자 변인이며 학습효과 측정에 유용

한 변수로[21] 본 연구결과, 역할교  경험을 한 실험군

과 조군의 학습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
습몰입은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실험처치 1회로는 간호 학생의 학습몰입

에 향을 유의하게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시뮬 이

션 로그램의 효과는 최소 4주 이상의 시뮬 이션 운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22]. 그러나 본 연구 상자의 학습몰입 수
는 5  만 에 실험군 평균 4.06 , 조군 4.13 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시뮬 이

션 학습 후 학습몰입을 조사한 Oh와 Kang [23]의 연구
에서 3.34 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4
회 연속으로 시뮬 이션 반복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반복
학습의 효과를 간 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확인을 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셀 리더십 수는 최  5 에 실

험군 평균 3.68 , 조군 평균 3.74 으로 조군의 평

균 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이는 본 연구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연구 한 Yang과 Moon의 3.72  보다 실험군은 낮게 

나타났고, 조군은 높게 나타났으며[7], Lee, Lee와 
Kim의 3.43 [9], Lee, Park과 Kim 의 3학년 3.43  보다 

높게 나타나 반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 
셀 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목표
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하여 끊임없이 연습하는 

등 자율성과 열정을 수반하게 된다[6]. 그러므로 셀 리

더십 향상을 한 시뮬 이션 기반 학습을 보다 다각

으로 기획하고, 제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상자의 디 리핑 만족도 수는 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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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험군 평균 4.24 , 조군 평균 4.03 으로 역할교

 경험을 한 실험군이 조군의 디 리핑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시뮬 이션 교육방법의 최  장

  하나가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며[24], 이를 통해 
극 인 학습참여와 수업에 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25,26]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서 시뮬 이션 상황에 있는 모든 역할을 교 로 경험한 

실험군에서 디 리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러 

역할을 경험하면서 연구 상자의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

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 본 연구의 실험군에 
사용된 디 리핑 방법은 교수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

으므로 시뮬 이션 실습에 문화되어 있지 않은 교수자

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역할교 를 통한 시뮬

이션 방법은 간호교육을 시작하는 보 교육자에게 매

우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1회의 시뮬

이션 수업을 통해 역할교  시뮬 이션의 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체계 인 연구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몰입, 셀 리더십, 디 리핑 만족도에 한 사 , 사
후 비교를 통해 교육방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일 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체 간호 학생에 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뮬 이션 수업의 다

양화와 활용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장에서 역할교

 시뮬 이션을 통한 교육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학생의 실무수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

론을 제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역할교  경험이 간호 학생의 학습몰입, 
셀 리더십, 디 리핑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여 

시뮬 이션 교육방법과 략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한 비동등성 조군 사후 설계의 유사실

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역할교  경험을 한 실험군은 하나의 역할

을 한 조군보다 디 리핑 만족도가 향상된 반면 학습

몰입과 셀 리더십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
뮬 이션 기반 수업기간이 디 리핑 만족도 향상에는 충

분한 교육 시간이었으나, 학습몰입과 셀 리더십의 향상

에 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
만 역할교 를 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기 자료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의 용기간을 늘려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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