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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교육을 용한 후 학생의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 투약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 상은 북과 경인지역에 소재한 간호 학생으로 실험군 37명, 조군 41명이었고, 실험군에게는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조군에게는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용하 다. 자료수집은 로그램을 용하기 과 후

에 측정하 고, SPSS WIN Version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시스템 사고

능력(t=2.14, p=.036), 문제해결 극성(t=2.07, p=.042) 투약간호수행능력(t=5.26, p=<.001)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학습

몰입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임상상황에서의 응을 하여 교수자들은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교육을 교과과정에 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어 : 문제 심학습, 시뮬 이션,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SIM-PBL) on nursing students. A non-equivalent pre-post test of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37 

were assigned to an intervention group and 41 to a control group. SIM-PBL was applied to intervention group and 

simulation was applied to control group.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system thinking(t=2.14, p=.036),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t=2.07, p=.042), and performance ability 

for medication(t=5.26, p=<.001) in the intervention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learning flow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In order to adapt to the clinical sett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IM-PBL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urriculum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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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성과기반교육을 통한 졸업생 역량의 향상이 핵심인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이미 3주기에 들어섰고, 이러한 역

량의 향상을 목 으로 부분의 간호교육기 은 이론학

습과 교내 임상실습의 실무를 통합하여 용하는 것

을 로그램학습성과에 포함하고있다[1]. 그러나 간호학

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수 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상자 권리와안 보장의 강화로 인한

찰 주의 임상실습으로 이론과 실무의 통합 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실이다[2]. 이러한 이유로 부분

의 간호교육기 에서 이미 다양한 임상상황에 한 시나

리오와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정규 교과목으로서 시뮬

이션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졸업 정학생의 통

합 용 역량에 한 평가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하는 데 있어 훈련된

교수자, 한 학생수, 실재감과 몰입도 향상을 한 시

뮬 이션 수업 디자인 교육 략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공지식을 아직 충분히 습득하지 않은 학년 학생의

경우, 문제해결을 즉각 으로 요구하는 시뮬 이션 교육

에 해 많은 부담감과 스트 스를 갖게 되는 것이 한계

로 지 되고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교수법을 혼합한 수업디자인이제시되고 있고,

그 문제 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

연계 시뮬 이션 교육(simulation integrated with PBL,

이하 SIM-PBL)이 새로운 안으로 시도되고 있다[4].

PBL은 미리 정해놓은 임상상황과 사례연구를 이용하여

심의자가학습을 통해 학생들의기술, 지식, 능력습

득을 진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31]. 그

러나 PBL 한 실제와 같은 시나리오를 개발했다하더라

도 변화무 한 임상상항에 해 오직 한 개인이 가진 문

제에만 을 맞춘다는 시간집약 단 이 존재한다

[31]. SIM-PBL은 효과 인 문제해결과정을 학습하는

PBL과 실제 간호 수기술을 훈련하기 한 시뮬 이션의

각 단 을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

습자의 극 이고 자발 인 사고를 진하고학업 성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 략으로 볼 수 있다

[5]. 실제 Liaw 등[6]은 SIM-PBL이 PBL만으로 교육하

는 것보다 간호 학생의 임상간호 수행능력이더 우수하

다고 하여 시뮬 이션과 PBL의 연계교육의 더 많은 시

도와 이에 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사고 능력은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임상상황 속에서 간호학생들이 련 지식을 효과 으로

학습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해 함양해야 할 요

한 고등사고 능력이다[7]. SIM-PBL 과정은 간호실무에

한 학습자의 시스템사고를 함양하여 시스템이라는 틀

안에 상호작용하도록 지식을통합하게한다[8,9]. 이 게

학습한 지식 체계는 변화하는 상황을 직 인 시각으로

능동 처가 가능하도록 해주며, 학생이 스스로 과정

에 몰입하여 시스템 안에서 사고의 맥락을 악할 수 있

도록 해 다[10]. Cho & Hwang [2]은 환자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하여 악하는 사고 능력이 시뮬 이션

교육과정에서 요구된다고 하 는데, 좀 더 확장된 통합

교육방법인 SIM-PBL 용을 해 간호학생의 시스

템 사고능력 변화를 악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을 리

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학습몰입은 학습에 깊이 몰두하여 흥미를 수반하는

상태로 간호학생에게 학습 성과를 높여주는 요한 요인

이다[11,12]. 시뮬 이션을 통한 학습몰입은 실제 간호사

의 역할에 한 높은 이해도로 임상에서 요구하는 간호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단순한 찰이 아닌 다양한 시뮬

이션 경험을 통한 임상수행능력을 기를 수 있다[13].

Kang 등[15]은 간호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심층 인지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한 몰입을 통해 문제해결의 극성이 향상하여 문

제해결방법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14].

문제해결 극성은문제를 인지하며, 상황에 하게

응하려는 극성을 의미하며[9], 간호 상자는 여러 복

합 인 임상상황에 직면하므로 간호사는 체계 이고 즉

각 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최근 교수자들은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을 해 PBL TBL, CBL 등의 교수 략

을 활용하고 있다. Rauen[16]은 시뮬 이션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극성의 진과 즉각 인 피드백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 다. 문제해결 능력은 단시

간에 습득할 수 없는 복잡한 인지 략으로서[15] 좀 더

효과 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해 입증된 교수 략의

혼합 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뮬 이션 교육은 성인간호를 비롯한 상 학년

교과목 등에 주로 용되어 이에 한 효과를 평가한 연

구가 부분으로 기본간호학 교과목에 용된 사례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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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해 기본간호학에서 용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의효과를 평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과목의 미수강과 임

상실습 경험의 부재로 인해 무작정 시뮬 이션에 노출

시 자칫 단순히 술기에만 집 하여 의미 없는 수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간호학에서의 시뮬 이션의 용

에 앞서 PBL의 임상문제해결과정을 선행하여 수업의 질

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투약간호는 기본간호학에서

다루는 가장 요한 주제 하나이고, 투약역량은 상

자에게 안 한 간호를 제공하기 하여간호사가 갖추어

야 할 가장 요하고 기본 인 역량이다. Oh & Yoon[17]

의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학 임상실습과교육과정 반에

걸쳐 투약방법에만 큰 비 을 두고 있는 실이며 직

으로 6 Right 투약용량 계산법 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항목에 해서는실무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SIM-PBL 교육은 PBL을 통해 학습된 다양한 결과를

시뮬 이터에 직 용하고 디 리핑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

식을 구성하는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구성주

의 에서 SIM-PBL을 이용한 교육을 개발하고, 이

의 효과를 측정한 사례가 있다. 이들 기존 연구를 살펴

보면 부분이 수행능력 주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문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자신감, 의사소통

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2,4,18,19], 부분이 고학년

상의 단일군 후연구로 수행능력에 한 자가보고식

평가가 부분으로 객 화된 평가방법을 사용한 조군

후설계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

습자 심 자기주도 학습방법인 PBL과 임상상황을 재

할 수 있는 시뮬 이션을 통합한수업설계를 용하여

기본간호학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간호학생의

SIM-PBL 모듈을 개발하고 SIM-PBL 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과 시뮬 이션 교육만을 제공받은 조군간에 시

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 투약간호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 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SIM-PBL 교육을

용한 후 학생의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 투약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비동

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Table 1 참

고).

Tabl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1 E2

Control group C1 X2 C2

C1, E1 (Pretest): system thinking, learning flow,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C2, E2 (Posttest): system thinking, learning flow,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ability for medication
X1: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X2: Simulation

2.2 SIM-PBL  듈  개 과 용

2.2.1 SIM-PBL  듈  개  

SIM-PBL 교육 모듈의 주제는 ‘수술을 앞둔 65세 발

목 골 여성 상자의 투약간호’이며, 구체 인 학습목

표는 첫째, ‘ 상자 상태를 사정하여 주호소와 련된 주·

객 자료를 악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상자의 간호문제를 도출한다.’ 셋째, ‘간호문제의 우선

순 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한 간호계획을 세우고

투약간호를 수행한다.’ 넷째, ‘투약간호수행에 따른 간호

기록을 정확히 수행한다’로 설정하 으며 이를 하여

투약간호 PBL 모듈과 이와 연계된 시뮬 이션 시나리오

를 개발하 다. 시나리오에는 경구투약, 근육주사, 피하

주사, 피내주사, 정맥주사가 수행되도록 5개의 투약간호

에 맞춘 소 상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 다.

PBL 과정에서는 먼 (1) 투약간호에 한 지식과 기

술, 태도를 선행된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익히고 (2) 사례

에서 제시할 질환과 치료과정에 해 사 에 습득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목록을 알려주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하

고, (3) 실제 수업 시간에 사례분석 구상을 한 시간

을 제공한 후 모듈순서에 따라 상자의 간호문제를

악하고 간호의 우선순 를 설정하여 체계 으로 해결하

도록 단계별 질문과 토론을 유도하 으며, (4) 이를 토

로 각 상황에 맞게 발표하도록 하 다.

시뮬 이션 수업을 통해 PBL에서 제시된 상황을 구

하기 해 우선 (1) open lab에서 투약간호 핵심수기를

익히고, (2) 실제 수업에서 각 별로 역할분담하여 간호

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때 교수는 간호수행능력 체크리스

트를 이용하여 학생을 평가하며, (3) 시뮬 이션 평가가



한 지털 책학회논 지 16  8호224

끝나면 디 리핑을 통해 촬 된 동 상을보며 성찰하도

록 구성하 다.

SIM-PBL 교육모듈은 실제성을 높이기 해 임상자

료를 근거로 작성하 고, 개발된 SIM-PBL 교육모듈에

해서는 임상 장지도자 1인 PBL과 시뮬 이션 실

습 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간호학 교수 1인과 기본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타당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 다.

2.2.2 심학습과 시뮬레  듈 용; 재

재군과 조군 모두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5주의 투

약간호 실습을 끝낸 후 모듈이 용되었다. 재군과

조군은 시뮬 이션과 PBL 운 경험이 있는 각각 다른

교수자에의해 시뮬 이션이 운 되었으나 2회의사 미

을 통해 군 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검하 다.

재군은 주 1회 110분씩 4주간 PBL이 운 된 후 주

1회 220분 1주간 시뮬 이션 수업이 운 되어 총 3주간

진행되도록 구성하 다. 모두 7개 으로 나 고, 1개

당 5-6명으로 구성하 으며, 문제 심학습은 교수자 1인

이, 시뮬 이션수업은 교수자가 시뮬 이터 구동과 상황

연출을 한 조교와 함께 모듈을 진행하 다.

교육 1주차에는 SIM-PBL 교육의 목 과 방법, 진행

차,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 시

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에 한 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PBL 과정에서 ‘발목이 골 된

65세 여성 상자의 투약간호’에 한 시나리오와 과제

를 제시하 다. 사 학습을 하여 환자상태에 해 설

명하고 질문을 받아 임상상황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고,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고무시키기 하여 참고문

헌을 소개하 으며, 투약 련 핵심기본간호술에 해 설

명하 다.

교육 2주차에는 조별 토론을 진행하며 시나리오를 통

해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간호문제를 도출하

여 우선순 를 설정하고, 이를 토 로 간호계획을 세우

고 수행하기 해 투약간호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한

토론결과를 정리하 다.

교육 3주차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별로 도출된

간호문제와 이에 한 간호계획 수행에 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하 고 발표된 내용

을 조별과제로 제출하도록 하 다. 과정의 효율 운

을 해 사례기술지, 의사처방지, 투약기록지, 임상수행

평가 주의사항을 제공하 고, 교수자는 상자 상태변화

에 따라 선택할 투약간호를 구상할 수 있도록 토론을 유

도하고 진하는 역할을 하 다.

교육 4주차에는 시뮬 이션 수업에서 SimMan 3G 시

뮬 이터를 활용하여 ‘발목이 골 된 65세 여성 상자

의 투약간호’를 구 하 다. 수업은 시뮬 이션 운 , 디

리핑(debriefing), 자가평가(self-evaluation) 순서로 진

행되었다. 시뮬 이션 운 이 종료된 직후 녹화된 시뮬

이션 운 상을 시청하며 원 간 운 에 한 평가

를 하 다. 시뮬 이션을 수행하지 않은 다른 은 시뮬

이션 운 상황을 찰하고 평가하 다. 실습 마지막

에는 디 리핑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 다른 에 한

동료 간의 평가와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시뮬 이션을

운 하는 동안 교수자에 의해 투약간호수행능력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실습이 마무리된 후 학생의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에 한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SIM-PBL 모듈은 실험군의 실습지침서에 시나리오와

시뮬 이션 진행 후 작성할 임상 찰기록지, 간호기록지,

교수용평가지, 학생용평가지, 투약간호 련 핵심기본간

호술 등과 함께 수록하 다.

조군은 1주차에 사 설문조사후 시뮬 이션의목

과 방법, 진행 차, 평가방법에 한 설명을 제공한 후

open lab에서 투약간호핵심술기술을 복습하도록 했다. 2

주차에 PBL 수업 없이 실험군의 4주차와 동일한 시뮬

이션 수업과 디 리핑만 운 하 고,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3 연 도

2.3.1 시스템 사고능력

시스템 사고능력은 Lee, Kwon과 Park[20]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5개 역의 총 20문항으

로, 시스템 사고 4문항, 정신모델 4문항, 공유비 4문항,

개인숙련 4문항, 학습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Likert형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시스템 사고능력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값은

.84 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 과 후 .83이었다.

2.3.2 학습몰

학습몰입은 Suk과 Kang[11]이 개발한 것을 Lee[21]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2개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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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문항으로 인지 역 16문항, 정의 몰입 19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

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9 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 .88, 교육

후 .90이었다.

2.3.3 해결 극

문제해결 극성은 Marshall[22]이 개발한 스킬 도

구의 5가지 하 역 응력(adaptability) 역을

Kwon[23]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8

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극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높을수록문제해결

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1 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 .80, 교육후 .82 다.

2.3.4 투약간호수행능력

투약간호수행능력 측정도구는 간호교육평가원[32]에

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로토콜을 바탕으로 시뮬

이션 평가모듈의 알고리즘에 합하게 연구자들이 투약

간호수행능력 체크리스트를작성한 후 기본간호학교수 1

인, 성인간호학 교수1인의 문가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총 43문항으로 사 비 2문항, 경구투

약 6문항, 근육주사 6문항, 피하주사 7문항, 피내주사 6문

항, 정맥 수액 주입 9문항, 공통사항 4문항 의사소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

수행 안함’ 0 , ‘부 한수행’ 1 , ‘정확한 수행’ 2

으로, 수가 높을수록 투약간호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4 연 대상  료수집 

연구 상자는 북지역 소재 K 학교와 경인지역 소

재 I 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8명이었다. 표본

수는 G Power 3.1.2 program에따라 두 집단의비교에서

유의수 .05, 검정력 .80, 간효과크기 .5로계산한 결과

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 각각 33명을 필요로 하 다. 탈

락율을 고려하고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하여 K 학

교 학생 37명을 실험군으로, I 학교 학생 41명을 조

군으로 하 고, 실험군과 조군모두 탈락 없이 최종 분

석에 이용되었다.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

용을 설명하고 참여에 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다.

자료수집은 SIM-PBL 교육을 용하기 과 후에 연

구자에 의해 직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상자의 윤

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로 인하

여 발생되는 험과 이득, 자발 으로 참여하며 언제든

지 지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

용하며 상자의 익명성 보장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

여에 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다. 설문지 작성

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2.5 료분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특성,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에 한 동질성 검정은 빈도와 백분율, χ²-test 혹

은 Fisher's exact test, 평균과 표 편차와 independent

t-test로 확인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의 재 용

후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의 평

균 차이에 한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 고, 재

후 시스템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 투약

간호수행능력의 실험군과 조군의 집단 간 차이에 한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특  동질  검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간호 학생으로 실험군

37명, 조군 41명이었다. 두 집단 모두 여학생이

81.1%(30명)과 90.2%(37명)으로 부분이었고, 연령과

종교의 동질성 검정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한, 간호학과 선택, 공·실습·학교

생활·인간 계 만족도, 학교성 , 실습참여태도, 희망취

업기 에 한 동질성 검정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을 확인하 다(Table 2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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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   해결 극

 동질  검

상자의 시스템 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

극성에 한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결과 시스템 사고능

력(t=0.57, p=.570), 학습몰입(t=0.13, p=.895) 문제해결

극성(t=0.79, p=.431)에서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한, 시스템 사고능력의 하 역인 정신모델, 개

인숙련, 학습, 시스템분석 공유비 , 학습몰입의 하

역인 인지 몰입과 정신 몰입에 한 동질성 검

정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

질함을 확인하 다(Table 2 참고).

3.3 심학습 연계 시뮬레  프로그램 

용 후  효과

3.3.1 시스템 사고능력

재 후 시스템 사고능력 평균 수는 실험군이 3.88

, 조군은 3.67 으로 실험군은 재 후평균 0.31 이

증가하 으나 조군은 재 후 평균 0.13 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2.14, p=.036). 시스템 사고능력의 하 역인

학습(t=2.01, p=.048), 공유비 (t=2.31, p=.024)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스템사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system thinking, learning flow and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37) Cont.(n=41)

t or χ2 p
n(%) or M±SD n(%) or M±SD

Age(yr) 20.14±1.03 20.44±1.12 -1.24 .218

Gender* Male 7(18.9) 4(9.8) 1.35 .246

Female 30(81.1) 37(90.2)

Religion Yes 20(54.1) 17(41.5) 1.24 .266

No 17(45.9) 24(58.5)

Select Nursing* Parental recommendation 14(37.8) 10(24.4) 2.40 .494

Teacher's recommendation 3(8.1) 4(9.8)

Self-select 18(48.6) 26(63.4)

Etc. 2(5.4) 1(2.4)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5.4) 3(7.3) 3.09 .214

Ordinary 18(48.6) 12(29.3)

Satisfaction 17(45.9) 26(63.4)

Practice satisfaction Ordinary 12(32.4) 9(22.0) 1.09 .297

Satisfaction 25(67.6) 32(78.0)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2.7) 4(9.8) 4.11 .128

Ordinary 15(40.5) 9(22.0)

Satisfaction 21(56.8) 28(68.3)

Relationship
satisfaction

Ordinary 9(24.3) 5(12.2) 1.94 .163

Satisfaction 28(75.7) 36(87.8)

school record* ≥4.0 5(13.5) 8(19.5) 1.49 .474

3.0-3.9 32(86.5) 32(78.0)

〈3.0 0(0.0) 1(2.4)

Practice attitude* Poor 2(5.4) 0(0.0) 2.75 .253

Ordinary 11(29.7) 16(39.0)

Good 24(64.9) 25(61.0)

Hope employment
agency

Hospital 28(75.7) 36(87.8) 1.94 .163

Etc. 9(24.3) 5(12.2)

System thinking 3.57±0.39 3.54±0.35 0.57 .570

Mental model 3.26±0.65 3.32±0.54 -0.34 .733

Shared vision 3.89±0.46 3.81±0.53 0.67 .503

Personal mastery 3.45±0.63 3.23±0.47 1.72 .089

Team learning 3.42±0.58 3.32±0.51 0.82 .416

Shared Vision 3.93±0.44 4.02±0.54 -0.63 .533

Learning flow 3.30±0.37 3.17±0.33 0.13 .895

Cognitive 3.38±0.44 3.32±0.38 0.56 .580

Affective 3.24±0.41 3.05±0.41 0.54 .590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3.72±0.43 3.65±0.39 0.79 .43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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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모델 개인의 극복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참고).

3.3.2 학습몰

재 후 학습몰입 평균 수는 실험군이 3.44 , 조

군이 3.41 으로 실험군은 재 후 평균 0.14 이 증가하

고, 조군은 재 후 평균 0.23 이 증가하 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학습몰입의 하

역인 인지 학습몰입과 정의 학습몰입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참고).

3.3.3 해결 극

재 후 문제해결 극성은 실험군이 4.07 , 조군

이 3.81 으로 실험군은 재 후 평균 0.35 이 증가하

으나 조군은 재 후 평균 0.16 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07, p=.042)(Table 3 참고).

3.3.4 투약간호수행능력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실습 후 투약간호수행

능력 수는 86 만 에 실험군이 72.00 으로 조군

의 58.39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5.26, p<.001)(Table 4 참고).

Table 4. Effects of Simulation Integrated with Team

Based Learning on Nursing Performance

Nursing Performance
Exp.(n=37) Cont.(n=41)

t p
M±SD M±SD

preparation(0-4) 3.89±0.31 3.66±0.48 2.56 .013

Oral (0-12) 10.84±0.69 9.34±0.96 7.94 <.001

Subcutaneous (0-14) 12.19±0.40 8.00±4.43 6.03 <.001

Intravenous (0-18) 13.11±1.45 9.95±5.05 3.90 <.001

Intramuscular (0-12) 10.08±1.16 8.93±2.73 2.47 .017

Intradermal (0-12) 10.41±1.09 8.78±1.88 4.61 <.001

Common factors(0-8) 6.19±1.15 4.93±3.62 2.12 .039

Communication(0-6) 5.30±0.46 4.80±0.90 2.99 .004

Total (0-86) 72.00±5.53 58.39±14.82 5.26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4. 논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투약간호 SIM-PBL 모듈을 개

발하고 용하여 시스템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의

극성 투약간호수행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힘

으로써 간호 학생의 SIM-PBL 교육의효과를 제시하고

자 시도하 다. 이를 해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를

통해 비교하 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SIM-PBL 교육을

통해 조군에 비해 시스템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시뮬 이션 후 시스템사고능력을 악한 Cho와

Whang[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양한 임상상

Table 3. Effect of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on system thinking, learning flow and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t(p)
Difference

t(p)
Mean±SD Mean±SD Mean±SD

System thinking Exp.(n=37) 3.57±0.39 3.88±0.31 -6.51(〈.001) 0.31±0.29
2.14(.036)

Cont.(n=41) 3.54±0.35 3.67±0.33 -1.98(.055) 0.13±0.43

Systems thinking Exp.(n=37) 3.42±0.58 3.69±0.53 -2.86(.007) 0.27±0.58
0.77(.444)

Cont.(n=41) 3.32±0.51 3.49±0.46 -1.93(.060) 0.17±0.57

Mental model Exp.(n=37) 3.26±0.65 3.52±0.54 -2.97(.005) 0.26±0.54
-0.47(.638)

Cont.(n=41) 3.32±0.54 3.65±0.52 -3.13(.003) 0.33±0.67

Shared Vision Exp.(n=37) 3.93±0.44 4.11±0.48 -2.32(.026) 0.18±0.48
2.31(.024)

Cont.(n=41) 4.02±0.54 3.90±0.38 1.18(.245) -0.12±0.66

Personal mastery Exp.(n=37) 3.89±0.46 4.10±0.40 -3.63(.001) 0.21±0.36
0.68(.498)

Cont.(n=41) 3.81±0.53 3.95±0.45 -1.31(.198) 0.13±0.66

Team learning Exp.(n=37) 3.45±0.63 3.89±0.36 -4.40(〈.001) 0.44±0.61
2.01(.048)

Cont.(n=41) 3.23±0.47 3.36±0.54 -1.10(.278) 0.13±0.75

Learning flow Exp.(n=37) 3.30±0.37 3.44±0.33 -2.53(.016) 0.14±0.33
-1.01(.315)

Cont.(n=41) 3.17±0.33 3.41±0.33 -3.21(.003) 0.23±0.46

Cognitive Exp.(n=37) 3.38±0.44 3.55±0.38 -2.17(.037) 0.18±0.49
-0.72(.474)

Cont.(n=41) 3.32±0.38 3.58±0.35 -3.33(.002) 0.26±0.49

Affective Exp.(n=37) 3.24±0.41 3.34±0.37 -2.09(.044) 0.11±0.31
-1.00(.321)

Cont.(n=41) 3.05±0.41 3.26±0.42 -2.34(.025) 0.21±0.58

Proactivity in problem solving Exp.(n=37) 3.72±0.43 4.07±0.42 -5.95(〈.001) 0.35±0.36
2.07(.042)

Cont.(n=41) 3.65±0.39 3.81±0.39 -2.31(.026) 0.16±0.44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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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올바른 직 으로 간호문제의 본질을 간 하도록

유도하여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

움을 수 있는 근방식이 시스템사고이다[7]. 본 연구

에서 PBL 수업 체계 인 모듈에 따라 간호과정에

근해 보았던 경험과 이를 시뮬 이션에서 용해보는 과

정에서 시스템사고가 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 Dolansky와 Mary[24]는 간호의 질과 안 교육

에 한 연구에서 시스템사고 능력이 요한 키가 되고,

간호사가 간호돌 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 리 시스템의

복잡성이 개별 환자들의 간호에 미치는 향에 한 간

호사의 이해와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있다. 특히 본 연구 상자는 아직 사례

연구를 통한 간호과정 용 경험이없는 학생이었음에도

정 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임상실습 SIM-PBL을

통해 체계 간호과정 용 경험이 실제 임상실습에서

시스템사고가 요구되는 간호과정 용 능력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유추된다.

본연구에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SIM-PBL 교육

후 문제해결 극성이 증가하 다. 이는 시뮬 이션 교

육 후 교육 에 비해 문제해결 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Cho 와 Whang[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문제해결 극성이 증가 한 Kim 등[25]의 결과와 일치했

고, 본 연구의측정도구와는 다르나 PBL-SIM을 용하

여 문제해결과정이 향상되었다고 한 Song[18]과 Lee 등

[19]의 결과와는 유사하 다. 문제해결력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분석하며 효율 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이다[1]. 특히 간호 학생이 졸업

후 활동해야 할 임상실무는 여러 방향의 에서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임을 고려한다면, 학에서 암기

주가 아닌 문제에 한 이해도와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자는 신 인 교수법을구성하는 방향으

로 교수 략을 변화시켜야 한다[26].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이론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PBL과 모의상황을

경험하게 하면서 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는시뮬 이션 교

육 등이 각각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 으로 혹은

기술 으로만 치우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효과 인

시뮬 이션 교육을 해서는 장의 임상상황을 생생히

재 할 수 있도록 실제 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

오와 좀 더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PBL에서

제공되는 문제상황은 실무상황이나 실제 사례에가장 유

사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뮬 이션 교육에

목할 경우 보다 효과 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27,28].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학습자 심의 교수 학습 략으

로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생이 자발 으로 심 역

에 한 사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임상기

반의 간호문제를 타인과의 력과정을 거쳐 체계 인 간

호과정에따라 해결하는 PBL 수업을 시뮬 이션 수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

를 간호 학생에게 제공한다면 문제해결력에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투약간호수행능력 수는 조

군보다 재 후 유의하게 상승되었다. 이는 아동간호학

과 모성분만 실습교육에서 SIM-PBL 용한 후 수행능

력의 향상을 보고한 Lee 등[4]과 Song[18]의 결과와 일치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상자가 기본간호학과 실습을

마친 2학년 학생임을 감안했을 때 고무 인 결과라고 여

겨진다. 부분의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시뮬 이션은 비

이고 통합 사고를 용해보는 수업으로 고학년의

간호학생에게 주로 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PBL을 통해 수 에 맞는 특정 문제상황을 미리 간

호과정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한 후, 다시 시뮬 이션

학습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용한다면 2학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임상 실습 교육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정 이

고 효율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이론-실습 연계성

교육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SIM-PBL 교육 후의 학습몰

입 정도가 조군과 차이가없었다. 특히 Oh{1]의 선행연

구에서 몰입과 정 상 계가 있다고 나타난 문제해결

극성이 본 연구에서 유의한 군간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학습몰입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 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고, 동학습 후 학습몰입에서 향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11,12,29]의 결과와 달랐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군 뿐 아니라 조군에게도 시뮬 이션 수업이 용되어

학습몰입에 있어서는 두 군모두에서 후차이를 보 고,

특히 조군이 더 큰 향상을 보인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련하여 시뮬 이션 수업만으로도 학습

에 깊이 몰두하여 흥미를 수반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음이기존연구[12,29]에서보고되어 왔는데, 본 연구

에서도 조군의 PBL 없는 시뮬 이션 수업만으로도학

습몰입이 향상된 결과가 이를 지지하고있다. Yoo 등[30]

이 학습몰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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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련 있다고 한 바에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

미 을 통해 실험군과 조군의 수업과정을최 한 일

치시키려 노력했음에도 실험군과 조군의 수업환경과

담당 교수자들의 수업운 에서 두 군 간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

한 환경과 동일한 교수자에 의해 수업을 운 하여 확인

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SIM-PBL이 간호 학생들의

시스템사고능력, 문제해결 극성, 투약간호수행능력에

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임상실습 경험

이 없는 2학년 학생을 상으로 용하여 PBL과 시뮬

이션 수업이 학년 간호학생에게도 효과가있음을 확인

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고학년

뿐 아니라 임상실습 비 사 학습으로 활용하기 한

학년 상의 SIM-PBL모듈의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

다고 본다.

5. 결론  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투약간호 SIM-PBL 모듈을 개

발하고 용하여 시스템사고능력, 학습몰입, 문제해결의

극성 투약간호수행능력에 어떤 차이가있는지 밝힘

으로써 간호 학생의 SIM-PBL 교육의 효과를 제시하고

자 시도하 다. 이를 해 비동등성 조군 후 설계를

통해 비교하 다. 본연구를 통해 SIM-PBL 교육이 간호

학생들의 시스템사고능력, 문제해결 극성 투약간

호수행능력 향상에 정 효과가 있음을 악하 다.

본 연구는 두 학교의 간호 생을 상으로 편의 으로

실험군과 조군을 배정하여 그 결과를일반화하는데 무

리가 있고, 실험군과 조군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수자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어 재 외로 향을 미칠

잠재 외생변수들을 완 하게 통제하지 못하 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SIM-PBL 수업의 내용에 있어 투약간호 외에

기본간호학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듈의 개발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SIM-PBL을 수업에 용하여 운 한 장기

효과의검증과 련변인을 악하기 한연구가필요하다.

셋째. 실험군과 조군이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교수

자에 의해 교육이 제공되어 교육환경으로인한 외생변수

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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