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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과 임상수행능력 및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설계는 단일군 전후 설계이다. 대상자는 G시 C대학교의 89명 3학년 간호
학생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8주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참여하였다. 학습한 시나리오 주제는 전 고관절대치술 후 수혈
부작용 환자 간호, 당뇨 환자의 저혈당증 환자 간호, 간경화증 환자의 고칼륨혈증 환자 간호이다.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간호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후 
임상추론역량(t=-17.082, p<.001)과 임상수행능력(t=-18.4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5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간호학
생에게 임상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질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추론역
량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의 시나리오 개발 및 간호교육과정에
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과목들의 적용이 더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with simulation experience (SSE). The 
research design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Study participants were 89 third-year nursing students
from C University in G city, who were engaged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eight weeks from 
August to October 2019. Learning scenario titles were blood transfusion reaction patient care with 
postoperative total hip replacement, hypoglycemia patient care with diabetes mellitus, and hyperkalemia
patient care with liver cirrho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using SPSS Win 23.0 program.
After applying simulation-based education, nursing students'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t=-17.082, 
p<.001) and clinical competence(t=-18.40, p<.001) improved significantly. SSE score was 4.65 out of 5 
poi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in this study gave the students the 
experience of providing qualified and secure nursing care under conditions similar to those in the real 
clinical field. To improve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various cases scenarios are developed and simulation-based education should be applied to more 
subjects in the nurs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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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뿐만 아니

라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
학생이 간호사로서의 간호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
성하고[1], 실습교육은 교내의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교
내 실습과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을 운영한다. 

최근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직접 간호받기를 요구하
면서 간호학생들은 충분한 임상실습경험을 할 수 없게 
되어[2], 임상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3].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은 실제 임상상황을 복제한 가
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제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
습자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
어나도록 하는 것이다[4, 5].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안
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의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4], 환자에게 직접 실습하는 것
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고 오류발생을 낮추며, 이론적 지식이 실제 수행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6].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
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중
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
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졸업생 역량 수준(학습성과) 중 임상적 추론역량을 
제시하고 있다[7]. 임상적 추론이란 환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중요성을 평가하고 대안이 되는 행동을 결정하
기 위한 복잡한 사고과정을 말한다[8]. 간호 실무에 있어 
임상적 추론은 질병 예방 또는 진단, 치료의 단계에서 환
자가 갖는 임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고, 환
자 면담, 신체검진, 진단검사, 환자 안전관리, 교육 및 상
담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합리적 결
정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 간호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통합하여 이루어진다[8, 9]. 따라서 
임상추론역량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전하
고 적합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0]. 

또한 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 임
상수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7]. 임상수행능력은 학습된 

지식, 태도, 기술, 판단 등을 가지고 복합적인 임상상황에
서 유능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11], 
다양한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
상상황에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간호 교육이 간호학
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현재 간호학생들의 간호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간
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13-15],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서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행연구[1]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시뮬레이션 교육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뮬레이
션 교육을 토대로 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이나 임상수
행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실
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 적
용과 관련하여 임상적 추론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연구는 Kim과 Kim[16]의 실험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보
기 어려웠다. 또한 임상적 추론역량과 임상수행능력, 교
육만족도 변수를 함께 측정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학
생들의 임상적 추론역량과 임상수행능력, 시뮬레이션 교
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간호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1.2 연구 가설
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받은 후 임

상추론역량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2) 간호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받은 후 임

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3) 간호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받은 후 시

뮬레이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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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 가지 상황의 간호시뮬레이션 학습 모듈
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학습 성과 및 시뮬레이션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은 G시 소재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중 간호시뮬레이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다음의 기
준에 적합한 94명을 편의표집 하였고, 대상자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수업 경험이 없는 자, 
둘째, 교육 참여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자,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인이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사전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에 하
였고 사후 자료 수집은 10월에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보조자가 설문지 작성요령
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92부
(98%)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미완성인 설문지를 제외
한 89부(95%)를 분석하였다. 임상추론역량과 시뮬레이
션 교육만족도 설문지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
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임상수행능력은 연구
자와 임상전문가에 의해 관찰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2.2 연구 도구
2.2.1 임상추론역량
임상추론역량은 Liou 등[17]이 개발한 nurs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를 Jung 과 Han[18]이 한국어
판으로 개발한 간호사 임상적 추론 역량 척도를 간호학
생에게 적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의 정
보를 수집 및 사정하고, 간호문제를 도출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총 15문항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들은 ‘매우 그
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범위는 1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94
였다.

2.2.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각 모듈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대상

자가 환자를 사정할 수 있는 능력, 간호수행 능력, 약물요
법을 수행하는 능력, 검사결과를 분석하는 능력,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대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체크하
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은 전혀 수행 못함 0점, 부

분적으로 수행함 1점, 완전하게 수행함 2점으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자는 임상수행능력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하
여 전문가 3인(간호학과 교수 1인, 8년차 간호사 1인, 내
과 의사 1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문항 
모두 내용타당도 계수는 .80이상이었다.

2.2.3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Satisfaction with Simulation 

Experience; SSE)는 Levett-Jones 등[19]이 개발한 도
구를 연구자가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도
구는 3개의 하부영역인 디브리핑 및 반영하기(debrief 
and reflection) 9문항, 임상적추론(clinical reasoning) 5
문항, 임상적 학습(clinical learning) 4문항의  총 18문
항의 Likert scale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뮬레이션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95였다.

2.3 연구 진행 절차
2.3.1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전 준비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 모의 병실의 물품 장에 

사용될 실습관련 각종 필요 물품 및 장비를 준비하였다. 
첫 시간은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수업진행 및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 할 모의 
병실에서 사용할 장비와 물품 및 Nursing Anne 시뮬레
이터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간호수기 실
습은 교수자가 준비한 영상 및 시범을 보여주고 팀별로 
수액주입펌프 작동법, 수액준비 및 정맥주사(3-way 사
용법), 근육주사, 약물계산, 혈당검사 및 인슐린 펜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을 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임상
수행능력을 관찰법으로 측정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
기기입방식으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 정도를 측정
하였다.

2.3.2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적용
학생들은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팀당 4∼5명씩으로 구

성하였고, 매주 수업운영 전 주에 다음 주에 학습 할 학
습 모듈을 알려주어 팀별로 시나리오관련 학습과 문제파
악 및 간호사로서 간호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팀원끼리 연습해 오도록 하였다.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해진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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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간호사 1, 간호사 2, 보호자, 나머지는 관찰자 역할
을 하였고 관찰자는 간호사 1, 2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메
모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역할을 골고루 경험
할 수 있도록 역할 표를 작성하여 역할을 조정하였다. 매 
주 한가지씩의 시나리오를 운영하였는데, 전고관절대치
술 후 수혈 부작용 환자간호, 당뇨병환자의 저혈당증 간
호, 간경화증환자의 고칼륨혈증 환자 간호에 대한 것이었
다. 시뮬레이션 수업 진행은 챠트를 보며 간호사 2가 주 
역할을 맡은 간호사 1에게 인수인계부터 하도록 하였으
며,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활동, 주치의에게 환자상황보고 
등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팀별로 학습이 끝난 후 
교수자는 구조화된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디브리핑
(Debriefing for Meaningful Learning)을 30분간 실
시하였는데, 각 상황에 대한 문제파악 및 해결방법을 서
로 공유하였고, 각 역할을 하면서 느낀점과 개선점 등을 
나누었으며, 동료들끼리의 팀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야기하고 격려하였다. 시뮬레이션 학습이 모두 종료된 후
에 동일한 방법으로 임상수행능력, 임상추론역량 및 시뮬
레이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였다(Fig. 1).

Fig. 1.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 
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대

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2)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후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

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
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 작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
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
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 참
여로 인한 장점과 단점,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
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대상자 고유의 비밀번호를 부여
하고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학과 3

학년 학생 89명으로 전체의 71%가 여학생이었으며, 평
균 연령은 21.69(±1.22)세였다. 간호학 전공에 만족한
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5.1%였으며, 보통은 
39.3%, 만족하지 않는다는 5.6%였다(Table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r) 21.69±1.22

Gender
Male 18 (20.2)

Female 71 (79.8)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49(55.1)

Moderate 35(39.3)
Dissatisfied 5(5.6)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9)

3.2 임상추론역량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임상추론역량 점수를 분석

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은 교육 전 평균 
41.47점에서 교육 후 평균 61.47점으로 20점 증가하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17.082, 
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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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max Reference range
Satisfaction with simulation experience 4.65 ± 0.40 3-5 1-5

 Debrief and reflection 4.70 ± 0.42 3-5
 Clinical reasoning 4.56 ± 0.49 3-5

 Clinical learning 4.67 ± 0.48 3-5
M=Mean; SD=Standard deviation.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41.47±8.92 61.47±8.22 -17.08 <.001

Clinical competence 28.93±4.63 38.06±1.56 -18.40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ion of Dependent Variables                                                        (N=89)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Satisfaction with Simulation Experience                                 (N=89)

3.3 임상수행능력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임상수행능력 점수를 분석

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은 교육 전 평균 
28.93점에서 교육 후 평균 38.06점으로 9.13점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18.40, p<.001) 
(Table 2).

3.4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
대상자의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65±0.40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디브리핑 영역은 4.70±0.42였고, 임상적 추론영역은 
4.56±0.49이었으며, 임상적 학습영역은 4.67±0.48이
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생들의 임상추론
역량과 임상수행능력 및 시뮬레이션 교육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고, 추후 시뮬레이션 기반 간호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후 대상자의 임상
추론역량은 향상되었다. 본 연구 설계에서 대조군을 두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Kim과 Kim의 위장관 출혈
과 구획증후군 시나리오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능력이 향상되었는데[16]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임상적 추론에 대한 개념분석
을 한 선행 연구[8]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은 간

호학과 학생들의 간호 지식 및 임상 경험을 통합할 수 있
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임상적 추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것
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Tanner[20]는 모든 간호사
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임상추론능력이며, 이는 전문직 
간호사임을 입증하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임상추
론능력은 환자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분석된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대안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사고과정
으로[19], 간호를 수행하는데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임상 간호실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치료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21], 예비 의료인인 
간호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임상상황
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
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간호시뮬레이션 교육 후 학생들의 임상수행능
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Hong[22]의 연구에서 시뮬레이
션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Kim과 Song[23]의 호흡기 감염병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연구와 Kim, Yu와 Lee[24]의 시뮬레이션기반 
고위험신생아 통합실습을 적용한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
과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Hur와 Roh[13]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에게 복부통증, 의식수준변화, 호흡곤
란 3개 증상을 기반으로 한 8개 주제의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임상추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상판단
과 간호수행능력에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시뮬레
이션 기반 교육은 기존에 습득한 이론지식과 간호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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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5점으

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에서도 디브
리핑 영역, 임상적 추론 영역, 임상적 학습 영역 모두 
4.50점을 상회하였다. 이는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이론 강의에 맞게 설계된 교육
만족도[25] 설문 문항이 아닌 시뮬레이션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만족도 항목들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
가 교육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Jeffries[6]는 시뮬레이션 교육 후 즉각적 피드백이 학습
을 강화하며 지식습득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도를 디브리핑, 임상적 추론, 임상
적 학습의 하부영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시뮬레이션교육 항목의 장점 또는 
강화할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수자 또한 학
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교육 내용 및 
구성에 대해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
서 간호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학생들의 교
육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효과적인 교수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시뮬레이션 교
육 전후 임상추론역량, 임상수행능력, 교육만족도를 파악
하고 이를 통하여 추후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전략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켰
고, 교육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간호교육평
가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의 핵심 역량에 포함
되는 임상추론역량과 임상수행능력을 함께 측정한 연구
는 없어, 두 항목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점에서 간호학
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조군을 설정하여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이 
임상추론역량 및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반복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개인차 변인, 설계 전략, 운영 기법 등 시뮬레이션 교육 
수준을 달리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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