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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opic trend of domestic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using text network
analysis(TN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our steps. TNA was performed using the NetMiner (version 4.4.1) program. 
Firstly, 245 articles from 4 databases (RISS, KCI, KISS, DBpia) published from 2008 to 2018, were collected. Secondly, keyword-forms
were unified and representative words were selected. Thirdly, co-occurrence matrices of keywords with a frequency of 2 or higher
were generated. Finally, social network-related measures—indices of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were obtained. The 
topic trend over time was visualized as a sociogram and presented. Results: 178 author keywords were extracted. Keyword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were “Nursing student”, “Clinical competency”, “Knowledge”,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Keywords with high betweenness centrality were “CPR”,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Performance
ability”, and “Nurse.” Over time, the topic trends o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have diversified. For example, topics such as “Neonatal
nursing”, “Obstetric nursing”, “Pediatric nursing”, “Blood transfusion”, “Community visit nursing”, and “Core basic nursing skill” 
appeared. The core-topics that emerged only recently (2017-2018) were "High-fidelity”, “Heart arrest”, “Clinical judgment”, “Reflection”,
“Core basic nursing skill.” Conclusion: Although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has been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tudies on integrated simulation learning designs based on various nursing settings. Additionally, i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is required not only on learner-centered educational outcomes, but also factors that influence educational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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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필요성

병원, 산업체, 지역사회 시설, 가정방문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간

호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는 숙련된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을 요구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호실습 환경

은 간호학생이 직접 대상자에게 간호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

황으로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과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1].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간호대학은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교육환

경으로 평가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자원, 교수자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2]. 실습 환경을 실제상황에 가깝게 

재현한 모의상황을 연출하도록 설계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다양한 간호세팅에서 요구되는 간호수행을 경험함으

로써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분

만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 문제해결과정, 자신감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3], 폐렴환자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한

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에서 교육성과 달성을 요구한 핵심기본간호술기 중 

흡인간호 수행능력을 참여 학생들이 모두 달성하였다[4].

모의상황에서의 실습은 실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습환

경으로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 실제 환경에서의 실습보다 학생들

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감소되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5]. 한편 한

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6]에서도 1000시간 임

상실습의 12%까지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호

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학습 수업설계는 단순 모형, 부분 마네킹, 전신 마

네킹, 컴퓨터 기반 정맥주사 프로그램, 표준화 환자, 가상현실 프

로그램 등을 단독 또는 혼합하는 여러 형태가 시도되고 있다. 특

히 2000년대부터는 국내의 많은 간호대학에서 고성능 환자 시뮬

레이터(high-fidelity human patient simulator)를 이용하여 여러 교과

목에서 기본적인 간호 사정에서부터 복잡한 간호 상황까지 단계

적인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5]. 최근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

침으로 병원에서의 임상실습이나 교내에서의 대면수업이 어려

워진 상황에서 웹기반 가상시뮬레이션간호교육의 효과를[7] 보

여주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많은 시

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

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축적되고 있는 국내 시뮬레이션간

호교육 연구문헌들을 분석하여 어떤 주제가 핵심적으로 연구되

었는지, 시간에 따라 어떤 주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

지 등의 연구주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파악하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기존

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학문분

야의 고유한 지식체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8]. 

지금까지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문헌을 분석한 연구들은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을 적용하는 연구들이었다. 가령 

체계적 문헌고찰[9]을 통해 연구자가 선정한 범주에 따라 시뮬레

이터의 유형, 시뮬레이션 수업을 적용한 교과목, 학습효과를 측

정하는 변수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였거나, 메타분석[10]을 통

해 시뮬레이션교육의 효과 변인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서 효과 크기를 양적으로 합성하였다. 

그러나 축적된 많은 양의 문헌을 수집하여 저자키워드를 중심으

로 연구주제의 동향을 탐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ext network 

analysis)이 활용되고 있고, 간호학에서도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연

구가 발표되고 있다.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장점은 첫째, 빅데이

터를 수집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둘

째, 과학적 엄격성을 적용하여 발견된 연구결과를 양적, 질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11]. 텍스트네트워크분석

은 양적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분석결과 발견된 중심성(centrality)

이 높은 핵심주제들은 그 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이 집중되었던 중요한 주제 영역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발견된 

핵심주제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시각화된 다양한 의미

구조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질적 해석을 통해 지식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12]. 셋째, 시간 흐름에 따른 연구주제의 중심성 순위

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주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13].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서 분석대상 자료로 이용되는 텍스트는 

다양한데, 학술연구논문[12], 전문가 인터뷰[11], 신문기사[14], 정

부공문서[15], 온라인자료[16] 등이 있다. 이처럼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분석대상 텍스트도 다양하므

로 연구방법으로서 유용성이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

았던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주요 의미구조를 소시오그램으로 시

각화하여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의 지식구조를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파악하여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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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간호교육 연구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연구주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핵심주제

와 주요 의미구조,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간호교육 학술논문의 서지정보를 수집

하여 저자키워드를 텍스트 자료로 추출하고 텍스트네트워크분

석을 적용한 계량적 내용분석 연구 설계이다. 국내에서 연구자

들이 주로 이용하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수집하였

다. 시뮬레이션간호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출판기

간을 제한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28-29일 집중적으로 수행하

면서 일관성 있는 검색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절차는 4단계로 

1)학술지논문 수집, 2)저자키워드 추출 및 정제, 3)키워드 간 동시

출현네트워크 개발, 4)사회네크워크분석 순이다. 

1. 학술지논문 수집

논문 수집은 국내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서지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서지정보 내보내기”기능이 있

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누리미디어의 DBpi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영역은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어는 “시뮬레이션” and “간호” 

and “교육”을 입력하였다. 동료평가를 거쳐 출판된 논문으로 제한

하여 검색된 RISS 363편, KCI 246편, KISS 63편, DBpiaⓇ 155편의 논

문을 각각 서지정리 소프트웨어 EndNoteTM X8.2에 “내보내기” 하

였다. 수집된 총 827편중에서 중복논문 524편을 제거하였고, 제목

과 초록을 보면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정한 제외기준인 학술대

회 발표자료(proceedings) 46편, 타 학문분야(응급구조학 등) 12편

을 제외하여 245편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Figure 1).

2. 저자키워드 추출 및 정제 

영문 저자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EndNote에 수집된 논문의 

서지 상세정보에 저자키워드로 한글만 끌려 온 경우 해당 논문

의 전체 텍스트를 찾아서 제시된 영문 저자키워드를 확인하여 

보완하고 추출작업을 수행하였다. 영문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것은 본 연구자가 한글보다 영문 단어정제를 수행한 경

험이 풍부하여 단어정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구과

정에서의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은 동일

한 MeSH영문에 대해서도 한글 저자키워드는 다르게 표현되어 

제시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MeSH 저자키워드인 

“Patient simulation”의 경우 “환자 시뮬레이션”으로 띄어 쓰거나, 

“환자시뮬레이션”으로 붙여 썼고,  “환자” 와 “시뮬레이션”으로 

분리하여 제시되어 있었다. 

영문 저자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ndNote에서 분석대상 논문 목록을 확정하고, 영문 저자키

워드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논문의 연도와 저자키워드

를 분리하기 위해 EndNote 메뉴의 “Output Style”을 “Year”와 

“Keyword”만 분리하도록 지정한 양식으로 만들고 전체 논문 목록

을 선택하여 내보내기를 수행한다. 반출된 논문 목록은 연도와 

저자키워드만 추출된 ‘text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MS Office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었던 파일을 열어 엑셀양식으로 변

환하고 연도순 정렬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엑셀의 셀 하나에 

하나의 저자키워드만 들어가도록 텍스트 분리작업을 수행한다.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어정제라는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이 필요하다[11]. 가령 유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CI=Korea citation index;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Figure 1. Articles selection process (PRISMA 2009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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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의미를 가지는 저자키워드들의 대표어를 정하여 하나의 형

태로 통일하고, 단수나 복수도 통일한다. 영어단어는 단⋅복수, 

대⋅소문자, 단어 간 하이폰 유무 등을 주의해서 정제과정을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약어 표현 방식도 다양하므로 가능

하면 본래어(full name)로 풀어 쓰거나 흔히 사용되는 약어로 통

일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Nurses, nurse, 

Nurse, RN 등은 Nurse로, Maternity nursing, Obstetric nursing, Delivery 

등은 Obstetric nursing으로, nursing student, Nursing Student, Nursing 

students 등은 Nursing student로 통일하였다.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LS (Basic Life Support),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등은 약어를 그대로 이용하여 통일하였다. 본 연구의 단

어 정제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저자키워드를 임의로 변화시키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주제명 표목(Medical 

Subject Headings [MeSH])에 의하면 “Pediatric Nursing”은 1967년, 

“Neonatal nursing”은 1993년, “Patient simulation”은 1992년, “High 

Fidelity Simulation Training”은 2017년에 도입되어 정의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통일하였다. 그리고 MeSH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저자키워드의 경우에 MeSH 용어로 대체하기에 의미전달에서 차이

가 있다고 판단되어 저자가 제시한대로 이용하였다. 가령 “Problem- 

solving ability”의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해당되나, MeSH에서는 

Problem-solving”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Core basic nursing skill”은 

“핵심기본간호술기”로 특히 국내간호교육에서 중요한 학습성과

로 강조되고 있지만, MeSH에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만한 용어

를 찾지 못하였다.

3. 키워드 간 동시출현네트워크 개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위해서는 네크워크로 변환될 수 있도

록 수학적 행렬(matrix)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렬을 구성하는 행과 열의 속성을 결정하고, 행과 열의 ‘관계’ 

기준을 정의한다[17].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과 열의 속성이 서로 

다른 ‘논문*키워드’형태의 2원 모드 행렬(2-mode matrix)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행과 열의 속성이 서로 동일한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1원 모드 행렬(1-mode matrix)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면, NetMiner (version 4.4.1)프로그램[18]의 정형데

이터 “불러오기”메뉴에 2단계에서 단어정제를 해두었던 엑셀 자

료를 불러와 2원 모드 행렬을 개발하였다. 행렬은 ‘245편의 논문

*178개의 저자키워드’로 구성되었고, 연결관계는 1,041개였다. 본 

연구에서 행렬을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은 저자키워드와 논문의 

관계는 1개의 저자키워드가 하나의 논문에 출현하면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 “1”의 값을, 그 논문에 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

발된 2원 모드 행렬은 관계 값 “1”이 있는 연결이 1,041개임을 의

미한다. 이렇게 개발된 2원 모드 행렬의 연결정도(degree)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결정도 값의 범위는 “1-119”였다. ‘논문*키워드’ 2원 

모드 행렬의 연결정도 값은 해당 저자키워드가 몇 편의 논문에서 

출현하였는지를 의미한다[19]. 출현빈도가 1편인 저자키워드가 

112개(62.9%), 2편 14개(7.8%), 3편 12개(6.7%), 4편 이상 40개(22.5%)

였다.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서 너무 많은 키워드를 네트워크에 

포함하면 네트워크가 복잡하여 자료를 다루고 해석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범위를 연구자가 결정하게 된다[20]. 

본 연구에서는 2편이상의 논문에 출현한 66개의 저자키워드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원 모드 행렬에서 1원 모드 행렬로 변환할 때 유사성 지표인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자카드 계수는 0-1

의 값으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20]. 두 개의 키워

드가 더 많이 같은 논문에 동시 출현할수록 유사도가 높고 유의

미한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66개 저자키워드 간 동시출

현 행렬을 개발한 결과 자기상관(self-loop)을 제거한 행렬에서 연

결관계는 507개였다. 네트워크구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위

해서는 연결관계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20], 본 연구에서

는 연구자가 여러 차례 모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결강도 상위 

30%를 포함하였을 때 적정한 네트워크 시각화가 가능하다고 판

단하였다.

4. 사회네트워크분석

개발한 텍스트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 지표들 

중에서 핵심주제를 탐색하는 데 주로 활용[11]되는 연결중심성

과 매개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네트워크 분석[21]에서는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노드를 찾아내고, 네트워크 구

조를 시각화한 소시오그램(sociogram)에서 중요한 노드에 집중화 

되어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텍스트네트워크분석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지는 어떤 키워

드에 많은 연결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요한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연구주제 들 간의 맥락적 의미구조

를 파악하게 된다[20]. 본 연구에서는 Freeman의 중심성 지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고, 각 

중심성 값의 범위를 0-1로 정규화 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직접 연

결된 이웃 노드가 많을수록, 매개중심성은 다른 노드 간의 최단 

경로에 많이 등장할수록 값이 1에 가깝게 커진다. 중심성 값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 크기보다 상대적 크기, 즉 순위와 값의 차이

가 결과 해석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텍스트네트워크에서 연

결중심성이 큰 키워드는 직접적으로 다른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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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개중심성이 큰 키워드는 다른 

연구주제로의 확장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본 연구

에서는 각 중심성 분석결과 상위 30위까지 순위에 포함된 키워

드를 핵심주제로 정의하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문헌자료를 3년 구간으로 나누어 텍스트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이는 수집된 문헌의 출판 기간이 11년 동안이었고, 연구자가 자

료를 다루고 해석하는데 있어 3년 구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8]. 1구간(2008-2010년), 2구간(2011-2013년), 3구간

(2014-2016년), 4구간(2017-2018년)으로 구분하여 키워드 간 동시

출현행렬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텍스트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 후 각 구간에서 연결중심성 상위 30위까

지의 핵심주제 순위변화를 비교하였고 구간별 소시오그램으로 

시각화 하였다.

연구결과

1.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국내 간호연구 문헌의 출판연도는 2008년-2018년으로 

총 245편이었고 연평균 23편이 발표되었다. 2008년 2편, 2009년 3

편이었으나 2011년 11편, 2013년 23편, 2015년 38편, 2017년 53편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 논문에 제시된 저자키워드 개수

는 3-6개로 평균 4.37개였다. 

245편의 논문에 제시되었던 저자키워드는 모두 178개로, 가장 

많은 논문에 제시되었던 저자키워드는 예상대로 “시뮬레이션

(Simulation)”이 120회였다(Table 1). 빈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간

호학생(Nursing student)” 98회, “환자시뮬레이션(Patient simulation)” 

59회, “학습(Learning)” 48회,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 

43회,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42회, “교육(Education)” 41회, 

“간호교육(Nursing education)” 38회로 나타났다.

1편에서만 출현했던 저자키워드를 연구자가 3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질병 관련은 “급성관상동맥 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 세기관지염(Bronchiolitis), 인지장애(Cognition 

disorder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부인암(Gynecologic cancer), 

환각(Hallucination), 출혈(Hemorrhage), 고칼륨혈증(Hyperkalemia), 

저혈당증(Hypoglycemia), 통증(Pain), 욕창(Pressure ulcer), 정신건강

(Psychiatric-mental health), 조현증(Schizophrenia), 감각장애(Sensation 

disorders), 뇌졸중(Stroke)” 등이 있었고, 간호상황 관련은 “낙상

(Accidental falls),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 아동 주간돌봄센

터(Child day care centers), 중환자 간호(Critical care), 치아 건강교육

(Dental health education), 호스피스(Hospice care),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수술 후 간호(Postoperative 

care), 수술 전 간호(Preoperative care), 미취학 아동(Preschool children)” 

등이었고, 시뮬레이션학습설계 관련은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거꾸로학습(Flipped classroom), 형성평가 피드백(Formative 

feedback), 관찰자간 변이(Inter-observer variation), 멀티미디어(Multi- 

media), 동료 피드백(Peer feedback), 에스바(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 [SBAR]), 시뮬레이션 단위(Simulation 

suit), 시청각 프로그램(Video-audio media programme)” 등이었다.

수집된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편, 

“한국간호시뮬레이션 학회지” 35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6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편,  “한국성인간호학회지” 13편, “한국간호과학회지” 11편, “한

국아동간호학회지” 11편, 기타 학술지는 10편 미만이었다.

2.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의 핵심주제와 주요 의미구조

본 연구에서 2편 이상의 논문에 제시된 저자키워드 66개를 이

용하여 개발한 동시출현 텍스트네트워크의 특성은 밀도(density) 

0.24, 평균연결정도(mean degree) 7.68, 평균거리(mean distance) 1.79, 

최대직경(diameter) 3이었다. 연결정도 값의 범위는 2-55로 “죽음

(Death)” 2, “시뮬레이션(Simulation)” 55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키

워드 하나가 평균 7.7개의 다른 저자키워드와 동시출현 하였고, 

평균 1.79단계의 경로를 거치며, 모든 저자키워드가 3단계이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은 가장 많은 55개의 저자

키워드와 동시출현하고 있다.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을 근거로 30위까지의 핵심주

제를 제시하였다(Table 1). 출현빈도 순위보다 연결중심성 순위가 

높았던 주제는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지식(Knowledge)”,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자기효

능감(Self-efficacy)”, “간호사(Nurse)”,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등이었다. 매개중심성 순위는 출현빈도 순위와 많은 차이를 보였

는데, 매개중심성 순위가 더 높은 키워드를 높은 순서부터 나열

하면 “심폐소생술(CPR)”,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간호사(Nurse)”, 

“교육(Education)”, “응급(Emergency)”, “디브리핑(Debriefing)”, “모성

간호(Obstetric nursing)” 등이었다.

주요 의미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에 따

라 고립노드 6개를 제외한 60개의 노드를 이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개발하였다(Figure 2). 연결중심성이 높으면 노드가 크고, 더 자주 

동시출현 관계이면 연결선이 굵다. “시뮬레이션(Simulation)”- “간

호학생(Nursing student)”-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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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뮬레이션(Patient simulation)” 같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주

제들이 소시오그램의 중심을 이루면서 강한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외에 “수혈(Blood transfusion)”- “환자안전(Patient safety)”- 

“태도(Attitude)”- “정맥주사(Intravenous injection)”- “컴퓨터시뮬레이

션(Computer Simulation)”, “디브리핑(Debriefing)”- “메타인지(Meta- 

cognition)”- “팀 효능(Team efficacy)”- “평가(Evaluation)”, “지역방문

간호(Community visit nursing)”- “엠비티아이(MBTI)”- “문제기반학

습(Problem-based learning)”과 같은 의미구조가 나타났다.

   

3. 시간에 따른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의 변화

시간 흐름에 따라 3년 구간으로 개발한 각 텍스트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상위 30위까지의 핵심주제의 순위 변화를 파악하였

다(Table 2). 1구간(2008-2010년)은 13편, 2구간(2011-2013년)은 52편, 

3구간(2014-2016년)은 97편, 4구간(2017-2018년)은 8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된 논문 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구간

별 소시오그램의 연결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문헌의 초기에 

해당되는 1구간은 핵심주제가 다른 구간보다 그 수가 적었고, “질

Rank 　 Keyword Frequency 　 Keyword Degree Centrality Keyword Betweenness Centrality

1 Simulation 120 Simulation .23 CPR .19 

2 Nursing student 98 Nursing student .20 Knowledge .15 

3 Patient simulation 59 Clinical competency .19 Attitude .14 

4 Learning 48 Knowledge .19 Self-efficacy .11 

5 Problem-solving ability 43 Learning .19 Performance ability .10 

6 Clinical competency 42 Critical thinking .17 Nurse .09 

7 Education 41 Communication .17 Education .09 

8 Nursing education 38 Problem-solving ability .15 Emergency .07 

9 Nursing 36 Patient simulation .15 Debriefing .07 

10 Critical thinking 33 Education .14 Obstetric nursing .06 

11 Communication 25 Self-efficacy .14 Simulation .06 

12 Knowledge 23 Nurse .14 Problem-based learning .06 

13 Simulation training 20 Performance ability .12 Academic achievement .06 

14 Self-confidence 18 Self-confidence .12 Pediatric nursing .05 

15 Problem-based learning 17 Nursing .12 Self-directed .05 

16 Satisfaction 17 CPR .11 Simulation training .05 

17 Performance ability 17 Nursing education .11 Satisfaction .05 

18 Self-efficacy 16 Satisfaction .11 Clinical judgement .04 

19 Clinical practice 14 Neonatal nursing .11 Standardized patient .04 

20 Obstetric nursing 11 Pediatric nursing .11 Clinical competency .04 

21 Nurse 11 Simulation training .09 Neonatal nursing .04 

22 Neonatal nursing 10 Attitude .09 Critical thinking .04 

23 Pediatric nursing 9 Debriefing .09 Communication .03 

24 Self-directed 9 Clinical practice .08 Clinical skill .03 

25 Academic achievement 9 Problem-based learning .08 Patient safety .03 

26 Debriefing 8 Self-directed .08 MBTI .03 

27 Standardized patient 7 Emergency .08 Heart arrest .03 

28 Emergency 7 Standardized patient .08 Metacognition .03 

29 Team efficacy 7 Obstetric nursing .06 Learning .03 

30 　Attitude 7 　Needs assessment .06 Patient simulation .02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Table 1. The Core-Topics of Korea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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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기본소생술(BLS), 전문소생술(ACLS)”은 

이 시기에만 나타난 주제어였다. 한편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습

(Learning),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간호사(Nurse), 자신감(Self-confidence), 만족(Satisfaction)”이 핵심주제

였다. 전 기간에 걸쳐 “간호학생(Nursing student),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환자시뮬레이션(Patient simulation), 교육(Education),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 

등이 핵심주제였다. 최근(2017-2018년)에 순위가 더욱 상승한 주

제는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의사소통(Communication), 비

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간호

(Nursing), 임상실무(Clinical practice), 간호사(Nurse), 심폐소생술

(CPR), 응급(Emergency),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였다. 또

한 최근에만 나타난 주제는 “고성능(High-fidelity), 심정지(Heart 

arrest), 임상판단(Clinical judgement), 성찰(Reflection), 핵심기본간호

술기(Core basic nursing skill)”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연구주제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

록 각 구간별 핵심주제를 소시오그램으로(Figure 3) 제시하였다. 

주된 의미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2010년에는 “간호학생

(Nursing student)”- “노인(Elderly)”- “태도(Attitude)”, “간호학생

(Nursing student)”- “심폐소생술(CPR)”- “교육(Education)”, “시뮬레

이션(Simulation)”-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지식(Knowledge)”, “간호교육(Nursing education)”- 

“환자시뮬레이션(Patient simulation)”- “질적연구(Qualitive research)” 

등이 보였다. 2011-2013년에는 “간호학생(Nursing student)”- “임상

역량(Clinical competency)”- “지식(Knowledge)”- “문제해결능력

(Problem-solving ability)” - “자신감(Self-confidence)”-비판적사고

(Critical thinking)”, “간호사(Nurse)”- “심폐소생술(CPR)”- “마네킨

(Manikin)” 등이 등장했다. 2014-2016년에는 “표준화환자

(Standardized patient)”- “불안(Anxiety)”- “자신감(Self-confidence)”,  

“지역사회방문간호(Community visit nursing)”- “시뮬레이션훈련

(Simulation training)”- “엠비티아이(MBTI)”-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생아간호(Neonatal 

nursing)”- “아동간호(Pediatric nursing)”- “간호교육(Nursing 

education)”- “만족(Satisfaction)”- “환자시뮬레이션(Patient 

simulation)”- “임상역량(Clinical competency)” 등이 등장했다. 2017- 

2018년에는 “핵심기본간호술기(Core basic nursing skill)”- “자신감

(Self-confidence)”-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고성능(High-fidelity)”- “성찰(Refelction)”-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간호학생(Nursing student)”- “비

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임상판단(Clinical judgement)”- “수행

Figure 2. The sociogram of core-topics in Korea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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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Performance ability)”- “임상실무(Clinical practice)” 등이 등장

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 동향을 탐

색하기 위해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였고, 출현빈도, 연결

중심성, 매개중심성 상위 30개의 저자키워드를 핵심주제로 정의

하였다. 수집된 많은 양의 학술연구 문헌의 서지정보에서 추출

한 텍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 지표를 산출하는 

텍스트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통해 양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질적

으로 해석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주제의 동향을 탐

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

의 핵심주제를 파악한 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았던 “시뮬레이션, 

간호학생, 임상역량, 지식, 학습, 비판적사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등과 매개중심성이 높았던 “CPR,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수행능력, 간호사, 교육” 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탐색

된 핵심주제들은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의 중요한 학습성과 목표

가 간호학생의 임상역량, 지식,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

Rank 2008-2010 (13*) 　 2011-2013 (52*) 2014-2016 (97*) 2017-2018 (83*)

1 Simulation Patient simulation Simulation Simulation

2 Nursing student Simulation Learning Clinical competency

3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tudent Knowledge Nursing student

4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Simulation training Communication

5 Knowledge Clinical competency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6 Patient simulation Learning Nursing student Performance ability

7 Performance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Debriefing Nursing

8 Simulation training Knowledge Nursing Clinical practice

9 Problem-solving ability Self-confidence Satisfaction Nurse

10 Attitude Problem-based learning Patient simulation Education

11 Elderly Education Neonatal nursing CPR

12 Self-efficacy Nursing Critical thinking Emergency

13 Qualitative research Satisfaction Education Self-efficacy

14 Education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olving ability Knowledge

15 CPR Nurse Clinical competency Problem-solving ability 

16 BLS Neonatal nursing Communication Standardized patient

17 ACLS Emergency Problem-based learning Self-confidence

18 Curriculum Manikin Obstetric nursing Learning

19 . Obstetric nursing Nursing education Attitude

20 .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bility Patient simulation

21 . Curriculum Metacognition High-fidelity

22 . Self-efficacy Computer Simulation Heart arrest

23 . Critical thinking Anxiety Clinical judgement

24 . Self-directed Pediatric nursing Self-directed

25 . Evaluation Self-confidence Satisfaction

26 . Team efficacy Self-directed Simulation training

27 . Attitude MBTI Reflection

28 . Elderly Blood transfusion Core basic nursing skill

29 . Performance ability Community visit nursing Debriefing

30 . 　CPR Standardized patient Anxiety

Note: * Number of articles. Bold letters are keywords that appear only in that period. Italic letters in 2017-2018 are keywords ranked higher than 
previous years.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LS=Basic life support;; 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Table 2. The Change of rank in Korea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topics based on Degree Centrality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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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태도, 자기효능감, 수행능력, 자신감, 만족도 등을 향상하는 

것이라는 여러 연구결과[22,23]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생들이 성취해야하는 학습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이 효과적인 학습 설계로 인정되어 왔음을 

암시한다. 한편 Jeffries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5가지 측면 “교수자, 

학생, 교육실행, 시뮬레이션과 디자인 특성, 결과”를 모두 고려해

야 성공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성과가 달성된다고 하였다[2]. 국내

에서도 Jeffries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여러 편 수행되었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학습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한적이지만 실

증적으로 보여주었다[24,25]. 본 연구에서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발견된 핵심주제들은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 

동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직관적인 자료로 시각화하여 제시

함으로써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 연구와 더불어 실증적

인 연구동향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둘째,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의미구조를 시각화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시오그램을 제시하

였다. Figure 2에서 나타난 2008-2018년 전체기간동안의 주요 의

미구조를 살펴보면 노드 크기가 큰 “시뮬레이션, 간호학생, 임상

역량, 지식, 학습, 비판적사고”와 같은 키워드가 다른 많은 키워

드와 서로 복잡한 연결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핵심주제들 

간의 맥락적 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지식구조를 파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굵은 연결선을 보이는 관계이거나 노드 

2008-2010 2011-2013

2014-2016 2017-2018 

Figure 3. The sociogram of the topic trends in Korea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research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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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큰 주제들은 서로 관련성이 크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컸

던 주제 영역이다. “간호학생, 임상역량, 지식, 학습, 비판적사고”

는 핵심주제들로서 노드가 크고 많은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팀 효능, 지역사회방문간호, 죽음, 노인, 환자안전, 수혈, 교수자”

는 노드 크기가 작고 연결관계도 적다. 이처럼 소시오그램을 통

해 주제 간의 맥락을 보여주는 의미구조를 시각화하여 직관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의 장점 중 

하나이다. 

셋째,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개의 시

간구간별로 텍스트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연결중심성 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Table 2와 Figure 3의 소시오그램을 제

시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을 적용한 교과

목이 다양해져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령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신생아 간호, 모성간호, 노인, 수혈, 지역방문 간호, 핵심

기본간호술기”같은 주제가 등장했다. 본 연구결과 초기에는 주

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간호 술기 및 지식 향상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점차 다양한 교과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산되어 왔고, 2011년부

터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본 연구결과에서 최근(2017-2018년)에만 핵심주제로 부상한 

“고성능”과 순위가 더욱 상승한 “표준화 환자”는 시뮬레이션간호

교육에서 학습 설계가 더욱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환경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가깝게 모의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자원의 활용과 지

원이 필요한 학습과정이다[5]. 초기에는 단순 마네킹을 활용한 

학습설계가 대부분이었지만 생리적 반응과 음성적 표현을 구현

하는 고성능 시뮬레이터 사용으로 맥박 촉지, 호흡수 측정, 호흡

음 청진, 심전도나 산소포화도를 포함한 활력징후의 변화, 분만

과정 재현, 전신경련 등의 상황연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고성

능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학습설계는 마네킹이나 단순모형보다 

실제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표준화환자 및 고성능 시뮬레

이터와 저(low) 또는 중간(medium) 단계의 시뮬레이터를 복합적

으로 통합한 시뮬레이션 학습설계는 간호술기의 숙련도 향상과 

더불어 지식, 태도, 기술을 통합하여 간호 실무 상황에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능력 등 임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호학생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 선택, 자원 

투입의 어려움 같은 장애 요인도 우려되므로 학습 성과에 영향

을 주는 관련 요인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웹기반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이 기존의 다양한 시

뮬레이션 학습설계를 대체할 수 는 없겠지만, 고성능시뮬레이터

를 이용한 수업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급성심장질환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웹기반시뮬레

이션교육과 고성능시뮬레이터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26]에

서 고성능시뮬레이터교육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자기효

능감, 학습에 대한 흥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식, 수행

능력, 비판적사고, 자신감, 만족도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온

라인 수업이 가능한 웹기반시뮬레이션교육의 효과 및 수업설계

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의 핵심

주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의미구조 소시오그램을 제시하

여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 동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핵심주제를 찾기 위해 2편 이상의 논문에 출현하

는 저자키워드만을 선정하였지만, 1편에서만 제시되었던 저자키

워드를 살펴본 결과 급성심근경색, 세기관지염, 욕창, 통증, 고칼

륨혈증, 저혈당증, 감각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간호중재와 관

련된 지식, 수행능력 향상 효과를 연구하였거나, 정신간호학, 모

성간호학, 생명의료윤리학, 호스피스와 관련된 시뮬레이션간호교

육이 시도되었고, 시뮬레이션학습설계에서 캡스톤디자인, 플립러

닝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기법이 접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17편의 논문에서 출현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과 같은 학습설계는 2011-2016년 기간 동안 핵심주

제로 등장했다. 시뮬레이션간호교육에 활용되는 시나리오 상황

의 난이도가 복잡해질수록 사전학습을 통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

어져야 하는데, 사전학습에 문제중심학습을 접목하여 학습성과

를 살펴본 연구들[27,28]이 있었다. 이처럼 혁신적인 수업설계를 

통해 간호학생의 임상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시뮬

레이션간호교육 연구가 증가하면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변수가 

많아졌고, 학습설계, 시뮬레이터 유형도 다양해져 왔음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상이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었다. 가령 임상역량, 수행능력, 임

상판단, 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 임상실무, 임상수행, 자신감, 

자기효능감, 만족감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시뮬레이션간호교

육의 학습성과를 학생측면에서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궁극적

으로 미래간호사로 훈련되는 간호학생들이 갖추어야할 임상역량 

향상이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시뮬레이션교육의 학습성과와 관

련된 개념들의 명료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결과 교수자는 디브리핑과만 연결관계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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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간호학생이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핵심주제들과 빈

번하게 연결관계가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교수자와 관련된 연구

주제는 디브리핑과 관련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자의 시뮬레이션 교육경험과 관

련된 질적연구가 더 요구된다는 선행연구[29] 결과와도 일치한

다. 시뮬레이션교육에서 학습자의 간호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학습자와 교육자를 준비시키고, 특히 교수자의 실습교육 역

량이 중요하다[25]. 따라서 시뮬레이션 학습 설계 및 운영과 관련

하여 교수자가 간호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은 무엇인지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문헌만 

수집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

다. 수집에 이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학술지 문

헌, 학위논문 등이 배제되었다. 둘째,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문헌

만 분석하여 해외 연구주제 동향을 파악하여 비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학술논문의 서지정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하였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워 단어정제

를 하였으며, 사회네트워크분석 결과를 질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 론 

국내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연구주제 동향을 탐색하기 위해 

2008-2018년 동안 발표된 학술논문 245편의 서지정보에서 영문저

자키워드 178개를 추출하고 2편 이상의 논문에 출현한 66개의 저

자키워드를 이용하여 동시출현행렬을 개발한 후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핵심주제로 시뮬레이션, 간호학생, 

임상역량, 지식, 학습, 비판적사고,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CPR, 

태도, 자기효능감, 수행능력, 간호사, 교육 등이 발견되었다. 시간

이 흐르면서 초기에 비해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의 적용 교과목, 

관련 시나리오 상황, 학습설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적용한 

시뮬레이터 유형도 단순모형에서 고성능시뮬레이터, 표준화환

자, 웹기반 가상현실 등을 혼합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시뮬레이션간호교육

의 학습효과, 학습설계와 관련되어 지속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임상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습 교육이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양질의 간호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

고 있다. 둘째, 시뮬레이션간호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성과

뿐만 아니라 교수자 입장에서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시설, 장비 등의 자원 확보와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하는 숙련된 교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기 때

문이다. 셋째, 시뮬레이션간호교육의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연구 문헌

들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연구와 같은 시도를 통해 시뮬레이

션간호교육의 학습성과와 관련된 개념들을 명료화 할 것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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