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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을 개발하고 용하여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략

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 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 69명으로 2015
년 9월부터 10월까지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을 개발, 용하고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
성취도를 설문조사하 다. 연구결과,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 후 통제 동기(외재 동기)는 

감소하고, 자율성 동기(확인된 동기, 내재 동기)는 증가하 으며, 자원 리 략 활용 정도가 향상되었다. 학
업성취도(학업성과, 교육만족도) 모두 확인된 동기와 학습 략(인지 략, 메타인지 략, 자원 리 략)과 
정상 계가 있었다. 결론 으로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은 간호 학생의 자율성 동기를 

증진하고 자원 리 략의 활용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교육 략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심학습 연
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을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용하여 학습 련 변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개변
수를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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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based on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to apply it to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s on th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9 seniors majoring in nursing. Education based on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was applied to the students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15, and the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ir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ducation based on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reduced the nursing students’ other-directed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increased 
their self-regulation motivation (identified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improved their 
use of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In addition,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performan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was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dentified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cognitive strategy, meta cognitive strategy, and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In conclusion, education based on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education strategy for enhancing nursing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and 
improving their use of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Thu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simulation with problem-based learning in various care situations and to study 
factors and parameters influencing learning rela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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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 장에서 환자권리와 안 보장의 강화로 인해 

간호 학생이 간호행 보다는 찰 주의 학습을 주

로하게 되면서[1] 간호 학생에게 졸업 시 에 요구되

는 문지식, 간호 술기의 성취 수 과 비 인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 이러한 이유로 최

근 시뮬 이터를 이용한 효과 인 수업설계나 교육과

정, 다양한 교수법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에 한 심의 집 은 환자에

게 해를 주지 않는 안 한 환경에서 간호 학생이 환자

간호의 지식, 술기와 태도를 발 시키는데 효과 인 

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1].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은 

임상 상황을 재 한 안 한 환경에서 성 간호 상황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강 을 가지고 있으나[3], 

교수와 학생의 특성, 교육 략, 시뮬 이션 재에 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4]. 문제 심학습은 임상사례

에 해 자가학습을 하면서 지식검색과 비 인 반

의 통합능력, 임상실습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어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진된다[5]. 그리고 자율 인  

과제의 해결을 해 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능력과 이론, 실무의 통합능력이 신장된다.

Penjvini와 Shahsawari[6]는 문제 심학습을 하면서 

간호 학생의 지식수 이 높아졌고, 인지  학습능력, 

심리운동  기능이 개선되어 학습 성과와 학습에 한 

동기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한 문제 심학습

은 문화  특성,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수법으로 성취 수 을 확인하고 지속 으

로 평가하는데 필요하다[7]. 문제 심학습을 활용한 학

습경험이 있는 학생은 메타 인지능력, 비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웹 기반 학습에서도 인

원의 제한 없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

그러나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은 수업설계, 학생지도

나 자기성찰의 디 리핑을 부 하게 진행하면 효과

이지 않아[3], 효과 인 교육 방법을 설계하고 진행하

는 것이 요하다. 기 상황에서 환자에게 안 하고 

즉각 인 간호를 제공하기 해서는 간호 학생들에게 

임상간호역량을 발 시키는 것이 요하며[10], 간호실

무교육에서 비  사고와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통합 인 문제 심학습이 필요하다[11]. 통합 시뮬 이

션 문제 심학습 활동은 문제 심학습보다 임상수행능

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이나 심장 응  상황을 사

정,  리하는데 효과 인 략으로 보고하고 있다[10]. 

한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과 

문제 심학습 연계 시뮬 이션 기반 교육(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SIM-PBL) 수업을 받은 

경우 1학년보다 2학년이 비  사고 성향이 높았으나, 

문제해결능력은 1학년보다 2학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분명한 목

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면 자신의 행 에 해 정확히 

악하고,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에 몰입하므로[13] 임상 장을 경험한 고학년을 

상으로 SIM-PBL 교육과 학습동기, 학습 략의 학습 

련 변인에 한 탐색이 필요하다.

학습동기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 외  제

약에 의해 행동하는 외재 동기, 다른 사람의 비 을 회

피하거나 인정받기 해 행동하는 내사 동기가 있으며, 

행동목표를 완 히 내면화시키진 않아도 가치를 확인

하고 수용하는 확인된 동기와 내 인 조 로 나타나는 

내재 동기로서[14-16], 자율 인 학습환경에서의 학습

략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를 증진할 수 있다[14].

한편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은 환자와의 면 면 

이 없어서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고 학습에 집 하도록 

내재  동기를 강화하거나 지식을 조직, 통합하는 학습

략을 사용하고, 주어진 역할 과제를 수행하도록 외  

동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7][18]. 시뮬 이션 기

반 교육 에 동심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

은 학습에 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19], 만족도는 학

습동기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17]. 그리고 심화학습 략은 활용 가능한 자원

리 략과 정 인 연 성이 있었다[20]. 따라서 SIM- 

PBL 교육을 받는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략의 

활용 정도와 학업성취도를 악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효과 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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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SIM-PBL 교육에 한 선행연구는 비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12][21], 학업성취도[22] 등

의 수행능력 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Son과 

Song[12]은 1학년을 상으로 학기별로 각각 PBL과 

SIM-PBL 수업을 한 후 2학기말에 1차 조사를 하고, 1

년 동안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한 후에 2학년 2학기말에 

2차 조사를 하여 문제해결능력, 학습태도, 동기 등의 학

습효과를 검증하 으므로 인 SIM-PBL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Jun과 Lee[21]는 간호학과 1학

년 학생에게 ‘기본간호학 실습’교과목에 한 SIM-PBL 교

육 후에 비  사고 성향을 심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졸업시 의 간호역량 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Chae 등[22]은 교과목 운 에 있어 통합교과목과 교과

목 부분통합에 따른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로 효과를 

분석하 다. 그러나 학생의 자발성에 따른 학습동기, 자

기조  학습 략은 실제 교육에서 매우 요하며 학

생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데[23] 학습동기,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의 련성을 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SIM-PBL 교육을 개발하고 용하여 

간호 학생의 학습 동기,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SIM-PBL 교육을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SIM-PBL 교육 , 후 학습동기의 차이를 악한다.

둘째, SIM-PBL 교육 , 후 학습 략 활용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SIM-PBL 교육 후 학업성취도를 악한다.

넷째, SIM-PBL 교육 후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

취도 간의 계를 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IM-PBL 교육을 개발하고 용하여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한 단일군 후 설계의 유사 실험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 K 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상으로 편의 추출하 다.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주요 분석 방법인 교육 ·후 평균차이 검증

을 해 필요한 최소 상자 수를 산출하 다. 즉, 유의

수  .05, 검정력 .95, effect size .5( 간크기)를 기 으

로 하 을 때 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자 수

는 54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집한 71명의 학생 

 연구 참여에 동의한 69명의 학생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정력을 확보하 다. 본 연구 상자는 1,000시간 이상

의 정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수료하 고 이 에 문제

심학습  시뮬 이션 련 학습경험이 없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로, 교육 

시작 1주 에 연구변수에 해 사 조사를 시행하

고, SIM-PBL 교육 시 진행사항  시나리오에 한 간

단한 설명을 듣고, 제비뽑기를 통해 을 구성하 다. 

그 후 4주 동안 주 1회(150분)의 문제 심학습 연계 시

뮬 이션 기반 교육을 제공하 고, 교육 종료 1주 후에 

사후조사를 시행하 다. 

3. 연구 도구
3.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구체 인 학습행동 련 상황에서의 동

기[24]로 Park 등[25]이 개발한 도구를 Jeon[13]이 성인

학습자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

구는 총 24문항의 5  척도로, 무동기(4문항), 외재 동

기(4문항), 내사 동기(4문항), 확인된 동기(4문항), 통합 

동기(4문항), 내재 동기(4문항) 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하 고,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25]

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8～.83이었고, Jeon[13]

은 .55～.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60～.73, 교

육 후 .61～.8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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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전략
학습 략은 Corno와 Mandinach[24]가 개발한 도구

를 Park[26]이 번안하고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

구는 46문항의 5  척도로, 인지 략(14문항), 메타인지

략(17문항), 자원 리 략(15문항)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학습 략 활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4～.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 

 .65～.89, 교육 후 .71～.89 다. 

3.3 학업성취도
3.3.1 학업성과

학업성과는 100  만 으로, 출석(10 ), 조별 과제

(20 ), 개별 과제(20 ), 지필 고사(20 ), 실기 평가(30

)의 총 으로 산출하 다. 조별  개별 과제 수는 

문제 심학습 과정에서 조별 는 개별로 학습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평가한 수이며, 지필고사는 학습내

용과 련된 주 식 문항, 객 식 문항으로 구성된 시

험의 평가 수이고, 실기평가는 본 교육 로그램에서 

시행했던 시뮬 이션 시나리오(수술  간호 시나리오

에서 환자의 성별과 연령 변경)의 간호수행능력을 평가

한 수이다. 조별 과제와 실기평가는  평가항목이고, 

개별과제와 지필고사는 개별 평가항목이다. 각 평가항

목에 한 기 과 평가표 등 평가체계에 한 타당도는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 부터 검증받았다.

3.3.2 SIM-PBL 교육만족도

SIM-PBL 교육만족도는 Levett-Jones 등[27]이 개발

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5  척도

로, 수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vett-Jones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다. 

4. 연구진행 절차
4.1 문제중심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SIM-PBL 교육 로그램의 주제는 55세 여성 장암 

환자(장루형성 결장 제술)의 입원  수술 ․후 간

호이며, 시뮬 이션 실습을 해 Simman 3G 시뮬 이

터를 활용하 다. 구체  학습목표는 첫째, ‘건강문제를 

효율 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정하고 의미 있는 주

, 객  자료를 악할 수 있다’, 둘째, ‘수집한 자료

를 근거로 우선순 에 따라 간호과정을 용할 수 있

다.’, 셋째, ‘ 장암 진단을 받은 상자의 입원, 수술 

․후, 퇴원 환자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다’ 로 설정하

다. 주제와 학습목표에 근거하여 4개의 PBL을 한 시

나리오와 연계된 시뮬 이션 실습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PBL 과정에서는 사례 환자의 건강 문제를 간호

과정 체계에 따라 해결하도록 task를 구성하여 제시하

고, 시뮬 이션 실습 후에는 구 된 상황에서 우선순

에 따라 간호과정을 정리하도록 하 다. 

교육 로그램의 주차별 내용은 [표 1]과 같다.

개발된 교육 로그램에 해서 시뮬 이션 실습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간호학 교수 1인, 기본간호학 교수 1

인과 SIM-PBL 실습의 시나리오 개발  교육과정 운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으로부터 문가 타당

도를 받았다.

구분 내 용
주제 55세 여성 대장암환자의 입원 및 수술 전․후 간호
주
(분)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90분 실습(15분), 디브리핑(30분),

휴식(15분)
1주
(150)

복부 건강문제로 응급실
을 방문한 환자 간호

응급실을 방문한 복통환자 시나리오 
구현

2주
(150) 대장암 입원환자 간호 대장암 입원환자 간호 시나리오 구현
3주
(150)

대장암 수술 전 환자 
간호 

대장암 수술 전 환자 간호 시나리오 
구현

4주
(150)

대장암 수술 후 환자
간호  

대장암 수술 후 환자 간호 시나리오 
구현

세부
내용

-시나리오, task제시
-조별 task,문제 토론
-그룹별 자율학습
-시나리오 중심 대상자 
문제 찾기

-간호목표, 가설 수립
-개별과제 부여

-우선순위 중심 간호과정 정리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간호중재 수행
-전체과정, 학습내용 요약정리
-학생의 자기성찰

표 1. SIM-PBL 교육프로그램

4.2 문제중심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본 교육 로그램은 총 4주간, 주 1회 약 150분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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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체 4개 반으로 운 되었으며, 한 반을 6개 

으로 나 었고, 1개 당 3명～4명으로 구성하 다. 

실험자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시뮬 이션 기반 교

육 경험이 있는 교수자 1인이 로그램을 진행하 다. 

본 SIM-PBL 교육 로그램의 진행과정은 문제 심

학습(90분), 시뮬 이션 실습(15분), 디 리핑 과정(30

분)  휴식(15분)으로 구성되었다.  PBL 과정은 2개 

의 학생들이 한 조를 이루어 참여하 으며, 시나리오

와 함께 제시된 task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조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 다. 

그리고 토론 후 추가 학습이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개별 과제로 분담하도록 하 으며, 다음 교육 에 온

라인을 통해 추가 학습내용을 조원들 간에 공유하여 학

습하도록 하 다. 시뮬 이션 실습 과정 동안에는 문제

심학습을 함께한 조의 2개   한 은 참여하고 

다른 한 은 참 하도록 하고, 이를 교 로 하 다. 디

리핑 과정에서는 다시 각 조별(2개 씩)로 진행하 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램으로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확인하 다. 교육 ·후의 학습동기와 학습 략

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교육 후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 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총 69

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8세(범  21-39세) 다. 여

학생이 66명(95.7%)이었고, 남학생이 3명(4.3%)이었다. 

2. SIM-PBL의 효과
2.1 학습동기
무동기는 교육  2.55 에서 교육 후 2.43 으로 감

소하 다(p=.029). 통제 동기  외재 동기는 2.99 에

서 교육 후 2.76 으로 감소하 으나(p=.002), 내사 동

기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자율 동기  확인된 동기

는 3.40 에서 교육 후 3.58 으로(t=2.78, p=.007), 내재 

동기는 2.44 에서 교육 후 2.60 으로 향상하 으나

(t=2.85, p=.006) 통합 동기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2].

변수
교육 교육 후

t p
M±SD M±SD

학습동기
  무동기 2.55±0.49 2.43±0.51 -2.23 .029
  통제 동기
   외재 동기 2.99±0.53 2.76±0.68 -3.25 .002
   내사 동기 2.70±0.54 2.71±0.64 0.15 .878
  자율 동기
   확인된 동기 3.40±0.44 3.58±0.47 2.78 .007
   통합 동기 3.53±0.50 3.64±0.50 1.86 .068
  내재 동기 2.44±0.62 2.60±0.59 2.85 .006
학습 전략
  인지전략 3.50±0.48 3.49±0.48 -0.14 .893
  메타인지 전략 3.20±0.39 3.25±0.40 1.23 .225
  자원관리 전략 3.26±0.35 3.35±0.35 2.37 .021

표 2. 학습동기, 학습전략에 대한 SIM-PBL의 효과
(N=69)

2.2 학습전략
자원 리 략 활용정도는 교육  3.26 에서 교육 

후 3.35 으로 향상되었으나(t=2.37, p=.021), 인지 략

과 메타인지 략 활용정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표 2]. 

2.3 학업성취도
교육 후 학업성과는 88.59 (100  만 )이었으며, 

SIM-PBL 교육만족도는 4.11 (5  만 )이었다[표 3].

                           

변수 범 M±SD
학습성과 0-100 88.59±3.73
SIM-PBL 
교육만족도 1-5 4.11±0.43

SIM-PBL=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표 3. SIM-PBL 후 학업성취도               (N=69)

  

3. 교육 후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학업성취도 즉, 학업성과와 SIM-PBL 교육만족도 모



문제중심학습 연계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학습 동기,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645

두 학습동기  무동기와 역상 계가 있었고, 확인된 

동기와 정상 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습 략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자원 리 략과 정상 계가 있

었다[표 4].

변수

학업성취도

학업성과 
r (p) 

SIM-PBL 
교육만족도
r (p)

학습동기
  무동기 -0.38 (.001) -0.31 (.009)
  통제 동기
    외재 동기 -0.06 (.593) -0.09 (.473)
    내사 동기 0.02 (.871) -0.15 (.211)
  자율 동기
    확인된 동기 0.24 (.047) 0.31 (.011)
    통합 동기 0.16 (.203) 0.14 (.255)
    내재 동기 0.10 (.434) 0.07 (.581)
학습전략
  인지전략 0.27 (.027) 0.43 (<.001)
  메타인지전략 0.31 (.009) 0.32 (.007)
  자원관리전략 0.42 (<.001) 0.30 (.011)
SIM-PBL=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표 4. 교육 후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N=69)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SIM-PBL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략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본 교육 로그램의 특징은 장암 환자 사례를 상

자의 flow 심으로 응 실 방문, 입원  수술 ․후 

간호의 병동 심 간호를 연속성 있게 구성한 이다. 

그리고 동일한 교육시간 내에 시나리오 사례 심으로 

정보 수집, 자료 분석, 가설 설정과 토론을 통해 학생이 

자기주도  문제 심학습과 시뮬 이션 기반 학습을 

하면서 우선순  심의 간호 재 수행과 자기성찰을 

통해 간호과정을 정리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는 Son

과 Song[12]이 학기별로 PBL 수업과 S-PBL 수업을 

구분하여 운 한 것과는 다르고, Roh와 Kim[28]과 

Chu, Hwang과 Park[29]의 연구에서 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심폐소생술 훈련을 심으로 시뮬 이션 기반 

학습 환경을 구 한 것과는 달랐다. 한 장암 환자

의 사례 학습은 추후 임상에서 근무하게 될 간호 학생

에게 장암의 치료와 간호에 한 사  지식을 제공하

고 시뮬 이션 실습은 학습의 동기 부여, 학습 략의 

활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 SIM-PBL 교육 보다 교육 후에 무동기

가 감소하 다. 무동기는 과제, 수업, 성 에 한 무

심으로 숙달회피의 경향이 있고 무동기와 외재 동기는 

련성이 있어[25], 이는 SIM-PBL 교육이 무 심과 회

피의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수업 에 주제학습의 

행동목표에 직면하여 외재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 SIM-PBL 교육 보다 교육 후에 통제 

동기  외재 동기가 감소하 다. 외재 동기는 처벌을 

피하기 해 의식 으로 행동하는 외  조  동기로, 

Messa, Donnelly와 Hanes[30]의 연구에서 문제 심학

습을 한 후에 포르투갈 공 생의 외재  동기가 향상된 

것과는 결과가 달랐다. 이는 외재  동기와 련된 목

표를 추구할지 여부에 한 개인  자기결정과 련되

며, SIM-PBL 교육의 참여에 한 자율성이 학습동기

에 반 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 ·후

의 내사 동기는 차이가 없었는데, 학생은 성인보다 

수업에 한 인정과 보상의 내사 동기가 높고, 자율

인 학습지도는 학생의 통제 동기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어[13][17], 제한된 기간 내 자율 인 학습으로는 

내사 동기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

다. 한편 SIM-PBL 교육  시나리오 심의 PBL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율  평가, task에 한 조별 토론

을 통해 학습동기를 인지하지만[31], 조별 과제제출과 

개별과제의 의무사항은 학생들의 동기화에 통제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외재 동기는 학습태도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8] SIM-PBL 교

육에서 의무 인 과제 제출의 외 인 규제를 자율 인 

자기조 략을 통해 내면화하고 주도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SIM-PBL 교육 보다 교육 후에 자율동

기  확인된 동기와 내재 동기가 향상하 다. 선행연

구에서 코펜하겐 여성 문병원의 산부인과 련 의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7646

와 간호사에게 산부인과 응 상황 시뮬 이션에 한 

교육을 제공하거나[32] 포르투갈 공 생에게 문제 심

학습을 용한 결과[30], 내재 동기가 향상되었음을 보

고하여 본 결과를 뒷받침하 다. 이는 간호 학생이 문

제 상황에 해 분석을 하고, 문헌 검토  인스토

을 통해 학습주제에 해 사 인지가 된 상태에서 시

뮬 이션 기반 교육이 진행되므로, 학습목표와 문제해

결을 한 원 간 자율 인 상호 력의 기회가 증가하

여[19], 확인된 동기와 내재 동기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

된다. Roh와 Kim[28]은 시뮬 이션 기반 학습과 문제

심학습 후에 내·외  목표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직

무 가치, 학습자의 신념, 학습에 한 동기가 교육 후에 

향상되었다고 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 다. 그러나 학

생은 성인보다 가치를 확인하고 수용하는 확인된 동기

가 높아 학습에 한 흥미나 가치를 본인의 가치와 통

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3][15]. 한 학습태도가 좋을

수록 확인된 동기, 내재 동기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

며[8],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가 학습을 증진시킨다고 

하 다[33]. 이와 같이 본 연구의 SIM-PBL 교육이 확

인된 동기, 내재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조군을 확보하고, 상자 수

를 확 하여 SIM-PBL 교육이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종단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자원 리 략 활용 정도

는 교육 보다 교육 후에 향상되었으나, 인지 략과 

메타인지 략 활용 정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 강의보다 PBL을 용한 보건계열 학

생들의 학습시간이 평균 5시간 이상으로 많았고, 웹 기

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아[34] 본 결과를 뒷받

침하 다. 이는 SIM-PBL 교육  PBL에서 문제해결

을 한 주제학습과 개별 과제 학습, 그리고 시뮬 이

션기반 교육  상호 력 과정에서 도움 구하기, 역할 

수행 등의 가용성 인 , 물  자원을 리하면서 자원

리 략 활용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시뮬 이터를 활용한 PBL 교육 후에는 인지 략, 메타

인지의 차이가 없었지만[29], PBL을 경험한 간호 학

생의 경우 메타인지가 증가함을 보고하여[35] 본 연구

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에서 인지 략과 메타인지 략 

활용 정도가 변화가 없는 것은 Hwang 등[35]의 연구에

서는 15주의 기간 동안 PBL 통합교과과정을 통해 8주, 

15주에 차 인 메타인지가 상승된데 비해 본 연구는 

4주의 학습기간 종료로 인해 문제를 조직, 검  조

하는 인지 략과 메타인지 략 활용의 기회가 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SIM-PBL 학습의 기간

을 연장하여 인지 략과 메타인지 략의 활용 정도의 

변화를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SIM-PBL 교육 후의 학업성취도 즉 학

업성과와 SIM-PBL 교육만족도 모두 학습동기  무동

기와 역상 계가 있었고, 확인된 동기와 정상 계

가 있었다. Burton 등[36]의 연구에서 캐나다 학생의 

내재동기와 확인된 동기가 심리 인 안녕과 학업성과

에 정 인 향이 있었고, Park 등[25]은 고등학생의 무

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성 이 감소하고, 동일시 조  동

기(확인된 동기)와 학업성 이 정  상 을 보여 본 결

과와 일치하 다. 동기부여는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노력의 양과 학생의 가치 수용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외  보상에 의해 PBL 참여가 좀 더 동

기화될 수 있다[29]. SIM-PBL 교육에 참여하는 간호

학생이 주제학습에 한 활동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학습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SIM-PBL 교육 후에 학업성취도 즉, 학

업성과와 SIM-PBL 교육만족도 모두 학습 략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자원 리 략과 정상 계가 있

었다. Park[26]은 사이버 학생의 인지학습 략과 메타 

인지학습 략이 학업성취도에 직 인 향력을 미치

는 반면에, 자원 리 략은 향이 없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자원 리 략의 상 성은 학생

의 학습환경에 따른 차이로 생각되며, PBL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 선정, 계획 략을 세워 수행하는 과정

에서  상황과의 지식의 차이를 확인, 자기성찰을 통

해 인지 략과 메타인지 략이 활용될 수 있다[29]. 

한 시뮬 이션 학습에서 역할 수행  동료학습의 자원

리 략의 활용으로 SIM-PBL 교육에 한 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Lim [23]은 학생의 심화

된 학습 략(정교화, 통제, 노력)이 학업성취도 즉,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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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정 인 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PBL은 몰입, 메타인지에 따라 문제해결

력의 학습 성과를 측할 수 있으며[37] SIM-PBL 교

육 후에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 기술이 향상[31]

되어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SIM-PBL 교육은 

간호 학생의 통제 동기를 감소시키고, 자율성 동기와 

자원 리 략의 활용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교육 로그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통제 동

기와 인지 략, 메타인지 략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략,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SIM-PBL 교육을 진행하고 련 효

과와 계를 악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의 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단일군으

로서 조군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

하는데 제한 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SIM-PBL 교육을 개발하고 용하여 간호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를 악하고,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 SIM-PBL 교육 후 외재 동기는 감소하

고, 확인된 동기, 내재 동기는 증가하 으며, 자원 리

략 활용 정도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학업성과와 교육

만족도 모두 확인된 동기와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자

원 리 략의 학습 략과 정상 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환자의 입원  수술 ․

후 간호 뿐 아니라 격리간호, 낙상환자 간호 등의 다양

한 상황에 SIM- PBL 교육을 용하여 간호 학생의 

확인된 동기와 내재 동기를 강화하고, Algorithm의 분

석, 평가, 자기조 을 통해 인지 략, 메타인지 략, 자

원 리 략을 활용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인 측면에서는  SIM-PBL 교육의 용기간을 연

장하여 SIM-PBL 교육의 장기효과와 학습 련 변인을 

악하는 종단 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뮬 이션 교육 

집단과 SIM-PBL 교육 집단에서 학습동기, 학습 략,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

고 임상실무에서는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장암 환

자의 입원  수술 ·후 간호의 직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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