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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용한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능

력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방법은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

이다.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68명,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조군은 68명이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z=-4.70, p<.001)과 학생활 응(t=2.03, p<.05)이 실험군에서만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험군과

조군 간의 사회 문제해결 능력(z=-1.87, p=.061)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이

보건계열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한효과 인시뮬 이션기반연합 로그램이개발되어야하고 련 연구가 더필요할것으로제언한다.

주제어 : 시뮬 이션 교육,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 사회 응, 학생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imulation-based cooperation 

program on self-efficacy,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health college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was used. Sixty-eight students were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the simulation-based cooperation program, and 68 were in the control group with no treatmen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efficacy(z=-4.70, p<.001) and college life adjustment(t=2.03, p<.05)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z=-1.87, p=.061)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imulation-based cooperation progra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health college students. Thus the simulation-based cooperation program to promote the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needs to be more developed and research related with cooperation program is further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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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사회는 지식기반의 도래와 함께 고등 직업교육을

통해 실제로 할 아는 능력 심의 인재양성을 요구하

고 있다. 보건계열 학과에서도 국가산업경쟁력의 향상의

일환으로 능력 심의 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

고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장 심의교육과정을 보다

극 으로 실천하고 있다[1, 2].

그러나 보건 장은 학생들의 실습교육보다는 환자의

치료 근에 이 되어 운 되고 있어 환자를 상

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3, 4]. 문 의료인 양성을 해 도입된 교육수련제도

임상실습의 필수이수시간에 한 규정 마련은 실습교육

의 질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지만 여 히 임상

실습기 은 부족하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편이다[4, 5].

많은 간호 학에서 임상실습에 한 실습교육으로 시

뮬 이션 기반의 교육이 각 을 받고 있다[6]. 시뮬 이

션이란 복잡한 문제나 상을 해석하고해결하기 하여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제작하여 모의 으로실험하며 그

특성을 악하는 일을 의미한다. 모의실험은 컴퓨터에

실제의 환경과 거의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로그램을

기억시켜 놓고 자료를 주어 실행시키므로서 실제실험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여러 조건이 주어지도록 연

출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비교

단기간에 큰 효과를 거두는 장 이 있다[7].

시뮬 이션 기반 실습교육은 임상상황을 재연한 시나

리오 용을 통해 실제 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

고, 학생들의 술기능력이 미흡하여 실수가 발생하여도

인간에게 직 용된 것이 아니어서안 하며 성공 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종합 인상황 단과 문제해결의기회도 제공하

여 극성과 자발 인 사고를 진하고 학업 임상실

무에 한 자기효능감과 함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

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6]. 자기효능감을

가장 효율 으로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성취경험이

라는 을 고려해볼 때[8] 보건계열 학생에게 시뮬 이

션을 기반한 실습교육을 용하여 성취경험을쌓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측면에서도 학

생 심으로 실제 문제와 실제를통합하는 학습활동을

반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과

학생들과 동하게 되고 능동 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루게 한다[9].

보건계열 학생들은 타 학과에 비해 졸업 후 진로가확

실한 편이기 때문에 비교 안정 인 학생활 응을

보인다. 그러나 삶의목 과 의미에 한 깊은 성찰이 이

루어지지 않은채 외재 가치만으로 보건 련 진로를

선택 한 경우라면 자기 공 역에 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에 한 불만족을 야기하고

학생활 응에도 어려움이 래될 수 있다[10, 11]. 시뮬

이션 교육은 이 의 학습내용을 재확인하는 기회도 제

공하지만 사 학습을 통해 아직 학습하지 못 한 부분에

해서도 자기 주도 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고[6, 12, 13] 향상된 학업성취도

는 학생활 응을 정 으로 유도할 수 있다[10-12].

보건 장에서 만나는 상자는 신체 인 측면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 이거나 심리·사회 인 요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지 않아 다양한 사항이나 조건을 고려한 통합

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요하다[9]. 의료서비스

는 타 부서와의 력 인 계 속에서 효과 으로 실무

가 이루어질 때 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부서에 비해 간 빈도가 높은 간호부

서, 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은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스템 으로 한 계를가진다[9]. 이러

한 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학시기 보건계열 학과 간

의 력학습은 연계 학과의 공 련 임상술기를 배우

고 타과의 업무특성을이해할수 있는경험을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국내 간호학에서 용된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은

공교과목별로 독립 이거나[13-20] 통합교과목 방식으

로[21, 22] 운 되고 있으며 시뮬 이션을 용한 결과

련 지식[17, 19]과 임상수행능력[13-15, 19, 21, 22], 수

업 실습만족도[14, 20], 자기주도학습[13], 자신감[18]

자기효능감[14, 15, 20, 22], 임상의사결정[22], 비

사고성향[18] 문제해결능력[16-19, 21, 22]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신감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17-19, 21, 22] 측정도

구, 재기간 실험처치방법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었

으며 부분의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나타내었다.

시뮬 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보건계열 학생에게 시뮬 이션 기반의 연합 교육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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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

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이 보건계열 학

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 능력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이 보건계열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 학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함이며연구목 을 달성

하기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연합 로그램에참여한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연합 로그램에 참여한 두 집단의 사회 문

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연합 로그램에 참여한 두 집단의 학생활

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재의 성숙과 시험효과를 통제하기 해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를 용하 다.

2.2 연  대상  표집 

본 연구의 상자는 D 학교의 보건계열 재학생들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자발 으로 동의한

자,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직 작성하거나 문답이

가능한 자, 본 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로그램을 참여하

지 아니한 자, 출석률 80% 이상인 자들을 상으로 선정

하 다.

표본수 산정은 김은 , 김정 최 솔[23]의 연구

결과에서 구해진효과크기 d=0.52와 유의수 (⍺) .05, 검

정력(1-β) .80를 기 으로 G Power 3.1.2[24]를 이용하여

계산하 을 때 각 집단 60명씩을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최소 68명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사 조사를 받은 상은 총 136명

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탈락자는 없었다.

2.3 연  도

자기효능감은 김아 과 차정은[25]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다. 24문항의 5 Likert 척도로 정문항 15개

와 부정문항(1, 3, 5, 6, 9, 10, 11, 13, 16)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의 하 역(자신감 7문항, 자기조 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 5문항)으로 나뉘어져있다. 개발당시

Cronbach's α=.836 으며, 본 연구에서는 .842이었다.

사회 문제해결은 최이순[26]이 번안한 개정 사회

문제해결능력(SPSI-R) 도구를 이용하 다. 총 52개

문항의 5 Likert 척도이며 5개의하 역( 정 문제

지향 5문항, 부정 문제지향 10문항, 합리 인문제해결

20문항, 충동-부주의 척도 10문항, 회피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수가 높을수록 사회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최이순[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5이었다.

학생활 응정도는 지원[27]이 번안한 학생활

응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ege Questionnaire:

SACQ)를 사용하 다. 총 67문항의 9 Likert 척도이며

4개의 하 역(학업 응 24문항, 사회 응 18문

항, 개인-정서 응 15문항, 학 환경 응 14문항)

으로 나뉘어져있다. 36번 문항은 학업 응과 학환

경 응 모두에 해당되고 42, 56, 57번 문항은 사회 응

과 학환경 응에 복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숙

이나 하숙생활의경우에만해당되는 문항(22, 33번)과 어

느 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문항(26, 33, 53, 67)번을 제

외한 총 62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진원[27]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9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1

이었다.

2.4 료수집절차

2.4.1 연 승 절차

연구 장소는 D 학교의 시뮬 이션 센터를 이용하

다. 사 에 계자로부터 연구진행에 해 조와 허락

을 받은뒤 학과별 학과사무실 게시 에본 로그램

에 한 공고문을 부착하여 상자를 모집 하 다. 자발

으로 연구 참여의 의사를 밝힌 상자 선정기 에

부합하고 연구목 에 한 설명문의 내용을 이해한 경우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본 연구는 기 생명윤리 원회(1041490-20161010-HR

-005)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

물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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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연  비

연구자 1인은 간호학과 박사학 자로 시뮬 이션 수

업과 련된 다년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있고 2015년부

터 D 학교의 의료시뮬 이션 센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 2인은 보건학 박사학 자로 10년

이상의 산업체 교육경력이 있으며다양한 취업역량강

화 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문가 1인은 간호학

석사학 소지자이자 모유수유 문가로서 분만을 비롯

하여 산모 경산모를 한 유아 돌 에 한 풍부

한 실무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

2.4.3 연 보조원 훈련

연구보조자 1인은 로그램 ·후 3가지 주요 연구 변

수 일반 인 특성에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를 측정하는 것이다. 간호학과 박사학 자로서 약 다년

간의 임상이력이 있으며 여성건강간호학 교과목을 가르

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연구보조자 1인은 각 회

기별로 시뮬 이션 실험실습 진행과 련하여 수업의

보조역할을 하는 자이다. 간호학과 석사소지자로서 다년

간의 임상경력 시뮬 이션 수업지도 이력이 있다. 연

구자는 연구보조자 2인에게 본 연구의 목 , 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해 설명하고 진행과정에필요한 지식과

태도, 주의할 에 해 60분씩 총 3회 교육하 다. 교육

받은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게 하여 측정방법의 정확성

이해도 수 이 높음을 확인하 다.

2.4.4 사전조사

본연구는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사 조

사, 재, 사후조사( 로그램 종료 직후)순으로 진행되었

다. 사 조사는 연구보조자 1인이 로그램 실시 일반

인 특성,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 학생활 응

에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2.4.5 시뮬레   연합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의 재는 실험군에게만 4주간, 주 1회, 회당

180분, 총 4회기 연합 로그램이 제공하 다. 동시에 실

험군과 조군 모두 기존방식과 동일하게학과별 공교

과목에 한 수업을 받았다. 본 재는 시뮬 이션 실습

교육과 실험실습, 이론 토론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용하여 구성하 다. 따라서 본 로그램에 직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교육 내용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단일 기 에서 조군을 두어

재의 효과를 측정하 다.

학습 모듈은 학과별(간호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로 실무 장에서 핵심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업무 내용

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부서별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설

계하 다. 학생들이 모듈에서 제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건강문제의 발견에서 해결 치료의 과정까지 시뮬 이

션 실습 실험실습을활용하여 직 수행해볼 수있도

록 구성하 다.

로그램 운 시간은 정규수업 편성이 가장 게 배

치된 매주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수

요일반과 요일반으로 나 어 진행하 다.

회기별 수업 내용과 시간은 선행연구[19, 28]를 바탕

으로 구성하되간호학과 교수 2인, 방사선과교수 1인, 임

상병리과 교수 1인, 모유수유 문가 1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으로 로그램의 내

용을 구성하 다.

1회기와 2회기는 양승희, 홍세훈[19]의 연구를 바탕으

로 “가족 분만”에 한 내용으로 하 다. 선행연구[19]에

서 각 조별로 70분간의 시뮬 이션실습시간이 주어졌으

나 여러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 로그램이고 실무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해야한다는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만과정에 한 교육시간

은 360분으로 정하 다. 시나리오 내용은 “38주 4일 된

36세 산모가내원 1일 새벽 양막이 수된후 경험하

게 되는 분만 1기에서 4기까지의 과정을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재 하면서 동시에 각 분만 단계

의 특징과 산모의 태도 반응, 련된 문 간호지식,

간호행 , 상자 가족들을 한 심리·정서 지지 방

법 등이 시나리오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 되도록 구성하

다. 교육은 시뮬 이션 실습 련 문가 1인과보조연

구원이 직 수행하 다.

1회기에서는 정상분만과정에 한 이론 강의, 조별 토

의, 시뮬 이션 수업 순으로 진행하 다. 1교시(60분)

PPT를 이용하여 가족 분만에 한 이론 강의를 시행하

다. 2교시(30분)는 이론 강의에 한 질의응답 조별

토의시간으로 편성하 다. 2교시(30분)은 시뮬 이션을

구동하여 분만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 찰할 수 있

도록 하 다. 3교시(60분)는 제시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별 구성원이 환자, 간호사, 보호자, 의사 등 각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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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정하고 역할극으로 재구성하도록 하 다.

2회기는 조별 시뮬 이션 실습시간으로 진행하 다. 1

∼2교시(120분)는 조별로 재구성된 역할극을 시뮬 이션

구동과 함께 재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교시(60분)는

조별 실습경험에 한 소감을 나 는 등 자기성찰의 시

간을 가졌다.

3회기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로그램에 한 김 경

과 정인숙[28]의연구에 근거하여 “ 산모의신생아 돌

과정”으로 계획하 다. 선행연구[28]에서 약 60-80분간

의 일 일 교육으로 산모의 양육자신감과양육행 정

확도가 향상됨을 보고하 으나 문가 인 능력 배양과

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시간을 180분으로

결정하 다. 교육은 경산모에 비해 산모가 특히 어려

움을 경험하는 모유수유 방법, 트림시키기, 기 귀 리,

목욕시키기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28]. 교육수행

은 모유수유 문가가 직 제작한 유방 모형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이용한 실질 인 시범교육으로 진행하

다. 첫 1시간은 모유수유 문가가 신생아 돌 에 한

과정을 직 시범으로 재 하고 학생들은 그 과정을

직 찰하는 시간으로 편성하 다. 나머지 120분은 조

별(7∼8명 내외) 실습시간으로 정하 다.

4회기는 임상병리검사와 상검사에 한 이론 수업

과 실험실습으로 구성하 다. 교육시간은 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180분으로 정하 다. 임상병리검사는

여성건강간호학의 임부간호[2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사

산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해 임상 장에서 기

본 이면서도 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요분석검사,

액학 검사(헤모그로빈과 헤마토크리트), 간이 액형

생화학 검사( 액내 포도당 수치)의 목 과 의미,

검사방법과 차, 필요한 문지식, 결과 해석”에 한

내용이었다. 제시된 내용은 임상병리 문가가 PPT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30분)과 실험실습(90분)으로 진행하

다.

상검사는 “정상 분만 과정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왕 개술이 진해 될 가능성을 비하여 수술 검사로

자주 진행되는 ”흉부 X선검사“에 한 내용을 다루었다

[29]. 검사의 목 과 의미, 검사방법 유의사항(Protect

의 착용 등), 독법 등을 방사선과 문가가 PPT를 이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68) Cont. (n=68)

χ2/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12(17.6) 19(27.9) 0.15 .110

Female 56(82.4) 49(72.1)

Age(yr) 20.71±2.39 20.78±2.10 -0.19 .849

Grade(yr) First 26(38.2) 26(38.2) 1.51 .678

Second 20(29.4) 23(33.8)

Third 8(11.8) 10(14.7)

Fourth 14(20.6) 9(13.2)

Religion Yes 18(26.5) 20(29.4) 0.14 .849

No 50(73.5) 48(70.6)

Satisfaction on Major 2.87±0.82 2.82±0.69 0.33 .736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2.91±0.72 2.90±0.62 0.12 .900

Hope for the employment field General hospital 56(82.4) 47(69.1) 3.43 .329

Civil servant 8(11.8) 15(22.1)

Industry & School organization 1(1.5) 2(2.9)

overseas employment 3(4.4) 4(5.9)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19(27.9) 24(35.3) 2.05 .359

Aptitude 28(41.2) 30(44.1)

Stable job 21(30.9) 14(20.6)

Academic performance 2.99≥ 13(19.1) 11(16.2) 0.21 .897

3.00 ∼ 3.99 43(63.2) 44(64.7)

4.00≤ 12(17.6) 13(19.1)

Perceived health state Unhealthy 9(13.2) 8(11.8) 1.10 .577

Moderate 25(36.8 20(29.4)

Healthy 34(50.0) 40(58.8)

Current residence Parents’s house 21(30.9) 20(29.4) 0.03 1.00

Studio or flat 47(60.1) 48(70.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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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강의식 수업(20분)과 조별실험실습(40분)으로진행

하 다.

문가는 매 회기 학생들의 조별 활동을 면 히 찰

하고 활동내용에 한 실질 인 피드백을제시하여 학생

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설명과 설득, 정 강화,

격려도 지속하여 학생들의 극 인 로그램참여를 유

도하 다.

2.4.6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경우 4주간의 로그램이 끝난

직후시행되었다. 조군은사 조사 4주후에이루어졌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

를 제시하 고 동질성은 Chi-square 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다.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학생활 응에서만정규성이 확

인되었다. 정규성이 확보된 경우의 사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고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변수(자기효능감과 사회 문제해결)는 Mann-Whiteny

U 검정을이용하 다. 본연구의가설검정은 independent

t-test와 Mann-Whiteny U 검정을 이용하여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변수에 대한 동질  검정

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종교, 공 임상실습

련 만족도, 졸업 후 희망진로,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취

도, 주 건강상태, 주거형태를 악한 결과 두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1 참고). 참여 상자

평균 연령은 약 20세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남학생에 비

해 여학생의 비율이 약 2.5 배 이상높았다. 두 집단의 참

여자 별 등 은 1학년이 약 40% 고 2학년이 약 30%로

학년이 비율이 고학년에 비해 다소 높았다. 두 집단의

공 임상실습 련 만족도는 2.84 으로 수 이상

이었고 약 75%가 졸업 후 임상 장에 취업하기를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약 60%이상이 평

3.0에서 3.9사이이었다. 보건계열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두 집단의 약 40%에서 성이 맞아서라고 답하 고 그

다음으로 취업에 유리한 , 안정 인 직장의 보장 순으

로 응답하 으며 약 65%가 기숙사나 하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 학생활

응 수와 각각의 변수 별 모든 하 역은 동질한 것

으로 검증되었다(Table 2 참고).

Characteristics
Exp. (n=68) Cont. (n=68)

t/Z p
M±SD M±SD

Self-efficacy(24) 3.12±0.33 3.10±0.43 -0.66 .504

Self-confidence(7) 3.25±0.45 3.24±0.61 -0.02 .979

Self-regulation(12) 3.40±0.40 3.39±0.55 -0.20 .834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5) 2.70±0.59 2.66±0.67 -0.56 .574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52) 3.33±0.32 3.29±0.39 -0.87 .384

Positive Problem Orientation(PPO, 5) 3.30±0.50 3.34±0.51 -0.09 .921

Negative Problem Orientation(NPO, 10) 3.21±0.66 3.24±0.75 -0.14 .886

Rational Problem Solving(RPS, 20) 3.42±0.43 3.30±0.41 -1.73 .083

Impulsive-Carelessness Style(ICS, 10) 3.33±0.26 3.25±0.48 -1.40 .161

Avoidance Style(AS, 7) 3.38±0.52 3.32±0.49 -1.00 .315

College life adjustment(67) 5.63±0.89 5.55±0.92 0.48 .628

Academic adjustment(24) 5.39±0.93 5.42±1.01 -0.18 .855

Social adjustment(20) 5.78±0.85 5.56±0.90 1.51 .132

Personal-emotional adjustment(15) 5.20±1.09 5.32±1.32 -0.58 .561

Attachment(15) 6.28±1.28 6.00±1.16 1.30 .19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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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   연합프로그램  효과 검  

가설검정을 해 재 ·후 자기효능감과 사회 문

제해결의집단 간 변화량의 차이는 Mann-Whiteny U 검

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고).

재 후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재 3.47에서 3.12

로 0.35이 증가하 고, 조군도 3.22에서 3.10으로 0.12

증가하 다.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z=-4.70, p<.001). 세부 역별로 살

펴보았을 때 실험군의 자신감(z=-3.70, p<.001), 자기조

효능감(z=-3.34, p<.01), 과제난이도 선호도(z=-2.62,

p<.01) 모두에서 재 에 비해 재 후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반면 재 후 실험군의사회 문제해결은 두군 모두

에서 재 후 비슷한 양상의 변화가 찰되었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2는 지지되

지 않았다. 세부 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실험군의 정

문제지향(z=-2.40, p<.05)에서만 재 에 비해 재

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부정 문제지향, 합리

인 문제해결, 충동-부주의 척도 회피척도모두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생활 응의집단간 변화량의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재 후 실험군의 학생

활 응은 재 5.98에서 5.63으로 0.42만큼 증가하

고, 조군도 5.74에서 5.55로 0.19 증가하 다.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t=2.03, p<.05) 세부

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정서 응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2.74, p<.01) 가설 3은

부분 으로 지지되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학업 응

과 사회 응 학환경 응은 재 ·후 비슷한

양상의 증가 폭을 보 고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ariables Groups
Pre test Post test Differences

t/Z p
M±SD M±SD M±SD

Self-efficacy
Exp. 3.12±0.33 3.47±0.23 0.35±0.28 -4.70 <.001***

Cont. 3.10±0.43 3.22±0.44 0.12±0.30

Self-confidence(7)
Exp. 3.25±0.45 3.48±0.54 0.23±0.33 -3.70 <.001***

Cont. 3.24±0.61 3.34±0.76 0.09±0.28

Self-regulation(12)
Exp. 3.40±0.40 3.78±0.18 0.38±0.40 -3.34 <.01**

Cont. 3.39±0.55 3.53±0.50 0.13±0.63

Preference to task difficulty(5)
Exp. 2.70±0.59 3.15±0.29 0.44±0.63 -2.62 <.01**

Cont. 2.66±0.67 2.80±0.61 0.13±.0.63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Exp. 3.33±0.32 3.55±0.47 0.22±0.35 -1.87 .061

Cont. 3.29±0.39 3.38±0.38 0.09±0.40

Positive Problem Orientation(PPO, 5)
Exp. 3.30±0.50 3.88±0.51 0.57±0.64 -2.40 <.05*

Cont. 3.34±0.51 3.69±0.54 0.35±0.56

Negative Problem Orientation(NPO, 10)
Exp. 3.21±0.66 3.38±0.76 0.08±0.82 -.36 .172

Cont. 3.24±0.75 3.23±0.59 -0.10±0.63

Rational Problem Solving(RPS, 20)
Exp. 3.42±0.43 3.63±0.94 0.17±0.48 -1.69 .089

Cont. 3.30±0.41 3.43±0.44 -0.00±0.79

Impulsive-Carelessness Style(ICS, 10)
Exp. 3.33±0.26 3.43±0.59 0.10±0.53 -1.44 .149

Cont. 3.25±0.48 3.22±0.37 -0.02±0.51

Avoidance Style(AS, 7)
Exp. 3.38±0.52 3.44±0.58 0.06±0.48 -0.33 .737

Cont. 3.32±0.49 3.33±0.48 0.00±0.59

College life adjustment
Exp. 5.63±0.89 5.98±0.87 0.42±0.58 2.03 .<.05*

Cont. 5.55±0.92 5.74±0.98 0.19±0.75

Academic adjustment(24)
Exp. 5.39±0.93 5.78±0.91 0.38±0.78 1.56 .121

Cont. 5.42±1.01 5.59±1.08 0.16±0.85

Social adjustment(20)
Exp. 5.78±0.85 6.34±0.86 0.55±0.56 1.94 .054*

Cont. 5.56±0.90 5.85±0.98 0.29±0.93

Personal-emotional adjustment(15)
Exp. 5.20±1.09 5.68±0.86 0.48±0.91 2.74 <.01**

Cont. 5.32±1.32 5.33±1.08 0.00±1.09

Attachment(15)
Exp. 6.28±1.28 6.42±1.13 0.13±0.77 -0.36 .714

Cont. 6.00±1.16 6.20±1.30 0.20±1.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05 **p<.01 ***p<.001

Table 3. Effect of a Health Education Program on the Dependent Variables                       (N=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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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 결과를 토 로볼 때 시뮬 이션기반 연합

로그램의 효과성은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의 개인

-정서 응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참고).

4. 논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4주간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용하여 자기효능감, 사회

문제해결 학생활 응에 미치는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은 보건계

열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로그램임을 확인하 고, 사회 문제해결

에도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용한실험군

은 조군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동학습을 통해 학업 자기효능

감 향상을 나타낸 김근곤 등[9]의 연구와 시뮬 이션 기

반 교육이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

선행연구[14, 15, 20]와 일치하는 결과 다. 이는 공 간

력과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본 로그램에서 자신

들의 의견과 단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업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한 행동을 조직

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형성된자기조 과 자신

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실감 있는 재 과 직 학

습으로 인한 성공 경험을 통해 학습에 한 만족감과 성

취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자기효능감은 실제 인 시뮬 이터 작동

리경험, 칭찬과 격려, 생리 인 상태 등을 통해[8], 특정

과제나 목표의 성공 인 수행을 해 자신의 능력을

단하게 되는데, 시뮬 이션 후 이루어지는 디 리핑이

정 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디 리핑은 학습자

의 성찰단계를 진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상황에 한

자신의 수행 내용을 검토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 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3]. 학생들은 시뮬 이

션을 구 하는 동안 잘한 부분에 해 칭찬과 격려를 하

고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14].

둘째,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용한실험군

은 조군보다 학생활 응이더 높은결과를 나타냈다.

학생활 응이란 학 내에서 학업과 련된 생활과

인 계나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응하고 심리

스트 스에 해 히 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학이

나 학생에 한 반 인 애착이나 호감, 유 감을 갖는

것을 의미[30]하는데, 보건계열 재학생들과의 연합 로

그램을 통해 타 학과 학생들과 자율 이고 주도 인 학

업 계를 형성하면서 호감과 유 감을 갖게 되어

학이라는 사회에 정 인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겠다. 한 박 숙과 정경순[11]의 연구에서 스

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이라고 하 는데, 채명옥[13]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시뮬 이션 실습은 상자가 직면한 문제를 악한

후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자기주도 인 방식의 개별학

습 별학습, 직 인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교수방법이

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사회 문제해결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과

교육 후에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용한 실험

군에서 다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뮬 이션 연계

문제 심학습을 실험처치로 용한 이우숙 등[16]의 연

구에서는 문제해결과정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시뮬 이션 기반 심폐응 간호교육을 실험처치로 용

한 김윤희와 장 성[17]의 연구, 심폐 내분비계, 신경

계 문제를 다룬 연구[18], 부인과 문제와 내과 만성질

환 상자에 한 시뮬 이션 기반 교육연구[21]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과정에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문제해결 하 역 정 문제지

향 항목은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뮬 이터

를 이용한 실습교육은 학생들의 비 사고를 확장시키

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31]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처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4주간이라

는 짧은 실험처치 기간과 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17]

에 동의한다. 이에 체계 인 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추

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시뮬 이션을 기반으로

한 보건계열 학생의 연합 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효

능감과 학생활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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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악되었으며, 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기 해 각 학과의 교과과정의학습내용과 평가방법

을 고려하여 실습 로그램을 설계하고 좀 더 충분한 기

간 동안 로그램을 용한다면 연합실습교육의 효과를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 문

제해결과 학생활 응을 향상시키기 한목 으로 시

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비동등성 조군 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로그램은 보건계열인 간호학과, 방사선과, 임상

병리과 학생들을 상으로 180분씩 4주 과정으로 총 2

세션으로 운 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연합 로그램에

한 오리엔테이션과 분만과정을 한 이론교육 시뮬

이션 시나리오 내용을 소개하고 실습해보는실습 교육

을 실행하 고, 두 번째 세션은신생아 돌 과정과 임상

병리 검사 상검사에 한 이론수업과 실험실습 수

업으로 운 되었다. 두 세션이 끝날 때마다 디 리핑을

포함하여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조군에 비하여 사회 문제해결과정에 부분

으로만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은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시뮬 이션 기반 연합 로그램은 다 학과의 학

생들과 연합하여 이론 실습을 병행한 교육에 노출됨

으로써 자기효능감과 학생활 응이 향상되었으나, 본

로그램이 다소 짧은 기간 동안수행되었으므로 반복

학습이 부족하 을 것이라 단되며 이러한 반복학습의

부재는 문제해결을 향상시키기엔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반복학습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

을 계획하고 다양한 보건 역을 포 할 수 있는 여러 시

나리오를 개발하여 그 용효과를 연구해 으로써 보건

계열 학생들에게 가장 합한 실습교육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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