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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설계이다. 연구대상자는 K대학 4학년 재학생에 재학중
인 90명이며, 연구기간은 2019년 3월~6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후 셀프리더십(t=-16.22,
p<.001), 비판적 사고성향(t=-11.36, p<.001), 목표몰입(t=-7.06, p<.001)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상관분석에서 셀
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r=.438, p<.001), 셀프리더십과 목표몰입(r=.28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결론적으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추후 다양한 간호 상황을 적용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융합, 문제중심학습, 시뮬레이션, 리더십, 비판적사고, 목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S-PBL) o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for 
nursing students. The design was a one group pre-post test. The subjects consisted of one group of 90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of K Colleage. The period for this study was from March to June in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lf-leadership(t=-16.22,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t=-11.36, p<.001), goal 
commitment(t=-7.06,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438, p<.001), self-leadership and goal commitment(r=.285, p<.001).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 that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S-PBL) can be used for 
improvement the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It is suggested to 
check the effect of simulation integrated with problem based learning applying various nursing 
situ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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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실무현장은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건

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인식의 증
대로 전문직 간호사에게 비판적 사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1] 간호학생의 직접적인 간호수행 기회는 점차 축
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2] 간호대학은 교육과정 중 임
상실습 교육의 대부분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22∼24학
점 편성하고, 임상실습 시간은 총 1,000시간 이상을 이
수하도록 간호교육인증기준에 부합되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그러나, 지역 실습 병원의 사정에 따라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
으며, 간호학생 수의 증가로 우수한 실습 기관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간호실무현장은 학생들의 직
접간호에서 관찰 위주의 간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특히 모성간호 실습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
수의 하락으로 분만사례 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분만실 및 산과병동 
실습의 태아전자감시장치 결과 해석 및 산모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임상상황 등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4,5].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심의 
간호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제중심학습, 팀기반학습, 플
립드 러닝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를 향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3,4,6]. 

임상실습이 제한된 상황에서 간호대학은 학생들의 학
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 상황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실
습을 운영하고 있으나[4,7,8], 학생수가 많고, 시뮬레이션
을 직접 지도하는 교수의 수는 제한적이며, 한 번의 시나
리오 운영에 있어 그룹당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시뮬레이션 교육 동안 개별 학생의 참여도
가 제한된 경우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지식 습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임상사례에 따른 비판적 사고를 즉각
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9].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에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하여 학생이 주도하여 학
습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지식을 
수집하여 비판적 사고과정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학습방
법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10-13]. 문제중심학습 기반 시뮬레이션(simulation 
problem-based learning, S-PBL)은 실제적으로 임상

에서의 간호 실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
의 시도이며[14]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 즉, 간호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에 대해 비
판적 사고과정의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여 목표성취를 위
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개인에 따라 
잠재력에 차이가 있고, 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다[15,16]. 임상현장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가 스스로 주도적이
되고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 간호사의 기
본자질로 요구되고 있다[15]. 선행연구[17]에 의하면 시
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간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 의사소통과 팀 효
능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18]. 
선행연구[19]에서는 급성기 간호상황에서 PBL 기반 시
뮬레이션을 통해 비판적 사고과정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목표몰입은 스스로 목표를 시도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20]. 
선행연구[21]에 의하면 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간호학
생의 목표설정을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찾도록 하여 목
표몰입이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
[22,23]에서 시뮬레이션 운영 후 목표몰입에 긍정적인 
향상이 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PBL기반한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을 시뮬레이션 교과목에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임상실습을 보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과목의 표준화 운영 방향을 수립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

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전‧후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교육 전‧후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교육 전‧후 목표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4) 교육 후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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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PBL기반 시뮬

레이션 융합교육이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
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
계이다(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Pre class In class Post class

․General 
characteristics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Simulation OT
․Simulation
  -Normal  delivery
  -High risk 
pregnancy
․Debriefing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Fig.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는 D시에 소재 K대학 간호학과 4학

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2019년 1학기 시뮬레이션 교
과목을 수강 신청한 총 91명에게 수업 전 연구자가 연구
의 취지와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
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일군 평균 비교
를 위해 유사연구를 참고로 effect size(d)=0.05, 
power(1-β)=0.95, 유의수준(α)=0.05으로 하였을 때 표
본크기는 54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학
기 중 휴학생을 제외하고 연구에 동의한 학생 총 90명이
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사전조사
는 시뮬레이션 실습 전 자가 보고식 방법으로 일반적 특
성,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 도구를 작성
하였다. 교과목 수업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 시간에 셀프
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셀프리더십 척도(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24]를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5]. 이 도구는 총 
3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행동중심적 전략 18문항, 자
연적 보상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12문항이며 3개

의 상위항목과 9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에서 5점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5]에서 Cronbach’s α= .8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하위항목에
서 ‘행동중심적 전략’ Cronbach’s α= .86, ‘자연적 보상
전략’ Cronbach’s α= .85, ‘건설적 사고전략’ 
Cronbach’s α= .84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는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7문항으로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
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
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26].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7 하부영역별로 지적열정/호기심 Cronbach’s α= 
.84, 신중성 Cronbach’s α= .66, 자신감 Cronbach’s α
= .65, 체계성 Cronbach’s α= .68, 지적공정성 
Cronbach’s α= .75, 건전한 회의성 Cronbach’s α= 
.57, 객관성 Cronbach’s α= .72이었다. 

2.3.3 목표몰입
목표몰입은 선행연구[27]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몰입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 .95이었다. 

2.4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연구진행 절차
2.4.1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모듈 개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모듈은 첫째, 정상임신

에서 유도분만까지의 임산부 간호에서 임신과 정상분만
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임신성당뇨가 있는 고위험 임
산부의 제왕절개술 후 간호를 다루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여성건강간호학 임상실습을 
모두 이수한 상태이며, 임상실습시 사례연구를 통해 주로 
다룬 개념을 선정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사 역할
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듈은 임상
실습병원의 분만실과 산과병동 임상경력 20년차 이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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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지도자 2인과 시뮬레이션 운영 경험이 있는 여성
건강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거
쳐 각각 임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
션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2.4.2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운영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은 문제중심학습을 기

반한 시뮬레이션 실습교과목으로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교과목인 ‘Sim 실습 Ⅰ’ 에서 총 15주 동안 1학점 2시수
로 총 30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4학년을 
25:1의 실습실 운영의 기준에 맞추어 4개 반으로 분반하
였고, 한 팀은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실습에 앞서 시뮬
레이션 지침서를 제작하여 미리 배포하고, 1주차 수업 오
리엔테이션에서 사전 진단평가 및 시뮬레이션 수업 운영
을 설명하였다. 시뮬레이션 구동시 녹화가 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2주차에서 팀빌딩을 통해 팀원의 단합
과 소통이 활성화를 되도록 하였다. 이후 사례와 관련 있
는 핵심기본간호술 실습에 대해 자율실습실을 개방하여 
충분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4주에 핵심기본간
호술 평가를 하였다. 

5주차 수업부터 문제중심학습 후 시뮬레이션 구동 및 
디브리핑 순서로 진행되었다. 5∼9주차까지 정상분만 시
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10주∼14주차까지 고위
험산모 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15
주차에는 학생들과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
시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정상분만 시나리오 상황과, 고
위험산모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하였다. 팀별로 산모 상황
에 따른 산모 반응과 간호 수행에 대해 시나리오 알고리
즘을 작성하면서 팀원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
술, 태도,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팀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주
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제한하여 중간점검을 통해 팀간 
격차를 조율하였고, 팀별로 상황에 따른 간호사정 및 중
재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구동시 팀별 10분씩 실습하고 실습이 끝
난 팀은 지정한 장소에 모여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지침서에 있는 디브리핑 
양식에 맞추어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실습을 먼저 한 팀과 실습을 할 팀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모
든 팀이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실습실 A-V시스템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전체 디브리핑을 하였다. 학생들은 

팀별로 우선 자아성찰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다른 팀들의 영상을 보면서 상황에 대한 서
술, 분석, 적용의 단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과정
을 파악하고 학습과정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잘 진행한 점
과, 잘못 진행한 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과 내용, 수업진행방식,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등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윤
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원할 때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서
는 수업 이수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응답한 내용
은 무기명 처리되어 연구기간 동안만 보관할 것임을 설
명하였다. 설문 응답 내용은 성적과 무관함에 대해 설명
하여 학생들이 성적평가로 받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익명
으로 보관되며 기밀 유지가 됨을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할 때 서면동의서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함께 받았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
이션 교육 전과 후의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
성향, 목표몰입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과의 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

은 23.62±3.67세로 여학생 77명(85.6%), 남학생 13명
(14.4%)이었으며 성적은 3.5∼3.9점대가 38명(42.2%)으
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는 10명(11.1%)이 
매우 만족, 35명(38.9%)이 만족, 보통 40명(44.4%), 불
만족이 5명(5.6%)이었으며, 이전에 리더십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4.4%)이고, 교육 경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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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 

Simulation
Post 

Simulation t p
Mean±SD Mean±SD 

Self leadership 3.48±0.43 4.28±0.23 -16.22 .000
behavior focused 
strategies 3.40±0.42 4.18±0.27 -15.32 .000

natural reward strategies 3.61±0.61 4.41±0.37 -12.38 .000
constructive thought 
patten strategies 3.57±0.61 4.36±0.40 -10.52 .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5±0.36 4.21±0.24 -11.36 .000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54±0.59 4.10±0.46 -06.87 .000

Prudence 3.46±0.58 4.38±0.32 -13.64 .000
Self-confidence 3.63±0.53 4.12±0.41 -06.58 .000
Systematicity 3.52±0.64 4.21±0.47 -07.30 .000
Intellectual/fairness 4.10±0.50 4.21±0.41 -02.13 .360
Healthy skepticism 3.50±0.70 4.23±0.51 -07.64 .000
Objectivity 4.10±0.44 4.25±0.46 -02.28 .000
Goal commitment 3.81±0.54 4.25±0.31 -07.06 .000

Table 2. The Comparison of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90)

는 학생은 86명(95.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0)

Variables Categories  n(%)or Mean±SD
Age(years) 23.62±3.67

Gender
Male 13(14.4)
Female 77(85.6)

Grade

4.0-4.5 6( 6.7)
3.5-3.9 38(42.2)
3.0-3.4 33(36.7)
2.5-2.9 13(14.4)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Very high 10(11.1)
High 35(38.9)
Moderate 40(44.4)
Low 5( 5.6)

Leadership education
Received 4( 4.4)
Not received 86(95.6)

3.2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전·후 셀프리더
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의 차이

대상자의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전·후 셀프리
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전·후 셀프리더십은 
교육 전 3.48±0.43점에서 교육 후 4.28±0.23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t=-16.22, p<.001), 셀프리더십 하
위영역에서 행동중심적 전략(t=-15.32, p<.001), 자연적 
보상전략(t=-12.38, p<.001), 건설적 사고전략(t=-10.52, 

p<.001) 모두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 
전(3.65±0.36점)보다 교육 후(4.21±0.24점)에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t=-11.36, p<.001). 비판적 사고성향 하
위영역에서는 지적열정/호기심(t=-6.87, p<.001), 신중
성 (t=-13.64, p<.001), 자신감 (t=-6.58, p<.001), 체계
성 (t=-7.30, p<.001), 건전한 회의성 (t=-7.64, p<.001), 
객관성 (t=-2.28, p<.001)은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되었
지만, 지적공정성(t=-2.13, p=.360)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목표몰입은 교육 전(3.81±0.54점)보다 교육 후
(4.25±0.31점)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7.06, p<.001). 

3.3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후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과의 관계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후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r=.438, p<.001)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고, 비판적 사고성향과 목표몰입(r=.285, p<.001) 간
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셀프리더십과 목
표몰입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38, 
p=.191). 

Variables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oal 
commitment

Self leadership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438(<.000)* 1

Goal commitment .138(.191) .285(<.006)* 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Goal commitment  

(n=90)

4. 논의

본 연구는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simulation 
problem-based learning, S-PBL)이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교육 전 
3.48±0.43점에서 교육 후 4.28±0.43점 향상되었으며, 
특히, 하위영역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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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 사고전략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행동중심
적 전략은 자기 업무에 높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
로 삼는 것이며, 자연적 보상전략은 직무수행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였는데[24], 본 
연구를 통해서 PBL에서 시뮬레이션 및 디브리핑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팀원들과의 행동 중심적전략과, 자
연적 보상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 모두에서 행동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28]의 연구
결과에서는 시뮬레이션 적용후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차
이를 얻지 못하였고, 호흡기 감염병 시뮬레이션 연구[29]
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30]에서는 시뮬레이
션 교육 후 셀프리더십이 향상됨을 보고하였으며, 팀기반 
학습방법을 적용한 후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까지 유의
하게 상승된 점을 보고하였다[31]. 그러나, 본 연구는 단
일군 사전사후설계이므로, 서술적 조사연구 및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한 연구와의 결과 비교에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시뮬레이션 교육 후 셀프리더
십의 향상됨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되었고, 특히,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을 통해
서 셀프리더십의 향상이 된 점은 확인 되었다. 추후 시뮬
레이션수업에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반복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후
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모듈은 다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됨을 제
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32-34]. 그러나, 고
위험 산모 시나리오를 적용한 후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35]의 연구
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위험 산모 시나리오 이외에 
성인 간호 및 고위험 신생아 간호시나리오를 문제중심학
습이 적용되었던 연구였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자
율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자는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간호의 임상사례에 대한 충분한 
PBL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배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에서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
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
판적 사고의 하위영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
신감, 체계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점수는 사전에 비
해 사후에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36]의 연구
결과와 비교 하면 산후출혈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후 ‘지

적열정/호기심, 자신감, 체계성, 건전한 회의성’의 하위영
역에서 유의하게 상승된 점은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선행연구[36]의 결과와 일치한 지적열정/호기
심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
하는 태도이다. 체계성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직적이고 순서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논리
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이고, 건전한 회의성은 일반
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의
문을 제기하는 특성을 말한다[26]. PBL을 적용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려는 태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26]에서 팀원들과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조별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지적공정성’에서 사전사후
의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한 점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이 타인과의 의견에 대
해 자신의 기준을 갖고 PBL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디
브리핑에서 팀원들간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부
분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
로 반복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되고 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
되어 신규간호사의 업무역량을 강화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에 대한 목표몰입에 대
한 효과를 입증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하기 어려
우나, 선행연구[21,22]의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후 
목표몰입이 유의하게 상승된 점을 제시하였다. 한주랑
[37]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팀의 목표몰입의 향상
이 되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38]은 PBL연
계 투약 시뮬레이션교육에서 학습몰입에 차이가 없는 결
과가 나타나 이는 수업 운영에 있어 담당교수자들의 미
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시뮬레이션 수업 운영 전 최
대한 수업 진행에 대해 교수자간 수업 운영에 대해 일치
가 되도록 수업 전부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팀티칭으로 총 2명의 교수자가 
PBL기반 시뮬레이션실습 수업 운영을 하였고 수업 운영
에 앞서 충분한 사전 회의를 거쳐 동일한 수업환경에서 
PBL과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목표
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
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증가하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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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목표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7,34,3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
해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
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추후 비판적 사고성
향이 향상됨을 검증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서의 업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
된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성향도 향상되어 복잡한 임상에
서의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목표몰입을 통한 간호역량이 
항샹됨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부
분이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지만, 일개지역 대학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시뮬레이션 수
업운영 방법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문제중심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PBL기반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후 간
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판적 사고성향, 목표몰입이 교
육 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셀프리더십과 비판적 사
고성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
과 목표몰입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간호학 시뮬레이션 모듈만 
활용하였고, 대조군 없이 단일군으로 교육 전후 비교를 
하였기에, 다양한 전공의 모듈 활용과, 연구설계방법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PBL을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한 부분에서의 도출된 결과를 본다
면 효과적인 간호 교육 방법임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추후 PBL기반한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을 다양
한 모듈과 연구설계를 통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전 
학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PBL기반한 시뮬레이션 융합
교육의 수업설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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