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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현장실습이 어려운 COVID-19 상황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

습이 간호대학생의 목표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군 사전·사후설계이다. 연구 대상자는 A광역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

용하여 수집하였고 31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목표몰입, 비판적 사고성향은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보다 향상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t=4.222, p<.001)과 문제해결능력(t=6.807, p<.001)은 온라인 실습전보

다 실습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가상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이 자기효능

감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COVID-19 의료현장에서의 직접 간호수행이 어려운 만큼 정신

간호학실습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온라인 실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주제어 : 가상 시뮬레이션, 온라인 실습, 목표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including virtual simulation on goal commitment,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with difficult clinical practi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for third-year nursing students located in A 

city, and 31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fi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goal commitmen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improved in the post-test compared to the pre-test,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lf-efficacy (t=4.222, p<.001)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6.807, p<.001) were 

signifincantly improved after than before online practicum. This findings indicate that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including virtual simula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s it is difficult to perform nursing practice directly in the clinical field due to the recent 

COVID-19, it is expected that the limitations of online practicum can be overcome by utilizing various 

online contents including virtual simulations in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Key Words : Virtual simulation, Online practicum, Goal commitment,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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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은 이론의 학습과 임상의 현

장실습을 통해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하는 기회가 간

호대학생에게 제공되어야 간호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

고 실무에 통합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신체간호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요구 및 환자를 둘러싼 환경들을 통

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어야한다[1,2]. 증가하는 간호대학생 수와 실습교

육의 한정된 기반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

황에서 임상실습기관 및 실습현장의 부족으로 인해 효

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다. 대

학의 부속 병원이 없는 경우, COVID 19 이후 국가적 

감염 현상이 가중되어 임상실습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

아  임상실습을 수행하지 못 하고 교내 실습과 온라인 

실습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임상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접촉하거나 핵심기본간호술을 적용하는 

예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이며 고

위험대상자의 간호수행 시에는 관찰 위주의 실습방법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국내 간호대학생들은 학과내 실습실에 환자시뮬레이

터를 활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통합하여 문제 해결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

들은 이 실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4]. 시뮬레이션수업

은 실제 상황을 구현하도록 설계된 학습이며, 최근 의

학이나 간호학에서 실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임상

적인 추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 전략이며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사고능

력, 자기효능감 등의 증진이 가능한 교육이다[5]. 간호

대학생이 시뮬레이션 기반교육을 통해  실제 또는 가상 

임상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표준화하여 반복적인 

실습을 수행하며, 학생 본인이 선택한 중재의 결과를 

관찰하고 디브리핑(debriefing)으로 오류의 수정과 이

에 대한 토의을 통하여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성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6].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 학습은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지역사회간호 등 다양한 교과목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간호에서 시뮬레이션 학습은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 특히 정신간호실습에서는 

고성능 시뮬레이터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시나리오를 이용한 

표준화 환자(standard patient)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표준화 환자 교육 시 노력과 비

용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물리적 지원 

없이는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8]. 정신간호학실습에 참여한 학생

들의 면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임상의 현장지도자의 

교육과 지침 하에 이루어지는 정신간호학실습에 참여하

는 학생은 정신간호학실습 경험을 통해 정신장애환자와 

간호대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다

양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개선이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9]. 2020년 1월 이후의  COVID 19 상황 

하에 자가면역이 저하된 노인환자나 정신과 병원의 실습

은 중지 통지 또는 실습의 전면 취소 통보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설병원이 없는 간호대학 실습은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수업이 요구되었으며,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을 이용한 정신간호실습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 시뮬레이션 교

육은 간호사례 시나리오에 적합한 가상현실을 구상하고 

학생들로부터 상황에 부합하는 임상 의사결정을 하고 그

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한 환경하에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간의 제약 없

는 환경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실습을 반복 가능하게 하

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다[10]. 가상시뮬레이

션 적용 수업을 통한 선행연구는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흥미, 스트레스, 지식점수,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11,12]. 간호대학생

의 목표몰입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고[13], 시뮬레이션수업의 학습방법은 몰입감과 자신

감을 높인다고 하였고[14] 간호수행능력의 긍정적 효과

를 보고하였다[7].

이에 본 연구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

신간호실습이 간호대학생들의  정신간호학실습에 대한 자

기효능감, 목표몰입,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에

의 효과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자 시도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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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정신간호학실

습이 간호대학생의 목표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

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광역시의 정신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

강하는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부터 2021년 2월2일까지 시행되었다. 정신간호학1, 정

신간호학2를 수강한 학생중 연구윤리에 근거하여 온라

인 설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 보장, 자발적 연구참여 동의 및 거부 등에 대해 설

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중 시뮬레이션 수업후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5

명의 학생을 제외한 31명의 학생이 최종 포함되었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시 양측검증,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및 검정력 .8인 경우 34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최종 포함된 대상자 수와 유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목표몰입 

간호대학생의 목표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lein, Cooper, Molloy & Swanson[15]의 도구를 사

용하였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몰입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시 .73, 사후조사시 .71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가 개발하고 Hong[16]이 한국어로 번역한 자기

효능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번안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

사시 .88, 사후조사시 .93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Park[17]이 개발하여 사용한 비

판적 사고성향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총 2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전 조사시 .70, 사후 조사시 .74이었다. 

2.3.4 문제해결능력

Heppner & Petersen (1982)이 개발한 PSI 

(Problem-Solving Inventory)를 Lim, Lee & Park 

[1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번안 당

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사전 조사시 .84, 사후조사시 .87이었다. 

2.4 연구진행

2.4.1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

습 운영 

본 연구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

간호학실습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각 학생들은 2주간 90시간을 이수하도록 설

계되었다. 본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

호학실습 콘텐츠는 임상 경력 20년이상과 정신과 병동 

관리 경험이 있는 2인의 교수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

였다.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 오리엔테이션 1시간, 정

신건강 개요 및 마리야호다의 정신건강평가기준 보고

서 작성, COVID-19시대의 정신질환자 보호와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정신건강 관련 기관 탐색 및 집담회 

발표, 치료적 관계를 위한 자기이해, 정신간호학 근거기

반 간호 논문 검색 및 그룹 발표, 정신장애 관련 아티클 

중재 요약 집담회 발표, 치료적 환경과 활동요법 집담

회 및 그룹 발표, 정신간호용어퀴즈, 개인 사례발표 등

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상 시뮬레이션은 L사의 가상시

뮬레이션 시나리오 중 알코올 중독, 우울증 2개의 사례

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한 개의 사례 당 3인이 1팀을 

이루어 가상 시뮬레이션에 참여하였고 간호과정을 적

용하도록 하였다. 각 시니리오 구동 시간은 10~20분이

며 시뮬레이션 경험후 L사에서 제공한 구조화된 질문

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먼저 간호경험에 대해 논의하

도록 하였고 이후 교수자와 학생은 팀별 15분 동안 디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현병 동영상 사례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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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2.4.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가상 시뮬레이션 정신간

호학실습 적용 전과 적용 후의 목표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PA

(grade point 

average)

<1.9 0

2.0-2.9 2(6.3)

3.0-3.9 19(59.4)

>4.0 10(31.3)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Moderate 4(12.5)

4.19±0.65High 17(53.1)

Very high 10(31.3)

Personal 

relationship

Moderate 3(9.4)

4.16±0.58Good 20(62.5)

Very good 8(25.0)

Satisfaction of 

nursing practicum

Very low 1(3.2)

3.68±0.95

Low 2(6.5)

Moderate 8(25.8)

High 15(48.4)

Very high 5(16.1)

대상자의 성적분포는 누적 평점 2.0-2.9에 해당하는 

학생이 2명(6.3%), 3.0-3.9에 해당하는 학생 19명

(59.4%), 4.0이상 10명(31.3)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전

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명(12.5%), 만족(17명

(53.1%), 매우 만족10명(31.3%)로 나타났으며 평균 

4.19(±0.6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3명(9.4%), 좋음 20명(62.5%), 

매우 좋음 8명(9.4%)으로 분포하였고 평균 

4.19(±0.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실습 만족도는 

매우 낮음 1명(3.2%), 낮음 2명(6.5%), 보통 8명

(25.8%), 높음 15명(48.4%), 매우 높음 5명(16.1%)으

로 분포하였고 평균 3.68(±0.95)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3.2 가상시뮬레이션실습 전·후 목표몰입, 자기효능

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가상 시뮬레이션 정신간호학실습 전후 주요 변수간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문항별 평균은 모두 사전조

사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목표몰입 실습

전 3.97(±0.59)점에서 실습후 4.09(±0.55)점으로 향

상되었고, 자기효능감 실습전 3.95(±0.43)점에서 실습

후 4.20(±0.47)점으로 향상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실습전 3.29(±0.35)점에서 실습후 3.41(±0.38)점으로 

향상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실습전 3.46(±0.33)점에

서 실습후 3.57 (±0.40)점으로 향상되었다. 평균차이

를 검증한 결과, 목표몰입은 실습전 평균 19.84 

(±2.96)점에서 실습후 평균 20.45(±2.76)점으로 향상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24, p= 

.231). 자기효능감은 실습전 평균 67.13(±7.28)점에서 

실습후 평균 71.42 (±8.06)점으로 약 4점이 향상되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222, p<.001). 

비판적 사고성향은 실습전 62.52(±6.69)점에서 실습

후 64.71(±7.29점)으로 약 2점 향상되었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t=1.875, p=.071). 문

제해결능력은 실습전 114.0(±10.88)점에서 실습후 

127.84(±14.03)점으로 약 10.8점이 향상되었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왔다(t=6.807, p<.001). 

Table 2. Differences in main variables before and after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including virtual 

simulation         (N=31)

Variables
Item mean±SD Mean±SD

t p
Pre Post Pre Post

Goal commitment 3.97±0.59 4.09±0.55 19.84±2.96 20.45±2.76 1.224 .231

Self-efficacy 3.95±0.43 4.20±0.47 67.13±7.28 71.42±8.06 4.222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29±0.35 3.41±0.38 62.52±6.69 64.71±7.29 1.875 .071

Problem solving ability 3.46±0.33 3.57±0.40 114.0±10.88 124.84±14.03 6.8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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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상황에서 면역이 저하된 정신

과 병동의 환자의 보호목적으로 외부인 접근이 우선적

으로 배제되었던 정신간호학실습 교과목을 가상 시뮬

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실습이 간호대학생들의 목표

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

간호학실습이 간호대학생들의 목표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모두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다. 먼저 목표몰

입정도는 실습교육과 연관한 논문은 미미하여 비교하기

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중심학습을 중재로 한  

Lee[19]의 연구결과를 보면 문제중심학습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목표몰입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

이 문제중심학습을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와 일치한다

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목표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목표

달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온 만큼

[20] 실습교육에서의 목표몰입정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중재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Lim & 

Yeom[2]의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임

상입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 Park & Kang[21]의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연구결과 및 문제중심 기반 임상간호 시뮬레이

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Lee et al.[22]의 연

구 결과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적용후 간호업

무 수행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가

상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가상현실 속의 사

례에서 반복적으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고 문제해결을 

하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학습효과로 인하여 자기효능감 정도가 향상된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Kim 

& Choi[12]의 가상 시뮬레이션 효과 검증시 자기효능

감에는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던 연구결과를 고

려시 반복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가져오는 만큼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간호교육의 목표인 임상적응력을 향

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표준화된 온라

인 실습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

인 실습 적용후 점수의 향상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온라인 실습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미

미하여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뮬레이션 

교육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Park & Hong[23]의 연구와 Yang[24]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뮬

레이션기반 실습과 임상실습[24] 및 가상 현실 시뮬레

이션 교육과 교외 임상실습[2]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유

의한 영향을 준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단기간에 시뮬레이션이나 실습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의 향상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26], 대상자 

규모를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콘텐

츠를 포함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비판적 사고성향

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신뢰도 높

은 도구의 개발과 효과검증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

습은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온라인 협력실습을 적용한 Ha, Park & Kim 

[2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본 온라

인 실습은 가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뮬

레이션 효과검증 연구와 비교해보면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Yang[24]의 연

구 및 Lee & Choi [28]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Park & Hong [23]의 연구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문

제해결능력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정

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주요 임상능력 중에 하나이다. 

COVID-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과 임상 교육

현장의 직접수행이 아닌 관찰환경으로의 교육 환경의 변

화되고 있음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온라인 실습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수가 충분하지 않고 무작

위 할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로 학생들의 성숙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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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실습프

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도구의 개발

과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온라인 실습 프로그램을 개

발시 효과검증을 위한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의 개발 및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으로 일 대학의 가상 시

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이 간호대학

생의 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가

상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온라인 정신간호학실습은 간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직접 간

호수행이 어려운 만큼 정신간호학실습에 가상 시뮬레이

션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온라

인 실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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