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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인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눈치, 문제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눈치의 하위변인 눈치 파악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문제해결 능력과

하위변인 문제 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에 유의미하

게 증가하였다. 회복 탄력성과 하위변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현장감 있는 실습 모듈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시뮬레이션, 눈치, 문제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simulation-based hands-on training, the co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have on the students’ nunchi problem solving ability, and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aking notice, a subordinate variable of nunchi significantly increased and problem-solving ability 
and its subordinate variables, problem recognition, information gathering, analytical skill, diffuse thinking, 
decision making, planning, execution and risk taking, evaluation, and feedback significantly increased. Also, 
resilience and its subordinate variables, control, positivity, and social skill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se 
results imply that simulation-based hands-on training can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a 
found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on-site hands-on training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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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숙련된 간호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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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간호 교수자는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

여 교과목을 운영한다[1].

간호 교육과정은 이론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여 향

후 간호 중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2]. 이중 임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간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실습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3]. 임상 실습은 새로운 지식과 기

술을 획득하여 임상 실무를 익혀[4], 환자의 건강 문제

사정 기술증진과 안전한 상황에서 간호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5]. 이러한 실습은 임상

수행능력을 증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효과적

인 실습이 필요하다[6]. 하지만 임상 환경이 환자를 대

상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직접적인 간호 실무 기회가

줄어들어 관찰 위주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7]. 여기에 임상 실습은 실제 상황에서 수행되기 때문

에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끼며, 이론

과 실제의 괴리에서 오는 어려움과[8]. 환자에게 실수

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한정된 실습 장소

로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기회가 줄어 학생과 교수에

게 어려움이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

반 실습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9].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학습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10] 전공 교수들의 전문지식

과 교수학습법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11] 임상 현장

의 모의상황을 중재하는 학습이므로[12], 간호대학생들

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간호 실무에 대한 불안

을 감소 시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4]. 그러므로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실무기술

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3]. 또한 임상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되므로 효과적인 교수-학

습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14], 임상 실습을 보완하는

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9].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은 학생들이 전통적 강의보다 직접 참

여로 지식을 습득하고 향상하므로 선호한다[15]. 시뮬

레이션 실습 교육은 자신에게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실제적인 간호 중재를 직접적으

로 수행해 봄으로써 임상 수행능력이 훈련되므로[9],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한다[12]. 이

러한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느끼는 문

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핵심 간호역량을 키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 과정의 다

양한 측면에서 눈치를 경험하고[3], 이로 인해 스트레

스 수준이 높아지고 실습에 대한 부담감과 마음이 불

편해진다[16]. 그러나 눈치 경험은 스스로 상황에 대한

파악과 행동 지침에 대한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3].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은 임상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정확

하게 사정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핵심역량이며[17],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문

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

법이다[8,9,12].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간호 학생은

임상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고[18], 임상 현장실습 교

육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등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중

요한 능력이다[19].

이처럼 눈치, 문제해결 능력 및 회복 탄력성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이므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역량향상에시뮬레이션기반실습교

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눈치, 문제해결 능력 및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눈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 기

반 실습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

후 실험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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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경북의 C군에 소재한 4년제 간

호학과 재학생이며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

청한 학생으로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중도에 참여를 포기하더라도 불이익 없음을 고지하였

다.

표본 수는 G-power program으로 단일군 사전-사

후 설계 시 효과크기 .5 유의 수 .05, 검증력 .8로 설정

하였을 때 34명으로 계산되었다[20]. 부실한 응답이나

중도 탈락을 고려하여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4명을 제외하고 최종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은 4학년 2학기 통합시

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으로 운영되었다. 기간은 2018년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3주 실시되었다. 13주

동안 총 3개의 실습 모듈을 운영하였다. 60명을 4개의

분반으로 나누고 다시 5명을 1조로 구성하여 운영하였

다. 실습 모듈은 실습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허혈성 심질환 환자의 흉통

관리, 분만 진행단계에 따른 산모관리, 흡인성 폐렴

환자의 간호 문제와 간호 과정 적용 등 3개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각 실습 모듈은 사전 디브리핑과 시뮬레이션 구동,

사후 디브리핑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각 모듈당

시뮬레이션 진행 시간은 50분 소요되었으며 다른 조의

시뮬레이션 구동 시 나머지 조는 별도로 마련된 강의

실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평가는 각 모듈

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핵심 술기, 치료적 의사소통

술, 동료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끝

난 후 성찰 일지, 디브리핑 결과보고서를 실습 지침서

에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간호 과정사례보고

서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연구 도구

  1) 눈치

Heo와 Park[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하위영역으로 눈치 파악 7개 문항, 눈치 행동 5개

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눈치의 수준이 높

은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하위영역 눈치 파악 .89, 눈치 행동 .86이

었다. 이 연구에서는 .96이었으며, 하위영역 눈치 파악

.94, 눈치 행동 .94이었다.

  2) 문제해결 능력
Lee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문제 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

백으로서 각각 5개 문항씩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를 5

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하위영역 문제 인식

.69, 정보수집 .70, 분석능력 .73, 확산적 사고 .65, 의사

결정 .76, 기획력 .77, 실행과 모험 감수 .76, 평가 .67,

피드백 .6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5이었으며, 하위영

역 문제 인식 .86, 정보수집 .79, 분석능력 .87, 확산적

사고 .87, 의사결정 .85, 기획력 .81, 실행과 모험 감수

.79, 평가 .83, 피드백 .85이었다.

  3) 회복 탄력성
Shin 등[2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하위영역으로 통제성(세부영역 원인분석력, 감정 통

제력, 충동통제력 각각 3개 문항) 9개 문항, 긍정성(세

부영역 감사하기, 생활 만족도, 낙관성 각각 3개 문항)

9개 문항, 사회성(세부영역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각각 3개 문항) 9개 문항으로 총 27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이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원인분석력 .74, 감

정 통제력 .65, 충동통제력 .62, 감사하기 .80, 생활만족

도 .78, 낙관성 .73, 관계성 .78, 커뮤니케이션 능력 .73,

공감 능력 .72이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원

인분석력 .69, 감정 통제력 .81, 충동통제력 .72,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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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76, 생활만족도 .76, 낙관성 .81, 관계성 .84, 커뮤니

케이션 능력 .63, 공감 능력 .67이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성적, 전공 만

족도, 임상 실습 만족도, 건강 상태, 경제 만족도, 대인

관계, 진학 동기, 희망 진로의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2018년 8월 27과 11월 30일 수집

되었다.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 학

생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6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거나 응답에 누락이 있는 4부를 제외

한 56부(93.3%)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둘째, 간호 학생의 눈치, 문제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의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여자’가 47명(83.9%), ‘남자’ 9명(16.1%)이었

다. 연령은 ‘22세 이하’가 33명(58.9%), ‘23세 이상’ 23

명(41.1%)이었다. 성적에서는 ‘하위권’ 28명(50.0%), ‘중

위권’ 17명(30.4%), ‘상위권’ 11명(19.6%)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 31명(55.4%), ‘보통’ 16명(28.6%), ‘불만

족’ 9명(16.1%)이었다.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하여 ‘만족’

23명(41.1%), ‘보통’ 24명(42.9%), ‘불만족’ 9명(16.1%)

순이었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 상태는 ‘좋음’ 23

명(41.1%), ‘보통’ 20명(35.7%), ‘매우 좋음’ 13명(23.2%)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만족도는 보통 37명(66.1%), 여

유 있음 7명(12.5%), 부족한 편 11명(21.4%) 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 29명(51.8%), ‘보통’ 16명(28.6%), ‘매

우 좋음’ 11명(19.6%) 이었다. 진학 동기는 ‘적성과 흥

미’ 20명(35.7%), ‘취업률’ 15명(26.8%), ‘전문직’ 12명

(21.4%), ‘성적과 주위 권유’ 9명(16.18%) 순으로 나타

났다. 희망 진로는 ‘병원 취업’이 50명(89.3%)으로 대부

분 이었고, ‘기타’ 6명(10.7%)으로 나타났다.

2.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 눈치의 차이

시뮬레이션 실습 전과 후의 눈치를 7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하위영역인 눈치 파

악은 실습 전 4.87점에서 실습 후 5.25점으로 0.38점 증

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58,

p=.035). 눈치 행동은 실습 전 5.13점에서 실습 후 5.36

점으로 0.23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321, p=.192). 눈치 전체 점수는 실습 전

5.00점에서 실습 후 5.31점으로 0.31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804, p=.077).

3.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시뮬레이션 실습 전과 후의 문제해결 능력을 5점

만점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하위

영역인 문제 인식은 실습 전 3.48점에서 실습 후 3.89

점으로 0.41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5.144, p<.001). 정보 수집은 실습 전 3.33점에서 실

습 후 3.67점으로 0.34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t=-3.467, p=.001). 분석능력은 실습 전 3.58

점에서 실습 후 3.87점으로 0.29점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393, p=.001). 확산적 사고는

실습 전 3.36점에서 실습 후 3.66점으로 0.30점 증가하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907, p=.005). 의

사결정은 실습 전 3.61점에서 실습 후 3.89점으로 0.28

Survey of preliminary requirements related to simulation

Developing scenarios related to simulation

Pretest(Nunchi, Problem-Solving Ability, Resilience)

Application of simulation(650min/13day)

Posttest((Nunchi, Problem-Solving Ability, Resilience)

그림 1. 자료수집 절차
Figure. 1. Data coll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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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072,

p=.003). 기획력은 실습 전 3.38점에서 실습 후 3.58점

으로 0.20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093, p=.041). 실행과 모험 감수는 실습 전 3.38점

에서 실습 후 3.60점으로 0.22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t=-2.501, p=.015). 평가는 실습 전

3.53점에서 실습 후 3.90점으로 0.37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833, p<.001). 피드백은

실습 전 3.50점에서 실습 후 3.93점으로 0.43점 증가하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5.051, p<.001). 문

제해결 능력 전체 점수는 실습 전 3.46점에서 실습 후

3.78점으로 0.32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t=-5.282, p<.001).

4.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 회복 탄력성의 차이

시뮬레이션 실습 전과 후의 회복 탄력성을 5점 만

점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제성

의 세부영역 원인분석력은 실습 전 3.25점에서 실습 후

3.32점으로 0.07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t=-.790, p=.433). 감정 통제력은 실습 전

3.23점에서 실습 후 3.36점으로 0.13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075, p=.287). 충동

통제력은 실습 전 3.27점에서 실습 후 3.48점으로 0.21

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348, p=.022). 통제성 전체는 실습 전 3.25점에서

실습 후 3.39점으로 0.14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002, p=.050).

긍정성의 세부영역 감사하기는 실습 전 3.33점에서

실습 후 3.50점으로 0.17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470, p=.147). 생활 만족도는

실습 전 3.31점에서 실습 후 3.42점으로 0.11점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 하지 않았다(t=-.941, p=.351). 낙관

성은 실습 전 3.41점에서 실습 후 3.49점으로 0.08점 증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935,

p=.354). 긍정성 전체는 실습 전 3.35점에서 실습 후

3.47점으로 0.12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t=-2.172, p=.034).

사회성의 세부영역 관계성은 실습 전 3.33점에서 실

습 후 3.64점으로 0.31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t=-2.494, p=.016).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실

습 전 3.29점에서 실습 후 3.52점으로 0.23점 증가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31, p=.038). 공감

능력은 실습 전 3.23점에서 실습 후 3.48점으로 0.25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319,

p=.024). 사회성 전체는 실습 전 3.29점에서 실습 후

3.54점으로 0.25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t=-2.826, p=.007).

회복 탄력성 전체 수준은 실습 전 3.30점에서 실습

후 3.47점으로 0.17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3.219, p=.002).

Ⅳ. 논의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1회 50분

씩 13회의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을 한 결과, 눈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 눈치 파

악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제해결 능력은 전체 영

역에서 유의미하였고, 회복 탄력성도 전체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눈치 수준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증가하였으나 유

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 눈치 파악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면서 시뮬

레이션 교육을 적용하여 눈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적 논의는 불가하였다. 연

구 결과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후 상대방에 대한 의도

나 기분, 감정, 요지 등을 파악하는 눈치가 향상되었음

이 확인되었다. 간호 학생의 눈치 행위는 간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간호 전문 직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3] 심리적 기제로서 상대방

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위해 필요한 특성이다[21]. Eom 등[8]은 환경적 특성

에 따른 어려움은 학생들의 핵심간호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시뮬레이션 수업을 처음 경

험함에 따라 명료화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향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 실습에서

눈치가 간호대학생들에게 정·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측면에서 볼 때[3], 안정적인 임상 교육이 수행될

방안 마련과 함께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파악

하는 것이므로 간호종사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간호업

무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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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적응하고 임상 수행에 문제가 없다[24]. 그

렇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 수행 경험에 눈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24], 임상 교육과정의 형태를 고려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Park과 An[3]은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 과정에서 눈치로 인해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인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였고, Kim과 Yoo[16]는 에너

지가 소진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실

습 현장에서 눈치 있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습에서 눈치 경험을 통해 스스

로 상황에 대한 파악과 행동 지침에 대한 요령을 터득

할 수 있기도 하다[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임상

실습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지금보다 범위와 영역이

확대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후 임상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눈치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기재로부터

압박감이 줄어들 수 있음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능력의 수준이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유의

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

보다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결과[8,25]와 일치

한다. Min[17]의 팀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문제

해결 과정이 향상한다고 하였으며, Kang 등[9]은 학생

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환자에게 요구되는 다양

한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술기 훈련과 통합적 적

용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리

고 Kim과 Park[26]은 문제 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

이션 실습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과정 및 간

호 과정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Kwon과

Kim[27]의 분만 시뮬레이션 교육이 문제해결 과정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이 연구의 실습 모듈인 분만 진

행 단계 효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임상 실습 과

정에서 경험하는 분만 과정은 환자의 안전이나 사생할

보호 등으로 관찰에 머물지만,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

상과 유사한 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음으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문제해결 후에는 이에 대

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진다

[25]. Hong과 Kim[28]은 학부 과정에서 경험한 시뮬레

이션 학습이 신규간호사로서 문제해결 과정과 양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시뮬레이션 학습의

설계에 따른 결과로 밝혀 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 학

습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Moon[29]은 융복

합 기반 통합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하여 이를 지속해서 적용하고 운

영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Kim과 Heo[30]는 교육

목적에 적합하면서도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중재를 강화하는 피드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Byun 등[31]은 시뮬레이션 교육이 문제해결 능력에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중재 기간이 단

기간에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최소 4

주 이상의 교육 기간으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

과들을 볼 때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

로 실시한다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간호업무 수

행능력이 함양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 학생들은 시뮬

레이션 학습 후 느낀 점이나 문제해결 과정 시 적용한

간호 과정 및 간호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디브리

핑 단계를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이 촉진되었다고 보고

있다[32]. 결과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

션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면 자신의 문제나 필요한

정보수집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노

력하는 성향이 높아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

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고, 나

아가서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신규간호사로서 문제

해결 과정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모듈이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은 실습 전보다 실습 후 유의미하게 높

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간호 분야 시뮬레이션 교

육 후 대상자의 회복 탄력성이 유의하게 상승한 결과

와 일치한다[33]. 간호 학생이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내적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

였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환경과 유

연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므로[34], 다양한 스트레스 상

황에서도 부정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이 낮은 간호사는 간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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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35] 간호 학생 때부

터 간호사가 되기 위한 회복 탄력성 함양은 의미 있다

[36].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후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

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정서

적 지지까지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

학 생활에 만족하거나 전공에 만족하는 간호대학생은

회복 탄력성이 높고,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낮다고 하

여[37]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말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하여[37], 강도 높은 임상 실습 스트레스 상황에 놓

인 학생이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에 영향

을 덜 받을 것이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임상 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8] 회복 탄

력성이 높으면 임상 능력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간호

전문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36]. 이와 같은 결과들은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도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간호사로

서 충분한 자질을 겸비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학부 때부터 취업 이후까지 반복되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36]. 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회복 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상 실

습에 버금가는 현장경험과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과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 수행 관련 눈치 파악, 문

제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는 효율적인 교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을 제공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은 문제의 상황에서 임

상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15] 다양한 문제들

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4],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감 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완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자의 사전준비에 따라 학

생들의 학습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1], 학습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학습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8].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 간호 시뮬레이션 교

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되고[30], 열악한 임상

교육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뮬레이션

기반교육이 필요하다[15].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은

교수자의 다양한 실습 모듈 개발뿐만 아니라 디브리핑

을 통하여 사정하고 임상 현장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과 유

사한 환경에서 간호직무에 임하도록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 후 눈치, 문제해결 능력, 회복 탄력성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이다.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은 눈치 파

악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교육은 임상 상

황과 유사한 경험으로 학습능력이 촉진되고 핵심역량

이 강화되어 임상 현장에서 적응력과 순발력을 높여

간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

게 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서 선행연구 부재로 직접적인 논의 불

가 등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에는 한계를 갖는다.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

는 실습 모듈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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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56(%)

Gender Male 9(16.1)

Female 47(83.9)

Age 22 or under 33(58.9)

22 and over 23(41.1)

Academic performance Upper 11(19.6)

Middle 17(30.4)

Lower 28(50.0)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1(55.4)

Average 16(28.6)

Dissatisfied 9(16.1)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Satisfied 23(41.1)

Average 24(42.9)

Dissatisfied 9(16.1)

State of health Very good 3(23.2)

Good 23(41.1)

Average 20(35.7)

Financial satisfaction Insufficient 11(21.4)

Average 37(66.1)

Adequate 7(12.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ery good 11(19.6)

Good 29(51.8)

Average 16(28.6)

Motivation for applying Good grades, other people’s suggestions 9(16.1)

Employment rate 15(26.8)

Aptitude and interest 20(35.7)

Specialty profession 12(21.4)

Careeraspirations Employment at hospital 50(89.3)

Other 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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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눈치
Table 2. Nunchi

Variable(N=56)
Pretest simulation Posttest simulation

t p
Mean±SD Mean±SD

Career aspirations 4.87±.90 5.25±.90 -2.158 .035

Acting sensibly 5.13±.94 5.36±.89 -1.32 .192

Total 5.00±.80 5.31±.86 -1.804 .077

표 3. 문제해결 능력
Table 3. Problem Solving Ability

Variable(N=56)
Pretest simulation Posttest simulation

t p
Mean±SD Mean±SD

Problem recognition 3.48±.53 3.89±.34 -5.144 <.001

Information gathering 3.33±.56 3.67±.40 -3.467 .001

Analytical skills 3.58±.55 3.87±.28 -3.393 .001

Diffuse thinking 3.36±.59 3.66±.36 -2.907 .005

Decision making 3.61±.57 3.89±.28 -3.072 .003

Planning 3.38±.54 3.58±.39 -2.093 .041

Execution and risk taking 3.38±.57 3.60±.28 -2.501 .015

Evaluation 3.53±.49 3.90±.31 -4.833 <.001

Feedback 3.50±.55 3.93±.29 -5.051 <.001

Total 3.46±.40 3.78±.13 -5.282 <.001

표 4. 회복 탄력성
Table 4. Resilience

Variable(N=56)
Pretest simulation Posttest simulation

t p
Mean±SD Mean±SD

Control

Ability to analyze causes 3.25±.49 3.32±.50 -.790 .433

Emotion control 3.23±.59 3.36±.68 -1.075 .287

Impulse control 3.27±.52 3.48±.35 -2.348 .022

Total 3.25±.35 3.39±.36 -2.002 .050

Positivity

Being grateful 3.33±.65 3.50±.65 -1.470 .147

Satisfaction with life 3.31±.62 3.42±.50 -.941 .351

Optimism 3.41±.48 3.49±.48 -.935 .354

Total 3.35±.34 3.47±.36 -2.172 .034

Social skills

Relationships 3.33±.62 3.64±.66 -2.494 .016

Communication skills 3.29±.49 3.52±.60 -2.131 .038

Empathy skills 3.23±.58 3.48±.63 -2.319 .024

Total 3.29±.43 3.54±.56 -2.826 .007

Total resilience 3.30±.29 3.47±.33 -3.219 .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