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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자 시뮬 이터(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평가

-간호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는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와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환자 시

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성인간호학 역  2학년은 호흡기

능 장애, 소화기능 장애를 가진 상자와 3학년은 순환기능 장애, 신경기능 장애

를 가진 상자에 한 4가지의 시나리오 개발 역을 선정하고 교육목표, 시나리

오 구성,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 학생용과 교수용 지침서  간호과정 작성을 

하 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효과 평가를 한 단계로 개발된 로그램이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설계를 시행하 다. 재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며, 연구 상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D 학의 2, 3학년 간호학생으로 실험군 2

학년 23명, 3학년 22명과 조군 2학년 22명, 3학년 22명으로 구성하 다. 실험군

에게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2개의 시나리오를 용하고, 조군은 시뮬

이션의 일반  형태인 사례 연구를 2가지 용한 후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

력, 학업성취도에 한 설문지를 통해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χ2 검정, Mann-Whitney U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2학년은 천식, 췌장염

을 가진 상자와 3학년은 심근 경색증, 뇌졸 을 가진 상자에 한 4가지 역

의 시나리오 개발, 교육목표 설정,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 지침서  간호과정 

작성을 거쳐 학습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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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는 2, 3

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수가 

높아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 비  사고성향의 하 역 , 2학년은 ‘지

열정/호기심’(U=105.5, p=.01), ‘객 성’(U=106.5, p=.01) 역에서 3학년은 ‘지

열정/호기심’(U=120.0, p=.01), ‘신 성’(U=125.0, p=.01), ‘객 성’(U=127.5, p=.01) 

역에서 실험군의 수가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므로 비  사고성향의 

7가지 하부 항목에서는 일부만 지지되었다.

2) 제 2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는 2, 3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수가 높아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제 3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가 높을 것

이다”는 2, 3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수가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과정이 기반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을 진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

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시 간호과정을 용하 다는 에 의의가 있으며, 추

후 환자 시뮬 이터의 극  활용  재 효과를 다양하게 입증하는 종단  연

구가 수행될 것을 제언한다.

핵심 되는 말 : 간호학생, 환자 시뮬 이터, 시뮬 이션 교육,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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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과학이며 술이다(Darbyshire, 1999; Finfgeld-Connett, 2008).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상으로 안녕 증진, 질병 방과 건강 회복을 해 과학  지

식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율  의사결정능력을 할 수 있는 문인을 길러내는 

학문이다(Liaschenko & Peter, 2004). 한 상자의 특성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 간호의 모습으로 표 해 낼 수 있는 술성을 지닌 학문이므로, 

간호 교육은 간호의 과학성과 술성을 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문

직 간호사는 간호 수행시 상자 심의 개별  간호를 해 간호과정이라는 독

특한 사고 방법을 통하여 간호의 술성을 구 하고 있다. 이에 간호 교육과정은 

임상수기능력의 습득에만 치 하기보다는 간호과정에 기 한 자율성과 비  사

고를 바탕으로 한 련 지식의 통합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강조

하고 있으며(신경림, 1995), 특히 비  사고능력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간호 

실무(Evidence-based practice)에서 핵심이 되는 요한 능력의 하나이다(양승애, 

정덕유, 2004; 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Maynard, 1996). 

   간호 교육과정  지식 달 심의 통 인 교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론 교육은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학습하게 되며, 이 게 학습된 지식을 실무에서 

통합하고 용하여 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해서는 

이론 교육에 더불어 임상 실습 교육이 필수 이다(신윤희, 허혜경, 박소미, 송희 , 

김기연, 2007; 홍여신, 최 희, 김조자, 1993). 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인 지식을 실무에 용하는 것으로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임상 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 교육으로 크게 나  수 있다. 간호학생은 임상 실습을 통해 

상자와 련된 실무 상황의 복잡성, 불확실성,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함으로써 문직에 합한 사고과정을 개발

하고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총체 인 간호 지식을 얻게 된다(양진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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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2004). 그러나 임상 환경에서 학생들이 하는 간호 상자는 생명이 있는 

인간이므로 일체의 실수를 해서는 안되며, 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

지면서 학생들의 재를 거부하고, 간호학생은 미숙한 간호술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한 부담감을 느껴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는 문제로 인해 임상 실

습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갖게 되고 찰 주의 실습으로 실습 만족도는 낮게 

보고되고 있다(박경숙, 황윤 , 최은희, 2003; 박미 , 김순이, 2000; 유문숙, 2000, 

2001; Bradley & Postlethwaite, 2003). 그 밖에 이론과 실무의 격차, 실습 지도 교

수 부족, 외래 심의 진료 체제, 빠른 병상 회 율을 한 입원 기간의 단축  

성 질환의 감소, 특정 질환별 증도와 만성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 환경

(김지윤, 최은 , 2008; 최동국, 2003; Lasater, 2007)은 학생의 다양한 임상 경험 습

득과 상자의 근성 측면에 해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간호학생에

게 임상 실습 교육은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래된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한 부

족이 간호 교육의 문제 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장 실무 심의 교육을 경

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양진주, 박미 , 2004).

   시뮬 이션(simulation)은 그러한 방향 환의 시 에서 실제  안으로 찾은 

교수 학습 략으로 이는 임상 실습에 입문하기  학생들에게 필수 이고 기본

인 임상 술기를 습득하게 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한 교육을 통해 임상수행능

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김지희, 이 미, 2006).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장

은 인간에게 래하는 험이 없어 상자의 안 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

으며, 실무와 유사하게 꾸며진 안 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표 화시켜 반복 

연습시킬 수 있고, 드물게 발생하거나 복잡한 임상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양진주, 

2008; 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 한 시뮬 이션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자 사

이에 시나리오 구 시 느낀 이나 문제해결 과정시 용한 간호과정  간호술

에 해 합 여부를 분석하는 디 리핑(debriefing) 단계가 있으며, 이 단계를 통

하여 학생들은 비  사고를 고취시키며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과 련된 

지식의 습득  실습 교육에 한 만족도와 자신감 증진, 그리고 학습동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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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neebone, 2003; Wadas, 1999). 그러나 기존 

우리나라의 간호학 시뮬 이션 교육은 주로 심폐소생술, 기도 리, 심 도 교육 

등 술기 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뮬 이션 교육시 문제해결 과정의 

기  이론에 근거한 간호과정의 용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으며, 디 리핑 역시 

차와 술기의 정확성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나리오의 용과 

평가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 이나 간호학에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

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직 기 단계이다(Nehring & 

Lashley, 2004). 따라서 시뮬 이션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해 교육자들은 간

호학 교육과정을 재정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수행능력과 수행과제를 학년

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행능력을 잘 반 한 실성 있

고 타당한 시나리오 개발  용이 요하다. 한 간호 교육과정에서 심틀로 

사용되고 있는 간호과정은 임상 간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추 이나 이에 한 

임상 용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김정애, 2001), 시뮬 이션 

교육의  과정에서 간호과정을 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체계 인 사고 과정 향

상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의 일부 역을 바탕으로 기존에 많이 행해져 왔던 

의학 심의 술기 교육과는 차별화된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 시뮬 이터

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한 후 간호학생들에게 용하고 기존

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교수 방법과 학습 효과를 비교하여 시뮬 이션 교육의 용 

확 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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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실습 교육 요구도  성인간호학 교과목의 각 단원별 난이

도 분석을 통하여 교육 요구도를 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기 함이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을 상으로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간호학생을 상으로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3. 연구 가설

   개발된 교육 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

2)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

3)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가 높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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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1) 시뮬 이션

① 이론  정의: 시뮬 이션이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하여 모델에 의한 실험 

는 사회 상 등을 해결하기 해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식 등으로 만들어 

모의 으로 연산을 되풀이하여 그 특성을 악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

원, 2000). 간호학 분야에서는 단순 마네킨(simple mannequin),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 게임(simulation games), 컴퓨터 시뮬 이터(computer simulator), 

환자 시뮬 이터(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HPS), 모의환자(Standardized 

Patient, SP) 등을 이용하여 간호 실무와 가장 유사하게 만든 사건이나 상황을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선옥, 2006).

② 조작  정의: 본 연구의 시뮬 이션은 연구자가 성인간호학 교과목에서 선별한 

호흡기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역을 바탕으로 간호과정의 사고틀을 

용하기 해 임상과 유사하게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환자 시뮬 이터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를 이용하여 5~6명씩 구성된 8 에 각 50분간 4

주 동안 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비  사고성향    

① 이론  정의: 개인  는 문 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

끌어내기 하여 목 을 가지고 자기 조 인 단을 내리는 사고를 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 인 성향  습 을 의미한다(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②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의 비  사고는 윤진(2004)이 간호학을 심으로 한

국  상황에 합하게 개발한 비  사고의 정의  측면인 비  사고성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

향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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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해결력

① 이론  정의: 일반 인 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 동기  요인, 특정 역의 지

식과 기능 기반을 토 로 확산  사고와 비  사고가 역동 으로 상호 작용하

여 새로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고 과정(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다. 

②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옥희(2000)가 문제 심학습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 에 따라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능력 행 를 조사한 연구에서 개발된 발견, 

정의, 해결책 고안, 실행, 해결의 검토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수를 의미하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이다.

4) 학업성취도

① 이론  정의: 학업성취도란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는 결과를 말한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4). 

② 조작  정의: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성인간호학 일부 역에 간호

과정을 용한 문제해결형 문항을 풀어 얻은 수로 이는 국가고시 문제집과 

임상 상황을 토 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거친 주 식 

문항을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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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시뮬 이션(Simulation)

   일반 으로 시뮬 이션(Simulation)이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하여 모델에 

의한 실험 는 사회 상 등을 해결하기 해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식 등으로 

만들어 모의 으로 연산을 되풀이하여 그 특성을 악하는 일로 정의되고 있다(국

립국어원, 2000). 건강 리 역에서 사용하는 시뮬 이션은 기계  조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 으로 재 할 수 있는 교육 기기나 방법 혹은 교육  

훈련에서 시뮬 이터(simulator)를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Cooper & Taquetti, 

2004). 시뮬 이터는 각종 훈련, 실험 등에서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장

치로 모의 조종 장치 혹은 모의 실험 장치를 뜻하는 것이다(김지희, 이 미, 2006). 

   의료 분야에서의 시뮬 이션은 미국에서 1960년  Peter Safer가 개발한 구강 

 구강 인공호흡법 훈련이 가능한 마네킨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계

속 인 발 과 진화 과정을 통해 재 심폐소생술, 기 내 삽 , 외과 수술 등의 

다양한 실기 교육에 이루어지고 있다(Rystedt & Lindström, 2001). 시뮬 이션은 

알고 있는 병인(etiology)에 해 향 이고 반복되는 찰들을 보여주며, 험 

요소가 없는 조건하에서 험 상황에 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학

습 효과를 증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인간에게 래하는 험이 없어 특히 환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미국에서 1990년  이후부터 활성화되어 폭발 인 인기를 끌며 

사용되어오고 있다(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 Hammond, 2004).

   시뮬 이션 유형은 교육의 목 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용할 수 있으

며, 충실도(fidelity)라는 용어를 통해 그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Fletcher(1995)는 

충실도를 실제 경험과 비교하 을 때, 시뮬 이션에 의해 표 되는 정확성의 정도

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Low fidelity model은 부분  술기 훈련 

모형으로 특별한 기술을 연습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임상 실무 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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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High fidelity model로 실제 사람 크기의 모형이며 컴퓨터 로그램에 의

한 실제 인 호흡음 청진, 몸 체에서 맥박 지, 학생들의 사정이나 재에 근

거한 생리  반응  조정실의 통제를 받아 컴퓨터가 내장되어진 마네킨이 목소

리를 내어 학생과 화를 통해 임상 의사결정을 해 사용되는 것이다(Decker, 

Sportsman, Puetz & Billings, 2008; Lasater, 2007; Medley & Horne, 2005). 즉 시

뮬 이션 유형은 단순 마네킨(simple mannequin), 사례 연구(case study), 모의 게

임(simulation games), 컴퓨터 시뮬 이터(computer simulator), 환자 시뮬 이터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HPS), 모의환자(Standardized Patient, SP) 등 충

실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  수 있다(이선옥, 2006). 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환

자 시뮬 이터(HPS)는 시뮬 이션 기술의 핵심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표 으로 METI(Medical Education Technologies, 

Sarasota, Florida, 미국), SimManⓇ(Laerdal Medical, Stavanger, 노르웨이), 산과 

역의 분만 시뮬 이터(Obstetric child delivering simulation), 유아 시뮬 이터

(SimBabyⓇ) 등을 들 수 있다(김지희, 이 미, 2006).  시 에서 환자 시뮬 이터

를 이용한 교육은 의료 분야 교육  훈련 분야의 새로운 변화로 이를 활용한 교

육 방법에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시뮬 이션 교육은 의학 교육에 

있어서 1994년도 2%에서 2003년도 30%의 사용 증가를 보이고 있다(Flanagan, 

2004). 따라서 오늘날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은 극 도입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서는 시뮬 이션 환경  피교육자들이 응할 수 있는 학습 

분 기를 만들고 교육자의 수 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과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진행자(facilitator)가 필요하며 마네킨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나리오에 맞는 배

경을 설치할 수 있는 한 시청각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facilities)뿐 아

니라 METI나 SimMan
Ⓡ

 과 같은 신용 마네킨, 술기 훈련이 가능한 부분 마네킨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비(fund)가 필요하다. 따라서 High fidelity model인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교육의 단 으로 와 같은 장비를 확보하기 한 거액의 

경비가 필요한 과 시뮬 이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와 교수 요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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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제한 이 있어 간호 교육에 시뮬 이션

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은 , 2005; Bremmer, Aduddell, Bennett 

& Vanceest, 2006; Feingold, Calaluce & Kallen, 2004; Rhodes & Curran, 2005). 

   시뮬 이션 교육은 장비의 활용에 한 교육자의 철 한 사  비가 필요시 

되는 교육 방법으로, 이선옥 외(2007)는 문헌 고찰을 통해 시뮬 이션 교육을 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종합화하여 제시하 다. 첫째, 시나리오 개발  학

습자가 수강한 과목들과 연 성 있는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목표 설정 후 시나리

오 개발 과정에서 환자 정보(이름, 나이, 성별, 알러지 유무, 과거력, 재 약물), 

의사 처방, 진단명, 검사 결과 등 실제와 흡사하기 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시나리오 구  과정으로 이 과정은 학습자가 시뮬 이

션 구   상자 소개  환경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학습자 각각의 역

할을 정하고 학습자가 주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셋째, 디 리핑 시

간은 시나리오 구 이 끝나고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에 시나리오 구 시 느낀 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실행하 던 학습내용을 체계 으로 분석하는 시간이다. 이 시

간을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정보를 교환함으로 학습자는 일반화된 지식을 얻

게 되며, 비  사고를 고취할 수 있다고 하 다. 개 시나리오 구  시간과 유

사하게 시간을 배정하게 되며, 교육자는 학습자를 무비 으로 받아들이고, 학습

자는 경쟁심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나리오 구 시 느낀 을 나 고, 제공한 간

호에 하여 근거를 심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단계라고 하 다. 

   시뮬 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의 를 들면 정맥  확보, 도

뇨  삽입, 근육 주사, 정맥 주사, 압 측정, 흉  삽입과 같은 술기 역과 천식, 

심근경색, 긴장성 기흉과 같은 응  질환, 마취 의학, 수술  평가나 마취 유도, 

아나필락시스, 산소증 등의 수술 련 시뮬 이션, 고난도 기도 리, 심폐소생

술, 삽 용 기 지 내시경 훈련, 소아  성인 기 리 능력 훈련, 산과  응  

질환 훈련, 기 상황에 한  훈련 등 매우 다양하다(Hammond, Bermann, 

Chen & Kushins, 2002; Hammond, 2004; Lammers, Byrwa, Fales & Hale, 2009; 

Morgan, Cleave-Hogg, McIlroy & Devitt, 2002; Schwid & ODonnel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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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교육의 반 인 장 으로 첫째, 교육 일정의 조정이 

용이하며 모든 학생들이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둘째, 실제 임상 상황을 

구 할 수 있고 환자의 안 에 이 없으며 활동 인 학습이 가능하여 실제 상황

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수(error)가 의도  는 비의도 으로 용납되거나 교육

목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이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 응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여 실제 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 이며,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환자 사정, 카테터 리, 약물 투여를 실무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자신감, 지식과 수행능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시뮬 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고 넷째, 즉각 인 디 리핑이 가능하

므로 개인의 학습은 물론 단체 학습에도 효과 이다. 시뮬 이션 교육은 학습의 

80%가 디 리핑(debriefing)에서 일어나며, 실수에 한 토론을 즉시 수행하여 고찰

하므로 구체 인 정보가 달되고 토론  성찰 과정을 통해 비  사고를 고취시

키고,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과 련된 지식 습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

호작용을 통해 동하는 법을 익히고 조직화하는 방법을 배워 별 수행능력을 향

상시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극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보고하 다(Decker et al, 2008; Fletcher, 1995; Hendrickse, Ellis & Morris, 

2001; Jevon, 1999; Kneebone, 2003). Morrison과 Borden(2006)은 별로 교육이 이

루어지는 경우 10명 이하일 때 가장 효과 이라 하 으며, 특히 리더의 역할과 역

할별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 원은 4인이 합하다고 하 다(Marsch, 

Muller, Conrad, Tschan & Hunziker, 2004). 한 Schwid와 ODonnell(1992)는 마

취과 의사를 상으로 시뮬 이션 문심장소생술 교육 후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

상의 시간이 지난 상자는 각각 71%와 30%만이 문심장소생술 지침에 따른 수행

능력을 보 으며, 교육 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는 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하

지 못하 다고 보고하여 반복 학습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에 심이 집 되고 있는 시뮬 이션 교육은 주로 

환자 시뮬 이터 사용에 한 것으로 고가의 비용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교육 방법



- 11 -

이며, 계획성 있는 철 한 비가 이루어진 후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즉 

시뮬 이션 교육을 통해 학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실

감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교육의  과정이 단계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최 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학 시뮬 이션 교육

   간호학과 의학  보건의료 리에 용되는 시뮬 이션 교육은 비교  기 

단계이나 교육, 훈련, 연구에 사용된 마네킨 시뮬 이터(mannequin simulator)의 

개발은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의 효율성 평가

가 연구되고 있다(Grenvik, Schaefer, DeVita & Rogers, 2004).

   안 하고 효율 인 간호를 제공하기 해 간호사를 비시키는 다양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임상 실습 교육만으로는 그 학습 효과가 충분치 않다. ‘Best Practice'

를 하여 간호 상자의 안 을 극 화하고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이기 해 

두된 시뮬 이션 교육은 통 으로 학생 실습을 임상 실습 교육에 의존하고 있

는 간호 교육의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임상 장과 유사한 실감 있고 복잡한 

시나리오를 창조하여 이를 환자 시뮬 이터에 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 

   재 간호 교육에 다양한 시뮬 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 사정, 무

균술, 신체 역학과 투약 등과 같은 기본간호 수기술에 부분 시뮬 이션의 Low 

fidelity model에 속하는 단순 마네킨인 모형을 상으로 단편 인 간호수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과정을 용해왔으나, 유문숙(2001)은 이와 같이 모형을 상으로 

하는 수동  형태의 훈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간호 상자들의 실제 상황을 학

생들이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수 

학습 략으로 간호학에서는 처음으로 표 화 환자를 이용한 상황 학습을 시도하

여 학생들에게 정 인 효과를 얻었다. 한 실제 환자와 같은 징후  증상을 

보이도록 비된 사례를 보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연구와 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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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재 기술을 용하는 임상 수기술 평가를 동

시에 통합 으로 용하는 로그램(신윤희 외, 2007) 등이 있다. 이는 간호과정 

용 능력이나 간호수기술 수행능력, 간호지식, 태도, 기술을 모두 포 하는 통합

실습 로그램이라는 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례와 핵심 간호수기술

간의 긴 한 연 성이 없었고, 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을 하여 표 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에서 제시하 듯 시간과 다수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방법들은 모두 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 상황에 보다 잘 

응하고, 상자를 충분히 이해하며, 구체 으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기 한 

훈련으로 실제 이고 상황 인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개발되어 그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시 에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얻기 해 간호 

교육자들의 심이 집 되고 있는 교육 방법 의 하나가 환자 시뮬 이터를 이

용한 교육이다(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

   국내의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교육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표 1>, 부

분 응  분야와 련된 술기 주의 교육으로 매우 한정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교육의 효과를 보기 해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었다. 간호 교육에 

용한 는 공군 병원의 학생과 간호사 교육(Evaes & Flagg, 2001), 교육 시간  

학업 성과 측정을 달리한 간호사 상의 시뮬 이션 문심장소생술 교육(Flisher, 

1992; Granneman & Conn, 1996; Hendrickse, Ellis & Morris, 2001; Rivera & 

Gabriel, 1995; Wadas, 1999), 마취 간호사를 한 교육(Fletcher, 1995), 수술 후 간

호 교육을 한 시뮬 이션 교육(Jeffries, 2007), 조산사를 한 교육(Lathrop, 

Winningham & VandeVusse, 2007), 항공 의료 분야(Lamb, 2007), 호흡기 간호를 

한 간호학생 교육(Lasater, 2007) 등이 있었다. 한 내과수련의의 흉곽 천자 교

육(Wayne, Barsuk, O'Leary, Fudala & McGaghie, 2008), 병원내의 마취과 교육 

과정에 용된 기 내 삽 술 시뮬 이션 교육(Fletcher, 1995), 산부인과 역의 

분만  처치 훈련(Macedonia, Gherman & Satin, 2003), 외상 환자 리 훈련

(Hammond, 2004), 임상수련의를 한 술기 훈련(Kneebone, 2003), 의사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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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문심장소생술 교육(Markker, Gray-Siracusa & Evers, 1995; Schwid & O
Donnell, 1992, Wade & McGaghie, 2005) 등 매우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시뮬 이션 교육은 지식과 술기의 향상, 지식의 통합 

 학생 자신감 향상 측면에서 효과 이나, 연구가 개발되고 진행되는 방법을 기술

한 과정 인 측면은 각 논문에서 많이 부각되어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34개의 간호 학과 6개의 시뮬 이션 센터를 상으로 환자 시뮬 이터의 활

용 정도를 조사한 Nehring과 Lashley(2004)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시뮬 이션 교

육 과정은 간호학생을 상으로 5시간 이하로 교육한 것이 부분이며, 주로 기본 

간호술기, 신체 사정이나 성인간호  문  내-외과 간호 분야에 교육 시간을 

많이 배정하 다. 반면 졸업 후에는 문간호사 과정이나 마취 문간호사 등의 

특수한 분야에서 시뮬 이션 교육이 용되고 있으며, 부분의 로그램이 신체 

사정과 요한 사건이나 특별한 질병의 상태, 기술 인 면을 많이 강조하여 구성

되어 있었다. 한 지식의 통합 인 면, 기술 인 면, 요 사건 리 능력, 기도 

리, 의사소통 능력, 간호과정의 사용, 부정맥 발견, 문심장소생술 훈련,  

리, 심리 사회  기술면 등의 수행능력 평가를 해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환자 시뮬 이터 효과에 련된 국외의 선행 연구  수술 후 간호에 한 시

나리오를 3그룹( 통 인 사례 연구, 정  마네킨, 환자 시뮬 이터)으로 나 어 

모든 학생들에게 비디오 강의 후 각각 그룹에 한 교육 효과를 본 Jeffries(2007)

의 연구에서는 환자 시뮬 이터를 사용한 그룹이 자기 확신(self-confidence)과 만

족감 향상이 다른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지식의 수행능력 정도와 획득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 환자 시뮬 이터 활용시 

나타나는 학습의 효과는 학생들의 실습 교육에 한 만족도와 자신감 증진, 학습 

동기 유발, 비  사고능력, 임상의사결정, 임상 단능력의 향상에 정 인 향

을 끼친 많은 다른 연구 결과(Gomez & Gomez, 1987; Jarzemsky & McGrath, 

2008; Kneebon, 2003; Lasater, 2007; Wadas, 1999)와 일치하 다. 의 연구에서 

비  사고와 련된 유사한 개념으로 임상의사결정(clinical decision mak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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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단(clinical judgement)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 교육 후 건강 상

태 단  사정 능력 증진, 간호 재의 우선순 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향

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복잡한 상황 리 능력 습득 등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Nehring & Lashley, 2004; Rystedt & Lindström, 2001). 국내의 연구  시뮬

이션과 문제 심학습 교육을 통합한 교육(S-PBL)을 개발한 이 아(2005)는 수업 

내용의 만족도, 상황 분석 능력, 정보 통합  활용 능력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얻

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다양한 임상 상황을 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시뮬 이

터 활용 능력이 요구됨을 제안하 다. 양진주(2008)의 연구에서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자가 보고식 임상수행력 수 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비  사고성향 향상에는 효과 이지 않게 나타나, 동

상 학습매체 등을 이용한 자율학습 방안 병용을 제언하 다. 그밖에 응  상황과 

련하여 불안 감소, 웍 향상, 응  장비에 한 자신감과 교육 만족도 향상, 지

식과 수행기술 향상(백지윤, 2006; 정성구, 신상도, 서길 , 유은 , 2005; Flisher, 

1992; Granneman & Conn, 1996, Rivera & Gabriel, 1995; Wadas, 1999; Wayne 

et al, 2002)의 효과가 있음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시뮬 이션 교육은 심

폐소생술, 문심장소생술과 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부분을 차지하 으며, 

특히 이러한 분야의 연구들은 기존의 교육 보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여 잠재  비용 감 효과가 있게 되는지 장기 으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뮬 이션 교육의 효과와 효과 

측정을 한 변수는 연구마다 조 씩 상이한 이 있었다. 반면 Nehring과 

Lashley(2004)는 아직 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해 시뮬 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 단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즉 시뮬 이션 교육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시나리오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기 평가에 한 비용 효

과성, 훈련 효과, 실기 습득, 수행능력의 사정, 문가 훈련 등에서 합당한 효과가 

있는가에 한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며(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 정성구 등, 2005; Lathrop, 

Winningham & VandeVusse, 2007), 이를 해서 시뮬 이션의 교육학  효과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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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자는 임상 상황을 유사하게 재 할 수 있는 잘 구성된 시나리오

를 개발하여 효과 으로 학생들의 지식과 수행능력, 문  태도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과정의 사고틀을 기반으로 하여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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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 이션 교육을 활용한 최근 5년간의 국내연구

자(연도) 연구설계  연구 상 연구목 의의

이 아(2005)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설계

-응 구조과 학생 25명

응 구조과 학생 상의

기본소생술 S-PBL 패키지 개발

기본소생술 지식, 기술, 학생 만족도

향상에 정 인 효과를 보임

정성구, 신상도, 

서길 , 유은 (2005)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설계

-의과 학 학생 90명

의학과 학생 상의 

시뮬 이션 심정지 교육
실험군에서 수행기술의 향상을 보고

백지윤(2006)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설계

- 환자실과 응 실 간호사 40명

간호사 상의 

문심장소생술교육 수행

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수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입증됨

고종 (2007)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설계

-응 구조과 학생 48명

응 구조과 학생 상의

기본소생술 교육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수 

향상에 정 인 효과가 입증됨

김지윤, 최은 (2008)
-조사연구

-간호학생 64명

시뮬 이션 실습이 목된 

PBL 모듈 개발 용  

학업성취도의 계 분석 

PBL 모듈 개발 

학습 유형 선호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상 계 검증

양진주(2008)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실험설계

-간호학생 167명

응 과 환자 간호의

시뮬 이션 기반 교육과정 

개발

실험군의 임상수행력,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보 으나 비  사고성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17 -

3. 간호과정을 용한 시뮬 이션 교육

   간호과정은 상자의 실제  는 잠재 인 건강 문제에 하여 안녕을 증진

하기 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의 5가지 상호 연 성 있는 단계를 거쳐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효과 이고 개별화된 간호를 하기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체계 이고 창조 인 근법이다(김조자, 김용순, 박지원, 박진희, 양선

희, 2008; 시자, 손 희, 김남 , 2004). Adams(1999)는 간호학 교육에 있어서 간

호과정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 문제해결의 기 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간호 문제해결 과정을 해 의사결정능력, 임상 단능

력 그리고 다양한 비  사고능력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 다. 한 간호과정을 

용하는 것은 의료 문제와 이에 한 인간의 반응 모두에 을 맞추고, 업무 

심(task-oriented)이 아닌 사고 심(thought-oriented)으로 기능하기 한 사고틀

을 제공하므로 필요하다고 하 다.  

   오늘날 간호과정을 바탕으로 한 간호교육은 많은 간호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미국의 경우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가 간호과정의 단계로 통합되었으며, 국

가 인 기 인 JCAHO(Joint Commi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와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은 병원, 간호 학 그리고 의

료 리기 을 평가하는 기 에 간호과정의 용을 포함하고 있다(ANA, 2004). 국

내의 경우 1970년  반부터 간호과정에 한 실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81년

부터 병원 표 화 심사의 간호부문 심사기 에 간호과정 용이 추가됨으로써 실

제 이고 구체 으로 개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시자, 

손 희, 김남 , 200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 방향과 평가 기 으로 자리잡

고 있는 간호과정을 통해 간호학은 체계 이고 창조 으로 발 될 것이며 따라서 

간호학의 모든 역에서 간호과정을 용한 교육과 훈련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직 간호사는 비  사고를 기반으로 자율  의사결정에 의한 임상 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간호에서의 비  사고는 기에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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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임상 단  간호과정의 용으로 보다가 차 문제해결능력 이상의 간호행

에 한 비 인 반성으로 바라보려는 견해가 많아졌다(김조자, 안양희, 김미

원, 정연옥, 이주희, 2006; 신수진, 정덕유, 2009; 황선 , 2003). 간호학은 응용학문

으로 다양한 상자들의 문제에는 불충분하거나 모순되는 자료들과 원인불명이 

존재하고 하나의 특정한 정답이나 최선의 답이나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해서는 지식과 자료의 부족을 확인하여 새로운 정보를 찾고 변화를 

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이때 비  사고가 필요시 된다. 비  사고와 간

호과정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 비  사고는 간호과정에 필수 인 부분이며, 간

호과정은 간호의 비  사고를 한 사고틀을 제시하고, 간호사는 간호과정의 각 

단계에서 비  사고를 이용한다. 즉 간호사는 신뢰성 있는 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련있고 요한 자료의 구별  조직화를 통해 진단을 내려 우선순

에 따라 다양한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재를 하여 환자의 문제를 경감시키거

나 진술된 건강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간호과정의 각 단계를 용하여 도와

다. 이러한 간호과정의 단계별 연습을 통해 비  사고능력이 특정 수 까지 성

취될 수 있다. 즉 비  사고능력이 간호교육을 한 핵심능력의 구성요소로 포

함되는 것은 으로 필요하며, 간호교육의 목표는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한 교수자의 학습 략 방안과 이에 한 일

성 있는 평가가 요구된다(김조자 외, 2006, 2008; Chenoweth, 1998; NLN, 1992). 

   재 간호학 교과과정에서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의 로 

간호과정 교육, 역할극, 사례 연구 방법, 비디오 테이  시청, 구조화된 반  

 작성, 개념지도 작성, 문제 심학습 등이 있다고 하 으나, 측정 도구의 사용 

 그 결과 측면에서 일 성이 없었고 연구별로 용 방법과 기간 등의 실험 처

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차이 이 있었다(안양희, 2004). 한 간호 교육의 측면

에서 간호과정 용 사례를 실제 인 임상과 연계시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되

도록 학습하지 못하고 있어 이론과 실무의 괴리감을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간호

과정의 용은 임상에서는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김정애, 2001). 따라서 간호학

생에게는 임상 실습시 간호과정 용을 한 사례 연구가 부담이 되며 지루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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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다. 결국 간호과정을 임상 장과 연결지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침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간호과정과 

한 련이 있는 비  사고능력에 한 변화 양상을 장기 인 시 에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들어 그 심이 집 되는 교육 방법인 시뮬 이션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

황을 나타내는 시나리오를 보고 비  사고를 하여 한 단  재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 학생은 실과 유사한 임상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통해 인지 인 

부분과 심리운동성(psychomotor)인 학습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후 교육제공자

에 의한 디 리핑 과정을 통해 구체 인 정보가 달되고 토론  성찰 과정을 

통해 비  사고의 향상  반  사고가 일어난다는 구체 인 보고(Kneebone, 

2003; Rogers, 2004; Wadas, 1999)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재까지의 시뮬 이션 

교육은 주로 상황의 보고  의학  술기 교육 주로 많이 진행되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Kuiper 등(2008)의 연구는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임상 

추론의 OPT Model(Outcome Present State-Test Model)을 개발하여 결과에 

을 두고 NANDA(North America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의 간호진단과 

NIC(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NOC(Nursing Outcome Classification)

을 연계하여 호흡기 역에 국한하여 검증하 던 에 의미가 있다. 재 미국의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 산하의 기 인 SIRC(Simulation Innovation 

Resource Center)에서는 간호과정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Laerdal Medical의 지원하

에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 은 창기 시

도되었던 응  분야, 기도 리 분야 등의 술기 주의 교육에서 확장되어 차 인

지  측면의 교육 효과를 보기 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을 두고 있고 이

는 더 발 된 시뮬 이션 교육을 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개발시 주의 으로 Jeffries(2005)는 학습자가 사정, 문제인식, 계획, 

재, 평가의 간호과정을 용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시뮬 이션 교육의 각 과정

이 단계마다 순서 로 진행되어야 학습자가 이 에 배운 것을 토 로 비  사

고를 하여 우선순 가 설정되고 상자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을 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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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Rauen(2001)은 시뮬 이션 교육 후 실제 으로 비  사고를 측정

하는 도구의 성과 신뢰성은 구체 이지 못하며, Nehring과 Lashley(2004)는 

간호과정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해 환자 시뮬 이터를 학 수 에서 활용해 

오고 있으나, 아직 평가를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의 비  사고력 향상을 하여 간호과정을 용

한 시나리오 개발  간호과정의 사고틀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구 을 통해 효과

인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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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  기틀

1. 연구의 개념  기틀: 시뮬 이션 모델

   시뮬 이션을 포함한 모든 교수 학습 략의 단계는 학습과 인지와 련하여 

무엇을 알게 할 것인지에 기 를 두고 구성되어 있다. 학생 교육시 시뮬 이션의 

사용은 학습자 심의 실습, 구성주의와 다양한 사회문화 인 배경을 둔 학습자의 

동에 을 둔 이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학습과 인지의 개념은 시뮬 이

션의 설계와 활용에 매우 련이 있다고 하 다. 학습이 정보의 장 과정으로 간

주될 때 수업은 정보의 효과 인 달 과정에 을 두고 있으며, 강조를 통해 학

습 내용을 기억하게 해 다. 학습이 경험 인 성장으로 간주될 때, 수업은 인지  

네트워크와 이해 과정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경험과 활동에 을 맞추게 된다. 

결과 으로 학습은 사회문화  화이며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실성 있는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시뮬 이션의 요한 구성 요소들과 이들

의 계는 시뮬 이션의 설계부터 수행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고 하 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에게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시뮬 이션 교육을 통해 비

 사고를 포함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NLN/Laerdal Simulation 

Model(Jeffries, 2005)을 기 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 다. 

NLN/Laerdal Simulation Model에서는 간호 교육을 한 발 , 수행과 평가는 다

양한 련 변수와 그들간의 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기틀을 사용함으로써 향상된

다고 하 다. 간호 교육 시뮬 이션 모델은 5개의 개념 인 구성 요소로 되어 있

으며 각각의 변수들을 통해 조직화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1) 교사 요인 

2) 학생 요인 3) 지침에 따라 통합되어진 교육  실무 4) 시뮬 이션 설계 5) 기

되는 학생 결과의 5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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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Simulation Model(Jeffries, 2005)

(출처 : Jeffries, P. R. (2005). A framework for desig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simulations used as teaching strategies in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6(2), page 97)

   시뮬 이션을 사용한 효과 인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기 치

와 로그램 진행시 각각의 역할에 달려있으며, 시뮬 이션 그 자체의 재를 통

하여 여러 가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Jeffries(2005)의 NLN/Laerdal Simulation Model에서 나타난 각각의 요소들에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 요인은 시뮬 이션 활동과 같은 학습 경험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게 하

기 한 필수 요소이다. 일방 인 지식의 달이나 교사 심으로 이루어지는 

통 인 교육 방법과는 달리 시뮬 이션은 학생 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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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과정을 진시키는 역할로 작용하게 되며, 시뮬 이션의 목 (학습/평가)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차이가 있으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시뮬 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뮬 이션 시나리오 설계, 장비 검  

활용의 모든 부분에 하여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 요인은 시뮬 이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를 얻기 해서 필요

시 되는 학생에 한 설명으로, 그룹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행동하여야 하며 

과정 심의 교육 방법임을 인지하여 시뮬 이션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학생 사이에서의 경쟁심 같은 요소들은 시뮬 이션 효과를 해시키

는 요인으로 교사는 시뮬 이션 학습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

이 요하다고 하 다.

   교육  실무 분야는 학생의 극 인 학습, 교사나 동료, 환자 시뮬 이터에 

한 도움을 주며 정보가 있고 용기를 주는 피드백이 요하며, 학생과 교사의 

정 인 상호작용, 문제해결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력하는 학습 방법,  

학습 효과에 한 높은 기 치, 다양한 학습 략, 시뮬 이션 가동 시간 등의 요

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 이션 설계는 교육목표, 충실도( 실감), 복잡성, 암시(Cues), 디 리핑의 

5가지 역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침이 되는 명

확한 교육목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학생들의 지식 수 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간, 역할에 한 가이드라인, 모니터 방법, 이론  개념과 연결짓는 법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진 목표가 구체 으로 세워져야 한다. 충실도 측면은 시뮬 이션을 

실감 있게 표 하는 정도로 교육의 범 와 연 이 있으며, 범 는 단순한 것에

서 복잡한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암시 단계는 시뮬 이션 활동시 교사나 다른 

지시자에 의해 학생들이 시뮬 이션 상황을 잘 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분명한 증상과 징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디 리핑 

단계는 학생들의 정 인 경험과 반 인 학습 효과를 해 이론과 실무, 연구

와 연결지어 비 으로 생각하고 서로 복잡한 상황을 토론하는 과정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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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학습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역이다. 이 역에서 교사와 학생

들의 상호 의견 교환은 필수 이다. 

   결과 측면에서는 간호 지식, 기술 인 면, 학습자의 만족도, 비  사고  자

신감 향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Jeffries(2005)의 NLN/Laerdal Simulation Model을 바탕으로 간호과정

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에 용

하면 다음과 같다. 

   시뮬 이션 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5개의 개념  구성 요소인 교사 요인, 

학생 요인, 지침에 따라 통합되어진 교육  실무, 시뮬 이션 설계, 기 되는 학생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의 모든 요인들을 로그램 개발시 고려하 다. 

특히 본 연구의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Bloom(1956, 이성호, 2009 재인용)이 

분류하여 제시한 교육목표 설정  학습평가 방법인 지  역(Cognitive domain), 

정의  역(Affective domain), 심리운동(심동 ) 역(Psychomotor domain)을 포

함시켜 개발하 다. 지  역은 지식의 습득  지  기능의 개발과 련된 역

으로 학생들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있는 자료로 분류  

분석하여 한 간호진단  정확한 간호 재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식

(Knowledge)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의  역은 자극에 한 감수와 그것에 한 

반응, 그것을 가치화시키는 행동에 기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태도(Attitude)로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세, 반응 등을 의미하며, 심리운동(심동 ) 역은 신체의 

근육 체제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기술(Skill)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 시뮬 이

터에게 직  제공하는 간호수기술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즉 시뮬 이션 교육 로

그램 개발의 과정은 지식, 기술, 태도를 고려하 고 시나리오 구 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학생은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교육 요구에 합하고 수

을 고려하여 개발된 시나리오가 구 되는 환자 시뮬 이터를 만나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간호과정의 사고틀을 용하여 환경 악, 노출된 문제의 사정으로 의미있

는 자료를 도출하여 이에 한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 재를 시행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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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간호과정 고유의 체계 이고 역동 인 사고 과정을 경험하고 디 리핑 과정

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 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얻게 된다. 한 

환자 시뮬 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에 하여 독특한 학습 체험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를 정리하여 환

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용을 한 개념  

기틀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학생 수 성과

학부

교육 요구 역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습 체험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용

지식 기술 태도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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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 처치(총 4주) 사후검사

실

험

군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습 체험조

군

사례 연구

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실습 교육  성인간호학 교과목의 각 단원별 난이도 분

석을 통하여 교육 요구도를 악한 후 학년별  성인간호학 단원별로 실제 임상 

사례 심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실험군에게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용하고, 조군에게는 시뮬 이션의 가장 일반  형태인 사례 연구를 용하여 교

육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설계이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본 연구의 시행  평가를 한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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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1) 상자 선정

   본 연구의 상자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 사이 J시에 소재한 1개의 3년

제 학 간호과 2, 3학생 89명을 근 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상자인 실험군 2학년 23명, 3학년 22명, 조군 2학년 22명, 

3학년 22명으로 정하 다. 연구 상 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해부학, 생리학 등의 

기 과목과 2학기에 응 간호 과목을 이수하며 2, 3학년때 성인간호학을 배우게 

된다. 임상 실습은 각각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J시, W시  S시의 학 

병원  종합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실습을 나간 병원과 실습 병동의 환경과 조건

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 동일하 다. 조군과 실험군은 학생 석차  사  조사 

수를 바탕으로 짝짓기하여 동질성을 확보하 다. 

2) 표집

   교육 로그램의 효과평가를 하여 GPower 3.0 for window 로그램을 이용

하여 Two sample T-test를 한 power analysis한 결과 표본수는 유의수 (α) .05, 

효과크기(f2), 검증력(power) .8~.9에서 그룹당 33~44명으로 나타났다.

3) 윤리 인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한 설문지 작성  연구 진행  상자 모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 으로 이

루어지고, 설문지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의 보장한다

는 내용으로 구성하 고<부록 8>, 연구 상자가 동의서에 사인한 후 설문지 작성 

 실험 처치에 응하도록 함으로서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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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재

1)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실험군

   본 연구를 해 연구자는 문헌 고찰과 임상 사례 조사  문가 자문을 얻는 

단계를 거쳐 실험군에게 용하기 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구체 인 교육 로그램 개발 차는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의 교육 로그램 개발 과정

요구도 분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교육 요구도 분석 

↓

교육목표 설정 시나리오 개발을 한 학년별 교육목표  역 설정

↓

시나리오 구성  

타당도 검토
 임상 사례, 문헌 고찰, 문가 자문을 통한 시나리오 개발

↓

지침서 작성  각 시나리오별 지침서 작성(학생용/교수용)

↓

시범 실시
응 구조과 학생을 상으로 시나리오 가동을 한 기술   

  검사 실시

↓

수정 보완  

최종안 구성
 최종 으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

용  평가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을 통한 교육 로그램 용  

  효과 평가

<그림 4>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용을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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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구도 분석

   D 학의 간호학 공 2, 3학년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성인간

호학 단원별 난이도 조사, 훈련이 필요한 간호수기술 분석, 실습 교육의 만족도 

 개선 필요성에 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 다<부록 7>. 

②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의 설정은 성인간호학 학습목표 개발을 한 조사연구(고자경, 2000)

와 교육과정론(이성호, 2009), 성인간호학 교과서( 시자 외, 2009)를 기반으로 하

여 성인간호학 교과목 자체의 학문  요구와 임상 실무의 요구도 함께 반 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여 설정하 다. Mager(1962, 이성호, 2009 

재인용)는 목표 설정시 고려해야 할 으로 학습자가 성취하게 될 행동이 무엇

이냐를 분명하게 규명하여야 하며, 행  동사를 활용하고, 종착 행동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성취 거를 밝히고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진술되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목표 설정시 의 사항을 고려하 으며, 특히 본 연구의 교육 로그

램은 간호과정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므로 간호과정의 일련의 단계를 학습하기 

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 다. 따라서 시나리오 역별로 간호사정, 간

호진단, 간호계획, 간호 재, 간호평가, 기록, 태도의 7개를 제시하여 총 28개의 

목표를 설정하 다. 

③ 시나리오 구성  타당도 검토

   요구도 조사에서 나타난 성인간호학 단원별 난이도 조사 결과를 반 하고 훈

련이 필요한 간호수기술 분석을 통해 제시된 간호수기술을 최 로 경험할 수 있

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하 다. 간호과정의 각 단계가 잘 반 될 수 있는 시

나리오를 구성하기 해 우선 각 단원별 공통의 간호진단을 설정하 다. 이를 

해 성인간호학 교과서( 시자 외, 2009)를 바탕으로 각 역별로 건강문제 사정, 

질환의 병태생리, 증상, 치료  간호 재의 주요 학습 내용을 분석하 다. 간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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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각 역별로 5개씩 선정한 후 선정된 간호진단을 내리기 해 필요한 증상

과 징후가 포함된 자료를 실감 있도록 구성하기 해 J병원의 내과 병동과 응

실의 수간호사가 추천한 의무기록지를 각 역별로 2건씩 조사하 다. 조사 내용

은 상자의 증상  증후를 포함한 병력과 과거력, 기타 임상  특성, 심 도

를 포함한 각종 방사선 검사 결과, 임상병리검사 등이 포함되어 교과서의 내용을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조사하 다. 시나리오 안에는 요구도 조사에서 나타났던 

간호수기술을 추론해 내어 간호 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학년별 

수 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 하 다. 최종 으로 조사된 임상 사례와 문헌을 바

탕으로 시나리오를 기술하 다. 그 후 시나리오별로 문헌(김강미자 외, 2006; 송미

순 외, 2001; 시자 외, 2009; NANDA International, 2007, 2009)을 참고하여 간

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에 한 모범 답안을 작성하 다. 개발

된 시나리오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간호학 공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활용하 다. 검증 차는 개발된 시나리오를 읽고 의미있는 자료, 간

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해 요구되는 간호수기

술을 도출해보았으며, 이미 작성된 간호과정 모범 답안과 일치 정도를 확인하

다.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문가 집단 내에서의 합의 정도가 100%에 도달할 때

까지 수정·보완하 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환자 시뮬 이터를 통해 잘 구 될 수 

있도록 시뮬 이션 흐름도를 <그림 5>의 틀에 맞추어 작성하 으며, 역별로 성

인간호학 담당교수 2인, 응 의학 문의 1인, 소화기내과 문의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각 진단별 제한시간을 설정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내용과 형식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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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뮬 이션 흐름도

④ 지침서 작성(학생용/교수용)

   시뮬 이션 구 시 학생에게 제공할 지침서를 작성하 다. 지침서에는 교육목

표, 상자의 성명, 나이, 정보제공자, 내원 방법 등을 제시한 환자정보, 병력기록, 

신체사정, 투약 목록과 처치 내용, 임상병리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때 병력기

록, 신체사정은 해당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환자 

시뮬 이터에서 나타내는 정보들을 직  사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 다. 

그 외에 간호과정 기록지를 통해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를 

기록하도록 하여 간호과정을 이용한 사고의 흐름을 유도하 다. 

   교수용 지침서는 학생에게 제공된 지침서와 형식은 동일하나 학생 임무 지정

(assignment) 내용이 들어있으며, 병력기록, 신체사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정답을 

표시하 고, 각 역별 시뮬 이션 흐름도와 간호과정 모범 답안이 포함되어있다. 

그밖에 디 리핑 시간에 활용할 질문과 간호과정에 한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 32 -

⑤ 시범 실시

   시뮬 이션 시범 실시는 시청각 장비(Audio-Visual system, AV system) 등의 

기술 인 문제와 연구 방법의 용이성을 탐색하기 해 2009년 4월 1일부터 3일까

지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상자가 아닌 같은 보건 계열인 응 구조과 학생들 4

명에게 개발된 시나리오를 SimMan
Ⓡ
에 용시키고 가동해보았으며, 학과 특성의 

차이로 간호과정의 사고틀은 용하지 않았다.

⑥ 수정 보완  최종안 구성

   시범 실시를 통해 시청각 장비(AV system)를 검하여 녹화되는 역의 재배

치  학생들 목소리 크기와 정확한 달 유무와 련있는 녹음의 질 인 면, 디

리핑시 사용하는 Beam Project의 떨림이나 잔상 등의 기술 인 면을 수정 보완

하여 최종 교육 로그램을 완성하 다.

⑦ 용  평가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용  평가를 해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설계를 시행하 다<표 2>. 

개발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재 기간은 4주로 다음과 같이 용하 다.

   첫 주에는 간호과정에 한 강의식 수업이 간호학과 임 교수에 의해 3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 다. 간호과정에 한 강의와 간호과정의 반 인 이해  

과제로 나 어  사례 문제 풀이를 통하여 간호과정의 사고틀이 확립될 수 있도

록 유도하 다. 

   둘째 주에는 실험군에게 환자 시뮬 이터(SimMan
Ⓡ

)의 각 기능 부 와 사정하

고 간호할 수 있는 술기의 용 범  등에 한 소개를 하고, 정상 호흡음과 비정

상 호흡음 청진, 압 측정, 정상 심 도 리듬  다양한 부정맥 읽기 연습, IV 

simulator(micro sim)를 사용한 정맥 주사 연습, wall suction 기구를 이용한 흡인 

연습  비강 캐뉼라나 비재호흡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  등을 별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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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연습시켰다. 실험군에서 일부 실습한 임상 술기는 

환자 시뮬 이터(SimManⓇ)를 다루고 친숙하게 하기 해 용된 것으로 본 연구

의 결과 측정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2, 3학년 각각 첫번째 시나리오와 두번째 시나리오를 

용한 환자 시뮬 이터(SimManⓇ)를 이용하여 5명~6명이 한 으로 20분간 실습

한 후 디 리핑 과정을 30분간 진행하 다. 환자 시뮬 이터 실습  학생들에게 

학생용 지침서를 나 어 주고 무작 로 임무지정을 해주었다. 실습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조정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상황을 조작하 고 학생들의 모든 활동

은 동의를 얻은 후 AV system으로 녹화하 다. 별 실습 후 녹화된 모니터를 보

면서 간호과정의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획득한 자료와 수행하 던 활동을 보고 

디 리핑 하 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느 는가?, 상자에게 발생한 상황은 무엇

인가?, 가장 먼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 나?, 이 상자에게서 어떤 것을 배

울 수 있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개선할 이나 잘못 수행된 은 

무엇이 있었는가?, 잘한 은 무엇인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낀 과 아

쉬운 은 무엇인가?, 원 간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할 것인지 느낀 이 있는가?’의 일반 인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간호과정을 한 단계별 질문<부록 6>을 하여 별로 발표

하게 하 으며 연구자는 간호과정의 성과 개선할 , 잘된 에 하여 각 

에게 피드백을 주었다.



- 34 -

2) 사례 연구: 조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조군에게 용하기 한 사례 연구를 구성하 다.

① 사례 개발  타당도 검토

   실험군에서 개발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자 시뮬 이터 구 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여 자료화시켰으며 사례의 형식은 ‘ 가, 언제, 어디서, 어떻

게, 무엇을, 왜 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성되었고, 사례의 내용

에는 실험군에게 동일하게 제공한 임상 상황내에서 상자의 증상  징후를 포

함한 병력과 과거력, 기타 임상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사례의 구성 후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간호학 공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활용하

여 검증하 다. 검증 차는 개발된 사례를 읽고 의미있는 자료, 간호진단, 간호계

획/ 재, 간호평가를 도출하고 이미 작성된 간호과정 모범 답안과 일치 정도를 확

인하 다.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문가 집단 내에서의 합의 정도가 100%에 도달

할 때까지 수정·보완하 다.

② 지침서 작성(학생용/교수용)

   사례 연구시 학생에게 제공할 지침서를 구성하 다. 지침서의 내용에는 상자

의 성명, 나이, 내원 방법 등을 제시한 환자정보, 병력기록, 투약 목록과 처치 내

용, 심 도, 흉부 X선 필름 는 컴퓨터 단층촬  사진, 임상병리검사 결과와 임상

반응(호흡음, 압, 맥박, 주호소)을 제시하 다. 그 외에 간호과정 기록지를 제공

하여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를 기록하도록 하 다. 

   교수용 지침서에는 사례외에 사례별로 도출되어야 하는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에 한 모범 답안이 포함되었다. 그밖에 디 리핑 시간

에 활용할 질문과 간호과정에 한 질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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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  평가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용  평가를 해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설계를 시행하여 간호과정

을 용한 사례 연구를 하도록 하 다<표 2>. 

   첫 주에는 간호과정에 한 강의식 수업이 간호학과 임 교수에 의해 3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 다. 간호과정에 한 강의와 간호과정의 반 인 이해  

과제로 나 어  사례 문제 풀이를 통하여 간호과정의 사고틀이 확립될 수 있도

록 유도하 다.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조군 2, 3학년에게 각각 첫번째 사례 연구와 두번째 

사례 연구를 하게 하 으며, 실험군과 동일하게 5명~6명을 한 으로 하여 학생들

에게 사례가 힌 용지를 나 어주고 20분간 별로 토의하여 간호진단  의미

있는 자료, 련요인, 간호계획/ 재, 상되는 간호평가를 도출해내게 한 후 디

리핑을 30분간 진행하 다. 학생들의 모든 활동은 동의를 얻은 후 녹화하 으며 

별 화는 녹음을 하 다. 디 리핑을 진행할 때 질문은 실험군과 동일하게 하

으며, 간호과정을 한 단계별 질문을 하여 별로 발표하게 하 고 간호과정의 

성과 개선할 , 잘된 에 하여 각 에게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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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설계 내용

구 성                          내  용

조군 실험군

1주

간호과정 강의(3시간)

▪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 교육 내용 유인물

2주 -

 시뮬 이터 작동에 한 Orientation*

▪ 환자 시뮬 이터(SimManⓇ)를 이용

 -정상/비정상 호흡음 청진

 - 압 측정

 -심 도 부정맥 읽기 연습

 -맥박 산소 계측기 부착 연습

▪ IV simulator(micro sim) 사용

 -정맥 주사 연습

▪ Wall suction 사용

 -흡인 연습

 -산소 공 (nasal cannula, mask) 

3주

▪ 첫번째 사례: 사례 연구

 ▪ 5~6명/ 별 활동(20분)

▪ 디 리핑(30분)

▪ 첫번째 시나리오: SimManⓇ

 ▪ 5~6명/ 별 활동(20분)

▪ 디 리핑(30분)

4주

▪ 두번째 사례: 사례 연구

 ▪ 5~6명/ 별 활동(20분)

▪ 디 리핑(30분)

▪ 두번째 시나리오: SimMan
Ⓡ

 ▪ 5~6명/ 별 활동(20분)

▪ 디 리핑(30분)

* 실험군에서 일부 실습한 임상 술기는 환자 시뮬 이터(SimMan
Ⓡ

)를 다루고 친숙

  하게 하기 해 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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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자료 수집을 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비  사고력

   본 연구에서 비  사고의 평가도구로 비  사고의 정의  측면인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윤진(2004)이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국

 상황에 합하게 개발된 비  사고성향 도구로 자의 사용 승인을 얻고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비  사고성향은 지 열정/호기심 5문항, 신 성 4문항, 자

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  공정성 4문항, 건 한 회의성 4문항, 객 성 3문

항의 7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된 5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비  사

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4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3 이었다. 

2) 문제해결력

   본 연구에서는 우옥희(2000)가 고등학생을 상으로 문제 심학습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 에 따라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능력 행 를 조사하고 신뢰도를 확

인하여 문제의 발견, 정의, 해결책 고안, 실행, 해결의 검토 등이 25문항으로 구성

된 5 의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옥희

(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는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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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이 성인간호학의 각 역에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 는 사례 연구 후 이에 한 문제해결형 지식을 성취한 정

도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란 국가고시 문제집과 임상 상황을 토 로 

연구자가 개발한 간호과정을 용한 주 식 8문항으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문

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문항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여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 다. 도구의 구성은 2학년의 경우 간호사정 2문항, 간호진

단 2문항, 간호 재 4문항, 3학년의 경우 간호사정 3문항, 간호진단 2문항, 간호

재 3문항을 포함한 각각 8문항으로 모두 주 식이며, 채 시 2인의 평가자를 두어 

평가 기 에 따라 문항당 0 에서 10 까지의 배 을 주고 평균을 내어 수를 

얻었다. 수는 최소 0 에서 최고 8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형 지

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연구 진행 차

1) 연구 진행 동의 획득

   D 학의 간호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연구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 상자 

선정에 한 조를 구했으며, 학생을 상으로한 실험 재에 한 허락을 받았

다. 그 후 연구 상자에게 연구 목 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 진행 

차를 설명하 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20일 사이에 실험군과 조군에

게 측정 변수들에 한 사 조사와 간호과정 교육  실험군에게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 로그램을 용하고 조군에게 사례 연구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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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조사

   2009년 4월 1일에 2, 3학년 학생을 상으로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

업성취도에 한 사  조사를 시행하 다. 

3) 사후 조사

   2009년 5월 20일에 2, 3학년 실험군과 조군에게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

력, 학업성취도에 한 사후 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지 작성 후 개인별로 설문지

를 회수하고, 한 보상을 제공하 다. 

4) 시뮬 이션 교육을 한 장소

   본 연구가 진행되는 J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문 학의 응 구조과 실습실인 

Simulation Laboratory를 이용하 다.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인 SimMan
Ⓡ

(Laerdal, USA)과 학습자를 한 효과 인 디 리핑이 가능한 AV system이 갖추

어져 있으며, 병원내의 실감 있는 상황을 재 할 수 있는 최신 시설과 장비들이 

구성되어 있다.

5) 연구자의 훈련

   연구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간호학과의 성인간호학 임상실습 instructor로 

활동하 으며, 시뮬 이션 활용을 한 워크샵(2007년 남북양행 주 )에 참석하여 

시나리오 작성  활용 방법에 한 교육을 이수하 다. 한 2007년 10월과 2008

년 4월에 각각 원주기독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 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미

국심장 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BLS(Basic Life Support, 기본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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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와 ACLS(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문심장소생술) 

provider를 취득하 다. 재 D 학의 응 구조과에서 문심장소생술을 강의하고 

있으며 시뮬 이션 교육  실습에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되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비모수 검증법으로 분석하 으며, 구체 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2)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의 동질성 검증은 χ2
 검정과 Mann-Whitney U 검증법을 이용하 다.

   3)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의 상 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룰 사용하여 계의 정도를 분석하 다.

   4)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7. 본 연구의 제한

   1) 본 연구를 한 표본의 크기는 객 인 산출 공식에 근거하여 정하 으나, 

동질성 확보를 해 상 지역을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상자 수의 

부족으로 연구 결과를 확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2) 본 연구는 일개 학에 다니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시행하 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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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한 결과를 기술하고 둘째, 개발된 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가설 검증을 통하여 실험군과 조군의 학년별 비  사고성

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를 분석하 고 추가 분석으로 재 후 실험군과 조

군의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력의 상 성과 조사된 간호진단 분석  디 리

핑시 조사된 학생들의 학습 체험을 분석하 다.

A.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단원별 난이도 조사, 훈련이 필요한 간호수기술 분석  

실습 교육의 만족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후 성인간호학 

교과목의 일부 단원에 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과 유사하고 안 한 조건하

에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해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1. 교육 요구도 확인  시나리오 개발 역의 선정

   2, 3학년을 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부록 7>를 통해 기본간호학 실습  

임상 실습 외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더 학습이 필요한 간호수기술의 종

류  실습 교육 문제 과 만족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학년별로 분석하 다. 교육 요구도는 지 까지 배우고 실습해왔던 내용을 바탕으

로 조사한 결과로 학년별로 차이를 보 다. 스스로 부족하거나 요하여 추가 학

습이 필요한 간호수기술로 2학년은 활력징후( 압), 투약(정맥주사요법), 산소요법

(흡인), 응   환자 리(정상과 비정상 호흡음 구별)가 조사되었으며, 3학년은 

활력징후( 압), 투약(정맥주사요법), 응   환자 리(심 도 읽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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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심 도 읽기/치료 약물, 정상과 비정상 호흡음 구별, 동맥  가스 분석, 인

공환기기 모드 이해, 제세동 방법) 부분이 많은 빈도로 조사되었다<표 4>. 한 2

학년은 지 까지 배운 과정  호흡기계, 소화기계 역을 어려워하 고, 3학년은 

심 계/신경계 환자 간호 역에서 난이도를 보여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응 실 실습 등의 응  간호 분야에 좀 더 많은 실습 

시간을 배정하기를 희망하 다. 한 3학년이 경험한 재까지 경험한 임상 실습

의 문제 으로 실습은 부분 찰 주로 이루어지며, 실습지도 교수가 부족하여 

학생 개개인이 어떤 을 잘하고 잘못 하 는지 단하는데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하 다. 그리고 간호과정은 임상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 다. 한 실습 장에서 만나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무

심으로 극 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환자와 보호자간 효율 인 rapport 형

성이 잘 안되어 신체 사정  간호 재 용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시뮬 이션 실습실 내에

서 장 실무에서 직  수행하거나 습득하지 못한 여러 술기들을 용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교육 로그램 개발에 

이를 반 하 다. 로그램의 실감 있는 시나리오 개발은 실제 으로 시뮬 이

션 교육이 효과 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있어 매우 요한 부분이고 학년별 수  

차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질병의 증도가 아닌 간호과정의 복잡성과 도출될 수 

있는 간호수기술의 종류를 고려하여 2학년은 보다 단순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3

학년은 단순한 것과 복잡한 간호가 혼합되도록 역을 선정하 다<표 3>. 

<표 3> 학년별 시나리오에 포함된 주요 개념

학년 역 개념(질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용 방법

2학년
호흡기능 장애 기 지 천식 50분 질병이해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소화기능 장애 성 췌장염 50분

3학년
순환기능 장애 심근 경색증 50분

신경기능 장애 출 성 뇌졸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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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호수기술 훈련 요구도 분석

n=89

역 실 습 내 용
빈도* (%)

2학년(n=45) 3학년(n=44)

활력징후

 체온 0 (0.0) 0 (0.0)

 맥박 4 (1.8) 1 (0.5) 

 호흡 8 (3.6) 4 (1.8) 

 압 20 (8.9) 19 (8.6) 

투약

 약물 용량 계산 10 (4.4) 7 (3.2) 

 5 right 확인 11 (4.9) 10 (4.5) 

 경구 투약(PO) 0 (0.0) 0 (0.0) 

 피내주사(ID) 3 (1.3) 2 (0.9) 

 피하주사(SQ) 3 (1.3) 0 (0.0) 

 근육 주사(IM) 5 (2.2) 2 (0.9) 

 정맥(IV)/bolus 18 (8.0) 15 (6.8) 

 IV 주입속도  투여량 계산 10 (4.4) 6 (2.7) 

 IV fluid 종류 10 (4.4) 6 (2.7) 

양 리
  양(L-tube) 간호 1 (0.4) 0 (0.0) 

  양액 feeding 1 (0.4) 0 (0.0) 

배설 간호

 단순 도뇨 2 (0.9) 0 (0.0) 

 유치 도뇨 10 (4.4) 4 (1.8) 

 장  0 (0.0) 0 (0.0) 

산소 요법

 Wall O2 리/O2 카테터 사용법 6 (2.7) 1 (0.5) 

 Endotracheal suction 17 (7.6) 4 (1.8) 

 구강/비강 흡인 4 (1.8) 0 (0.0) 

 폐물리 요법 1 (0.4) 0 (0.0) 

 흉곽배액 환자 리 4 (1.8) 1 (0.5) 

 기 지 개술 환자 간호 7 (3.1) 2 (0.9) 

수술 후 리
 호흡기 리(Lung care) 10 (4.4) 10 (4.5) 

 상처부  리 1 (0.4) 6 (2.7) 

응  

 

환자 리

 호흡음(정상/비정상)구별 15 (6.7) 14 (6.4) 

 기도유지 방법(head tilt, head tilt-chin lift, jaw thrust) 2 (0.9) 4 (1.8) 

 기 내 삽 방법  리 1 (0.4) 7 (3.2) 

 기 내 삽 외 기도 유지 방법 5 (2.2) 10 (4.5) 

동맥  가스분석 7 (3.1) 14 (6.4) 

인공환기기(ventilator) 모드 이해 8 (3.6) 12 (5.5) 

 심폐소생술 후 일반  치료  간호 7 (3.1) 8 (3.6) 

 심 도(EKG) 읽기 8 (3.6) 17 (7.7) 

심근경색 환자의 간단한 심 도 읽기/치료 약물 5 (2.2) 17 (7.7) 

 심실세동 시 처치  제세동 방법( 비/주의 사항) 1 (0.4) 11 (5.0) 

 성 심근경색 환자의 처치  간호 0 (0.0) 6 (2.7)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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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의 교육목표 설정

   교육목표 작성을 해 일반 으로 사용되는 행  동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기술하 다. 기술된 교육목표의 로 순환기능 장애에 한 교육목표를 제시하

면 <표 5>와 같다.

<표 5> 교육목표 기술의 : 순환기능 장애

분류 교육목표

지식

역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

미있는 자료를 분별한다.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단을 명명한다.

기술 

역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끌어낸다.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태도

역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3. 시나리오 개발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

   시뮬 이션 교육을 한 시나리오를 각 역별로 1개씩 개발하 으며, 각 시나

리오에 맞는 시뮬 이션 흐름도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

이 구성하 고,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이 상되는 간호과정의 내용은 <표 6>, <표 

7>, <표 8>,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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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뮬 이션 흐름도: 호흡기능 장애

(2학년 Scenario #1: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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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호흡기능 장애 간호과정(2학년 Scenario #1: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7세 남성)

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숨이 무

차고 숨쉬기

힘들어”

·우측 폐 엽: 천명음 청진

·기도: 나음 청진

·객담: 런색, 끈끈하고 양 많음

·동맥  가스 검사: pH 7.31, 

 PO2 41.5, PCO2 40

·SpO2: 88%, RR: 32회/분

#1.

과도한 분비물

생성과 련된

기도개방 

유지불능

·활력징후, 호흡양상(호흡음, 깊이, 부속근 사용),

 객담의 양상(색, 냄새, 양) 찰

·동맥  가스분석, SpO2 모니터

·분비물이 효율  배출되기 한 체 배액/흡인

·흡인  진동(vibration)이나 타격(percussion)시행

·흡인  산소 투여

·객담 배출 진을 한 약물 투여, 반응 확인

·효과  기침법 교육

· 한 수분 제공

·가습된 산소 제공( 막손상 방/객담 액화 진)

·필요시 가습기 사용

·SpO2의 상승

·정상 호흡음

 청진

·우측 폐 엽의

 천명음 감소

5분 이내

(5분 이후)

30 씩 지연

될 때마다

SpO2 3%씩

하강 

“숨이 무

차고 숨쉬기

힘들어”

·동맥  가스 검사: pH 7.31, 

 PO2 41.5, PCO2 40

·SpO2: 88%, RR: 32회/분

·호흡시 목과 가슴근육 사용

·흉부 X-ray 우측 폐 엽의

 pneumonia, pleural effusion

#2.

기도 폐쇄로 

인한 과호흡과

련된 

비효율  

호흡양상

·활력징후, 호흡양상(호흡음, 깊이, 부속근) 찰

·nasal prong으로 처방된 O2 투여h(2ℓ/min)

·6시간 마다 nebulizer 사용

·입술을 오므리고 하는 호흡법 교육

·반좌 /좌 로 흉부근육 이완, 흉부팽창 유도

·부속근 사용

 하지 않은 

 정상호흡 회복

·SpO2의 상승

·활력징후 정상

10분

“가슴이 

답답해”

·우측 폐 엽: 천명음 청진

·기도: 나음 청진

·거칠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SpO2: 88%, RR: 32회/분

 PR: 150회/분

·동맥  가스 검사: pH 7.31, 

 PO2 41.5mmHg, PCO2 40mmHg

#3.

기도 폐쇄로 

인한 환기- 류 

손상과 련된 

가스교환장애

·활력징후, 호흡양상(호흡음, 깊이, 부속근) 찰

·nasal prong으로 처방된 O2 투여h(2ℓ/min)

·6시간 마다 nebulizer 사용

·입술을 오므리고 하는 호흡법 교육

·반좌 /좌 로 흉부근육 이완, 흉부팽창 유도

·SpO2의 상승

·활력징후 정상

·동맥  가스

 검사 정상범

 유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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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숨이 무

 차고 숨쉬기

 힘들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무서워“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 실 통해

 내원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

·호흡시 목과 가슴 근육 사용,

 목의 정맥 울

·RR: 32회/분

#4.

호흡곤란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와 련된

불안

·입술을 오므리고 하는 호흡법 교육

·불안을 표 할 수 있도록 교육

·기침과 심호흡을 포함한 호흡법 교육

·질환에 한 설명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한 정보 제공

·흡연력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알 르기원에 한 

 사정

·불안 감소됨

·호흡곤란이

 없어짐

20분

·우측 폐 엽: 천명음 청진

·기도: 나음 청진

·객담: 런색, 끈끈하고 양 많음

·T: 37.9℃, WBC 11,100/mm
3

·흉부 X-ray 우측 폐 엽의

 Pneumonia, pleural effusion

·동맥  가스 검사: pH 7.31, 

 PO2 41.5mmHg, PCO2 40mmHg

#5. 

흉막내 삼출액 

정체와 련된 

감염의 험성

·활력징후, 객담 양상(색, 냄새, 양) 찰

·백 구 수치 모니터

·처방에 따른 객담 배양

·객담 배출시 필요한 휴지와 곡반 제공

· 상자 간호시 철 한 무균술 용

·효과 인 객담 배출과 기침에 한 교육

·산소의 습화를 한 멸균 증류수 사용

· 한 양 섭취 강조, 고단백 식이 제공

· 상자 교육:감염 징후와 증상, 올바른 손씻기 기술, 

             감염 험성 높이는 요인

·정상 호흡음

·백 구 수치

 정상범

 유지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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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뮬 이션 흐름도: 소화기능 장애

(2학년 Scenario #2: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55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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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화기능 장애 간호과정(2학년 Scenario #2: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55세 남성)

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배가 

무 아

죽겠어.. 

허리까지 

끊어지는 것

같아..”

·몸을 구부리는 자세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 

·BP: 130/90mmHg, 

 PR: 100회/분, RR: 28회/분

·복부팽창 소견, 상복부 압통

·복부 CT 소견상 췌장염 의심

· 청 amylase 400 U/L(상승)

#1.

췌장염으로

인한 조직

손상과 련된

성 통증

·통증 치, 특성, 지속시간, 빈도, 통증양상, 강도

 (VAS), 악화요인 등 통증사정

·활력징후 찰

·처방에 따른 demerol(진통제)투여, 약물의 작용 

 효과, 부작용 찰  기록(몰핀 사용 안함)

·처방에 따른 식 교육

·비  흡인/배액에 한 정보제공

 (자기소화과정 감소, 부종 감소, 염증 감소)

·산소공 (nasal prong으로 2~4L/분)

·침상안정,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제공

·통증 발생 원인에 한 설명과 정서 지지

·통증 방을 해 필요시 활동 제한

·통증 수 

 (VAS)의 감소
10분

“속이 

울 거려요”

·오심, 구토가 있음

·BP: 130/90mmHg, 

 PR: 100회/분, BT: 37.5
o
C

·비  배액   식 상태

·I/O 1500/2000 ·Hct 50.3%

· 해질: Na-K-C1(130-3.5-108)

#2.

구토, 비

배액으로 인한 

수분손실과 

련된 체액부족 

험성

·수분과 해질 상태 사정

·활력징후 찰

·처방된 해질을 정맥 투여(Na-K-C1)

·수분섭취량과 배설량 사정

·처방된 약물 투여  부작용 찰  기록

· 막이 축축하고

 피부긴장도 정상

·정상 활력징후 

· 해질 수치 정상  

 범 내에 있음

10분 이내

(10분 이상 지연)

30 씩 지연시

HR 10회씩 상승 

BP 수축기 10, 

이완기 10씩 하강

“배가 

무 아

죽겠어.. 

허리까지 

끊어지는 것

같아..”

·몸을 구부리는 자세

·PR: 100회/분, RR: 28회/분

·pH 7.341, PO2 75.4, 

 PCO2 30.4, HCO3 16.5, 

 SpO2 90%

#3.

췌장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련된 

비효율  

호흡양상

·호흡상태(횟수, 양상, 소리), 폐기능 사정

·반좌  유지

·통증 완화를 해 처방된 약물을 제공

· 산소증시 비강으로 산소 투여

·호흡수, 양상, 

 호흡음이 정상

 범 에 있음

·동맥  가스검사

 정상범 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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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왜 이런지

걱정이야”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 

·PR: 100회/분, RR: 28회/분

·몸을 구부리는 자세

·복부 CT소견상 췌장염 의심

#4.

성통증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와 련된 

불안

·췌장염 질병의 징후에 해 명확하게 설명해

·불안을 표 할 수 있도록 교육

·통증 완화를 해 처방된 약물을 제공

· 상자 자신의 상황에 한 지식을 사정하고 격려 

 하도록 상자의 표 을 주의깊게 경청함

·불안 감소됨

·통증이

 없어짐

20분

“속이 

울 거려요”

“배가 

무 아

죽겠어..“

·과거력: 알콜 독증

·오심, 구토가 있음

·내원  소주 3병 섭취 후 발병

· 식 상태, 비  배액

·total protein/albumin 6.0/2.8g/L

 glucose 205mg/dL

·장음 감소

·BMI: 18.37

#5.

부 한 

음식물 섭취

 흡수 하와 

련된

양부족

·최근의 양 상태와 증가된 사요구량 사정

· 당수치를 모니터하여 처방 로 인슐린 투여

·처방된 비경구 양, 수분과 해질 정맥 투여

·알코올 섭취는 하도록 교육

·커피와 항료 음식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

·정상 인 

 체  유지

· 당 수치 

 정상

·구토 횟수

 감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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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뮬 이션 흐름도: 순환기능 장애

(3학년 Scenario #1: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58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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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순환기능 장애 간호과정(3학년 Scenario #1: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58세 남성-내원시부터 용해제 치료까지)

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왼쪽 팔이 

무 려..”

·괴로워하는 얼굴 표정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 표

·12lead 심 도상 Ⅱ,Ⅲ, aVF, 

 V5-6 ST  상승( 방 상동맥 경색   

으로 인해 심근 류 부족 의심)

·왼쪽 팔의 방사통 호소

·PR: 98회/분, RR: 29회/분

 BP: 165/100mmHg

·Cardiac enzyme: CK-MB/Troponin-Ⅰ

 33/0.3 ng/㎖, AST 36, LDH 609IU/L

#1.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근의 

산소공 하와 

련된 

성 통증

·통증 치, 특성, 지속시간, 빈도, 통증양상, 강도 

 (VAS), 악화요인 등 통증사정

·활력징후 찰

·처방에 따른 몰핀(진통제), NTG( 확장제), 

 아스피린( 소  응집억제제) 투여, 약물의 작용

 효과, 부작용 찰  기록

·산소공 (nasal prong 2~4L/분)

·흉통 호소시 심 도 찰

·통증 발생 원인에 한 설명  정서  지지

·통증 방을 해 필요시 활동 제한

·통증 수 

 (VAS)의 

 감소

10분 

“심장이 

무 두근

두근 거려”

·12lead 심 도상 Ⅱ,Ⅲ, aVF, 

 V5-6 ST  상승

 ( 방 성심근경색 의심)

·PR: 98회/분

·경정맥 팽

·차고 끈 끈 한 피부

·SpO2: 90%

#2.

심근 손상으로

인한 수축력 

하와 련된 

심박출량 감소

·활력징후 찰(15분마다)

·산소공 (nasal prong 2~4L/분)

·심근의 산소 요구를 이기 한 침상안정

·부정맥 평가를 해 심 도 지속  찰

· 액역동상태(폐동맥압, 폐동맥 기압, 심정맥압)

 모니터

·심음과 호흡음 청진

·활력징후 

 정상

·부정맥 찰

 되지 않음

5분 이내

(5분 이후)

30 씩 지연

될 때마다

HR 10회씩

상승 

“심장이 

무 두근

거려 숨쉬기

힘들어요”

·BP: 165/100mmHg, PR: 98회/분

 RR: 29회/분

·Lt, lung sound: rhonchi

·SpO2: 90%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표

#3.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손상

과 련된 

심장 류 

감소 험성

·가스교환장애 증상 사정, 기록

(불안, 혼미, 기면, 청색증. 호흡음 감소, 호흡곤란 등)

·처방에 따른 산소공 (2~4L/분)

·동맥 가스분석 검사

·필요시 기 내 삽  비

·처방에 따른 몰핀(진통제), NTG( 확장제), 

 아스피린( 소  응집억제제) 투여, 약물의 작용

 효과, 부작용 찰  기록

·활력징후 

 정상

·SpO2의 

 상승

10분 이내

(10-15분 이후)

EKG: VF

SpO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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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스텐트 넣는 

시술받았는데 

멀쩡해서 그 

후에도 술이

랑 담배 계속

했어요..“

·3년  고 압으로 atenolol복용

·2년  심증으로 nitroglycerine복용

·BMI 26.7로 비만군에 속함

·1병/30년의 음주력

·2갑/40년의 흡연력

·Lipid profiles: TC 220㎎⁄㎗,

               LDL-C 140㎎⁄㎗,

               TG 163㎎⁄㎗

#4.

질병의 리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과

련된

치료 요법의 

비효율  이행

·심근경색 험요인 설명

· 연 권장

·체 조

·투여하는 모든 약물의 이름, 투여량, 부작용 설명

  투약의 요성 교육

·칼로리, 포화지방, 콜 스테롤 등이 낮은 식이섭취,

 고 압으로 인한 염분 제한 식이 교육

· 험요인을

 인식하고

 효과 으로

 치료 과정

 이행

15분-20분

“가만히 

쉬고 있어도

계속 아 ..”

“이러다가 

죽는거 

아니 요?”

·왼쪽 팔의 방사통 호소

·PR: 98회/분, RR: 29회/분

 BP: 165/100mmHg

·불안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 표

#5.

통증으로 인한

건강상태변화와

련된 불안

·통증 완화를 한 처방에 따른 몰핀(진통제) 투여

· 상자와 가족에게 심근경색증의 정보제공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한 정보제공  지지

 -재 류 요법

·호소하는

 불안이

 경감됨

15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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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뮬 이션 흐름도: 신경기능 장애

(3학년 Scenario #2: 두통을 호소하는 52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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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경기능 장애 간호과정(3학년 Scenario #2: 두통을 호소하는 52세 여성)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ICH로 수술 시행

·주로 침상에서 반좌 로 생활

·BP: 140/100mmHg

·Tenormin 50㎎, Adalat 30㎎/day, 

·Coagulation: PT 14.5 , PTT 38

#1. 

두개내 출  

종으로 인한

세포 손상과 

련된 비효과

뇌조직 류

험성

·활력징후 찰

·의식상태 사정

·두개내압 정상으로 유지

(상승의 증상인 서맥, 압상승 모니터)

·정서  스트 스 피하게 하며 조용한 환경 제공

·복부내, 흉곽내, 두개내 압력 증가시키는 복부 팽만 찰

·활력징후 

 정상 유지
10분

·Rt. Hemiplegia(Grade Ⅱ)

·주로 침상에서 반좌 로 생활

· 소변을 해 기 귀 사용

·침  시트가 축축함

·coccyx 부  2X2cm 발  보임

#2.

응 력과 련된

피부손상 험성

·2시간마다 체  변경, 체  변경시 상자를 끌지 않도록 주의

·기 귀 착용 부   돌출 부 의 계획 /지속  피부 찰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피부 괴사, 세균 증식 방

· 소변 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킴

·등마사지 시행

·공기침요 등 이용

·의사의 지시에 따라 2시간마다 수동 , 능동  ROM 제공

·움직임이 가능한 손, 발의 사용 격려

· 양 상태의 지속  찰

·정상  피부

 통합성 유지

·피부 손상이

 없음

10분-15분

·ICH로 수술 시행

·alert mental state

·Rt. Hemiplegia(Grade Ⅱ)

·주로 침상에서 반좌 로 생활

#3.

뇌출 로 인한

신경근육 손상과 

련된 운동장애

· 상자의 의식수 , ROM, 근력의 변화상태 찰

·trochanter roll, food board 이용한 신체선열 유지

· 의 조심스런 수동  운동(ROM)  지지

·통증이나 지속  경련이 나타나지 않는 범 내에서 꾸 한 운동

 계획 설정  시행

·foot drop 방하기 해 발목이 높은 욕창 방용 신발 제공

·정맥 순환 정체 방을 해 하지에 antiembolic stocking 용

·손, 발에 체감각 자극 주기

·처방된 약물 투여하고 그 반응을 확인

·ROM의 향상

·근력

(motor grade)

 향상

15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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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소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제한 시간
주  자료/객  자료

“혼자 화장

실도 못가서 

가 에 

꼭 붙어있어

야 해요 

이거원...”

·Rt. Hemiplegia(Grade Ⅱ)

·주로 침상에서 반좌 로 생활

· 소변을 해 기 귀 사용

#4. 

활동 제한과 

련된 자가간호

결핍: 용변

·독립  자가 활동을 한 상자 능력 찰

· 소변 양상 찰

· 소변 계획을 해 변기 주기

·용변시 스크린 사용하여 사생활 보호

·변기에서 소변 후 칭찬과 격려

· 소변시 즉시 깨끗이 닦고 건조

·손상되지 않은 왼손, 왼발 사용 격려 

·스스로 변기에서

 용변을 볼 수 

 있음

15분-20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무

힘들어 

죽겠어요.”

·주로 침상에서 반좌 로 생활

· 소변을 해 기 귀 사용

·짜증을 표

#5. 

지지체계부족과

련된 보호자

역할 부담감

·가족이 상자의 질병에 한 감정표 을 격려

·간호 차에 한 시범을 보여주고 치료와 계획을

 결정 하는데 참여하도록 격려

· 상자의 상태에 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 제공

·질문에 성의 있는 답으로 정서  지지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집단에 한 정보 

 제공

·가족이 질병에 

 해 응하여

 치료계획에 참여

· 상자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한 간호 수행

·유용한 지지체계

 확인  사용

15분-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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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활용한 학습 효과 평가

1. 연구 상자의 동질성 검증

1)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연구 상자는 실험군 45명(2학년 23명, 3학년 22명), 조군 44명(2학년 22명, 3

학년 22명)으로 총 89명이었다. 학년별로 나 어 분석해 본 결과 상자의 연령은 

2학년의 경우 실험군 평균 20.4세, 조군 평균 24.8세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U=227.000, p=.523). 3학년의 경우 실험군 평균 21.4세, 조군 평균 20.9

세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U=184.000, p=.154).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2학년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실험군, 조군 

각각 13명(56.5%), 12명(54.5%)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과 문 학 졸업자에 비

해 가장 많았으며 두 군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학년의 경

우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은 실험군 14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조군은 실업

계 고등학교 출신이 13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0.05).

   강의식 수업이 기억력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한 내용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학

생이 2학년의 경우 실험군 12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조군은 ‘그 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답한 학생이 11명(50.0%)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학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

한 학생이 실험군과 조군 각각 13명(59.1%), 12명(54.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므로 실험군과 조군의 연령, 출신 고등학교 유형, 강의식 수업이 기억력

에 미치는 정도를 검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남으로써, 

재  두 군은 동질한 그룹임이 확인되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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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

n=89

특 성 구 분
실수 (%)

  Χ2/t  p
실험군(n=23) 조군(n=22)

2

학

년

출신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 13 (56.5) 12 (54.5) .12 .90

실업계 고등학교  9 (39.1)  9 (40.9)

기타 ( 문  졸) 1 (4.3) 1 (4.5)

강의식 수업이 

기억력에 미치는 

정도

도움 된다 1 (4.3)  6 (27.3) .75 .46

잘 모르겠다 12 (52.2)  5 (22.7)

그 지 않다 10 (43.5) 11 (50.0)

실험군(n=22) 조군(n=22)

3

학

년

출신 고등학교 

유형

인문계 고등학교 14 (63.6)  8 (36.4) 1.99 .06

실업계 고등학교  8 (36.4) 13 (59.1)

기타 ( 문  졸) 0 (0.0) 1 (4.5)

강의식 수업이 

기억력에 미치는 

정도

도움 된다  3 (13.6)  6 (27.3) 1.13 .26

잘 모르겠다 13 (59.1) 12 (54.5)

그 지 않다  6 (27.3)  4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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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과 조군의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한 동질성 검증

   상자의 학년에 따른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는 <표 11>과 

같다. 비  사고성향의 평균 수는 2학년 실험군 3.29±0.44 , 조군 3.31±0.32

이며, 3학년 실험군 3.52±0.45 , 조군 3.53±0.42 으로 각각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학년별, 그룹별 두 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2학년 

U=192.0, 3학년 U=236.0, p>0.05). 비  사고성향의 하 항목으로 지 열정/호기

심,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객 성의 각 항목들도 학

년별, 그룹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문제해결력의 평균 수는 2학년 실험군 2.79±0.58 , 조군 2.81±0.56 이며, 

3학년 실험군 2.98±0.49 , 조군 3.00±0.58 으로 각각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학년별, 그룹별 따른 두 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2학년 U=208.0, 3학

년 U=191.0, p>0.05).

   학업성취도 역시 2학년 실험군 33.21±10.36 , 조군 33.67±11.11 이며, 3학년 

실험군 34.43±15.10 , 조군 34.57±17.11 으로 각각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므로 학년별, 그룹별 따른 두 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2학년 U=184.0, 3학년 

U=18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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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 편차

U p
실험군(n=23) 조군(n=22)

2

학

년

비  사고성향 평균   3.29±0.44  3.31±0.32 192.0 .17

지 열정/호기심   3.28±0.34  3.33±0.65 212.0 .36

신 성   3.07±0.74  3.10±0.68 178.0 .09

자신감   3.28±0.59  3.34±0.54 206.0 .28

체계성   2.77±0.63  2.78±0.43 165.5 .07

지  공정성   3.58±0.53  3.56±0.52 232.0 .63

건 한 회의성   3.47±0.51  3.49±0.40 192.5 .16

객 성   3.83±0.46  3.90±0.32 213.0 .34

문제해결력   2.79±0.58  2.81±0.56 208.0 .31

학업성취도   33.21±10.36  33.67±11.11 184.0 .18.

변수 실험군(n=22) 조군(n=22) U p

3

학

년

비  사고성향 평균  3.52±0.45   3.53±0.42 236.0 .89

지 열정/호기심  3.43±0.78   3.49±0.77 203.5 .36

신 성  3.31±0.57   3.21±0.78 233.0 .83

자신감  3.55±0.40   3.43±0.56 189.5 .21

체계성  2.95±0.68   3.09±0.60 211.5 .47

지  공정성  3.59±0.49   3.60±0.50 169.5 .08

건 한 회의성  3.50±0.57   3.51±0.31 191.5 .23

객 성  3.99±0.41   3.98±0.60 220.0 .60

문제해결력  2.98±0.49   3.00±0.58 191.0 .23

학업성취도  34.43±15.10   34.57±17.11 180.0 .14

<표 11> 실험군과 조군의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한 동질성 검증

n=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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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정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사례 연구를 한 조군의 비  사고성향 차이를 학년별로 분

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2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비  사고성향 총 의 수는 실험군 

3.65±0.12 , 조군 3.40±0.27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U=110.5, p=.02). 구체 으로 비  사고성향의 하 역을 살펴보면, 

‘지 열정/호기심’은 실험군은 4.00±0.22 , 조군은 3.42±0.20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105.5, p=.01). ‘신 성’의 경우 실

험군은 3.30±0.45 , 조군은 3.25±0.51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U=185.0, p=.38). ‘자신감’의 경우 실험군은 3.30±0.15 , 

조군은 3.36±0.25 으로 조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U=220.0, p=.93). ‘체계성’의 경우 실험군은 2.88±0.54 , 조군은 2.89±0.11 으로 

조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U=211.0, p=.82). 한 

‘지 공정성’과 ‘건 한 회의성’의 경우 실험군은 각각 3.62±0.65 , 3.55±0.11 이

며, 조군은 각각 3.59±0.22 , 3.58±0.1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U=208.0, p=.76, U=212.5, p=.85). ‘객 성’의 경우 실험군은 4.35±0.55 , 조군은 

4.10±0.74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U=106.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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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비  사고성향 총 의 수는 실험군 

3.82±0.22 , 조군 3.58±0.17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U=136.5, p=.02). 구체 으로 비  사고성향의 하 역을 살펴보면, 

‘지 열정/호기심’은 실험군은 4.23±0.71 , 조군은 3.52±0.25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120.0, p=.01). ‘신 성’의 경우 실

험군은 4.01±0.52 , 조군은 3.54±0.55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U=125.0, p=.01). ‘자신감’의 경우 실험군은 3.65±0.51 , 

조군은 3.51±0.15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U=174.5, p=.05). ‘체계성’의 경우 실험군은 3.02±0.11 , 조군은 3.13±0.45 으로 

조군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U=201.0, p=.63). 한 

‘지 공정성’과 ‘건 한 회의성’의 경우 실험군은 각각 3.69±0.75 , 3.50±0.57 이

며, 조군은 각각 3.75±0.42 , 3.51±0.32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U=205.5, p=.70, U=220.0, p=1.00). ‘객 성’의 경우 실험군은 4.50±0.52 , 조군

은 4.20±0.24 으로 실험군이 더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U=127.5, p=.01).

   그러므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비  사고성향의 7가지 하부 항목에서는 일부만 지

지되었다.

   2) 제 2가설 :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해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과 사례 연구를 한 조군의 문제해결력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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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력 수는 실험군 3.35±.59

이 조군 3.11±.49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U=140.0, p=.02)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력 수는 실험군 3.55±.31

이 조군 3.15±.54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U=105.5, p=.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지

지되었다.

   3) 제 3가설 :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     

                 성취도 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를 검증하기 해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군과 사례 연구를 한 조군의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2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 

수는 실험군 52.20±20.70 이 조군 52.67±24.03  보다 낮게 나왔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U=187.5, p=.41) 가설 3은 기각되었다.

   3학년의 경우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의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 

수는 실험군 52.75±27.25 이 조군 53.00±26.05  보다 낮게 나왔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U=201.0, p=.96)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제 3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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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 편차

U p
실험군(n=23) 조군(n=22)

비  사고성향 총
사 조사

사후조사

3.29±0.44

3.65±0.12

3.31±0.32

3.40±0.27
110.5  .02

지 열정/호기심
사 조사

사후조사

3.28±0.34

4.00±0.22

3.33±0.65

3.42±0.20
105.0  .01

신 성
사 조사

사후조사

3.07±0.74

3.30±0.45

3.10±0.68

3.25±0.51
185.0  .38

자신감
사 조사

사후조사

3.28±0.59

3.30±0.15

3.34±0.54

3.36±0.25
220.0  .93

체계성
사 조사

사후조사

2.77±0.63

2.88±0.54

2.78±0.43

2.89±0.11
211.0  .82

지  공정성
사 조사

사후조사

3.58±0.53

3.62±0.65

3.56±0.52

3.59±0.22
208.0  .76

건 한 회의성
사 조사

사후조사

3.47±0.51

3.55±0.11

3.49±0.40

3.58±0.14
212.5  .85

객 성
사 조사

사후조사

3.83±0.46

4.35±0.55

3.90±0.32

4.10±0.74
106.5  .01

문제해결력
사 조사

사후조사

2.79±0.58

3.35±0.59

2.81±0.56

3.11±0.49
140.0 .02

학업성취도
사 조사

사후조사

 33.21±10.39

 52.20±20.70 

 33.67±11.13

 52.67±24.03
187.5 .41

<표 12> 2학년의 실험군과 조군의 가설검증

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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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 편차

U p
실험군(n=22) 조군(n=22)

비  사고성향 총
사 조사

사후조사

3.52±0.45

3.82±0.22

3.53±0.42

3.58±0.17
136.5  .02

지 열정/호기심
사 조사

사후조사

3.43±0.78

4.23±0.71

3.49±0.77

3.52±0.25
120.0  .01

신 성
사 조사

사후조사

3.31±0.57

4.01±0.52

3.21±0.78

3.54±0.55
125.0  .01

자신감
사 조사

사후조사

3.55±0.40

3.65±0.51

3.43±0.56

3.51±0.15
174.5  .05

체계성
사 조사

사후조사

2.95±0.68

3.02±0.11

3.09±0.60

3.13±0.45
201.0  .63

지  공정성
사 조사

사후조사

3.59±0.49

3.69±0.75

3.60±0.50

3.75±0.42
205.5  .70

건 한 회의성
사 조사

사후조사

3.50±0.43

3.50±0.57

3.51±0.31

3.51±0.32
220.0 1.00

객 성
사 조사

사후조사

3.99±0.41

4.50±0.52

3.98±0.60

4.20±0.24
127.5  .01

문제해결력
사 조사

사후조사

2.98±0.49

3.55±0.31

3.00±0.58

3.15±0.54
105.5 .01

학업성취도
사 조사

사후조사

 34.43±15.17

 52.75±27.25

 34.57±17.33

 53.00±26.05
201.0 .96

<표 13> 3학년의 실험군과 조군의 가설검증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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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이외에 추가 분석으로 재 후 학년별 실험군과 조

군의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력의 상 성과 조사된 간호진단 자료  디 리

핑 결과 제시된 학생들의 학습 체험을 분석하 다.

1)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력과의 상 성

   비  사고성향, 비  사고성향의 7가지 하  개념과 문제해결력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한 결과 비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순상 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2

학년 r=.67, 3학년 r=.68)<표 14>. 한 비  사고성향과 비  사고성향의 하

 개념과의 상 계는 지 열정/호기심(2학년 r=.78, 3학년 r=.76), 신 성(2학년 

r=.64, 3학년 r=.63), 자신감(2학년 r=.77, 3학년 r=.87), 체계성(2학년 r=.69, 3학년 

r=.62), 지  공정성(2학년 r=.68, 3학년 r=.76), 건 한 회의성(2학년 r=.60, 3학년 

r=.54), 객 성(2학년 r=.73, 3학년 r=.75)의 순상 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

의하 다. 2학년에서 문제해결력과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것은 비  사고

성향의 하  개념  지 열정/호기심(r=.63)이었으며, 3학년의 경우 자신감(r=.87)

과 유의한 순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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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지 열정

/호기심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

회의성
객 성

문제

해결력

2

학

년

비  사고성향 

총합
.78** .64** .77** .69** .68** .60** .73** .67**

지 열정/호기심 .43** .58** .43** .41** .32** .37** .63**

신 성 .38** .32**  .20  .26* .50** .44**

자신감 .49** .52**  .25* .50** .54**

체계성 .43** .36** .42** .59**

지  공정성 .38** .54** .45**

건 한 회의성 .50**   .13

객 성 .39**

3

학

년

비  사고성향 

총합
.76** .63** .87** .62** .76** .54** .75** .68**

지 열정/호기심 .54** .64** .46**  .34*  .17  .28 .68**

신 성 .46**  .27  .24  .26*  .34*  .34*

자신감 .50** .69**  .34* .63** .87**

체계성 .46**  .15 .35** .61**

지  공정성 .42** .76** .52**

건 한 회의성 .57**  .10

객 성 .47**

<표 14> 제 변수간의 상 계

n=8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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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진단 분석

   실험군과 조군의 간호과정 용시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

구자가 상했던 간호진단을 별로 도출해낸 것을 분석하 다<표 15>. 2학년이 

호흡기능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내린 간호진단은 실험군의 경우 비효율  호흡양상

(33.3%), 불안(33.3%)이며, 조군의 경우 감염의 험성(26.7%)으로 나타났다. 소

화기능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내린 간호진단은 실험군의 경우 성 통증(26.7%), 비

효율  호흡양상(26.7%), 불안(26.7%)이며, 조군의 경우 성 통증(23.5%), 체액

부족 험성(23.5%), 불안(23.5%)으로 조사되었다. 

   3학년이 순환기능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내린 간호진단은 실험군의 경우 성 

통증(28.6%), 불안(28.6%)이며, 조군의 경우 성 통증(28.6%), 심박출량 감소

(28.6%)이다. 신경기능 장애에서 가장 많이 내린 간호진단은 실험군의 경우 자가

간호결핍(26.7%), 피부손상 험성(26.7%), 운동 장애(26.7%)이며, 조군의 경우 

자가간호결핍(21.1%), 비효과 인 뇌조직 류 험성(21.1%), 운동 장애(21.1%), 보

호자 역할 부담감(21.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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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간호진단 도수분포표( 별 분석)

n=8

학 년 분 류 간호진단
실수 (%)*

실험군(n=4 ) 조군(n=4 )

2 호흡기능 장애 비효율  호흡양상  4 (33.3) 3 (20.0)

감염의 험성 0 (0.0) 4 (26.7)

가스교환장애  3 (25.0) 2 (13.3)

기도개방 유지불능 1 (8.4) 3 (20.0)

불안  4 (33.3) 3 (20.0)

소화기능 장애 성 통증  4 (26.7) 4 (23.5)

양 부족 0 (0.0) 2 (11.9)

체액부족 험성  3 (20.0) 4 (23.5)

비효율  호흡양상  4 (26.7) 3 (17.6)

불안  4 (26.7) 4 (23.5)

3 순환기능 장애 성 통증  4 (28.6) 4 (28.6)

심박출량 감소 1 (7.1) 4 (28.6)

비효율  이행  3 (21.4) 2 (14.3)

심장 류감소 험성  2 (14.3) 2 (14.3)

불안  4 (28.6) 2 (14.3)

신경기능 장애 자가간호결핍  4 (26.7) 4 (21.1)

비효과  뇌조직 류 험성** 0 (0.0) 4 (21.1)

피부손상 험성  4 (26.7) 3 (15.6)

운동 장애  4 (26.7) 4 (21.1)

보호자 역할 부담감  3 (20.0) 4 (21.1)

* 복수응답,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상한 간호진단     

  (p. 46-56 참조)이 도출된 빈도

** NANDA International에서 2009년부터 새로 추가된 진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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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 리핑 자료 분석: 학습 체험

   디 리핑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학생들의 학습 체험을 분석하여 학년별 

공통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6>과 같았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

램을 경험한 후 간호학생들은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한 양가감정을 느끼

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 을 인식하고, 주어진 시간내에 문제 해결

을 해 노력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되어진 문제를 어떻

게 해석해서 간호진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하여 무 어렵다고 하 고, 환자의 

처치 결과가 좋지 않은  등을 경험하여 스트 스를 받는다고 하 다. 이 과정에

서 동료들의 력과 지지는 정 인 경험이 될 수 있었고, 디 리핑 시간을 통하

여 본인이 수행하 던 모습을 객 으로 바라보게 되고, 정 인 학습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생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학습 체험을 구체

으로 진술하 다.

‘간호과정 용시간이 부족했다. 무 떨렸지만 직  해볼 수 있어 좋았다’(2학년)

‘한꺼번에 문제가 주어지고, 내용이 낯설고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 순발력 있게 행

동하지 못해 답답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실히 느

고 공부해야 겠다’(2학년)

‘심장 질환에 한 간호에 해 더욱 구체 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던 것 같

다. 평소 EKG에 해 무심코 지나쳤지만 실제로 EKG 리듬에 변화가 있는 것을 

직  보고나니 간호사가 EKG에 해 잘 알고 변화를 신속하게 분별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3학년)

‘지 까지 배운 것은 매우 얕은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상황에 용시키지 못하고 의미 있는 자료에 하여 놓치게 된

다면 내가 잘못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직  해보는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조목조목 되짚어 볼 수 있고 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서 어떻게 공부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각성하게 되었다’(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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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간호학생들의 시뮬 이션 학습 체험(공통)

주제 모음 주제

·당황함, 긴장함, 스트 스 받음

·재미있음, 흥미로움, 신기함, 잘 할 수 있을 것 같음

시뮬 이션 교육에 

한 양가감정

·이런 실습 장비는 처음 보았음

·임상 실습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직 해 서 재미있었음

·실제 환자를 보는 느낌으로 직  만져보고 산소도 주고,   

 주사도 놓을 수 있어서 좋았음

새로운 경험

·이론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안남

·신체 검진에 한 지식 부족을 느낌

·간호 과정의 용의 어려움을 인식

·보여지는 상자의 반응에 즉각 인 재를 하지 못함

·아무것도 생각이 안남

·복잡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음

·객 으로 문제를 보는 능력이 부족하 음

문제를 인식

·공부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부 해야겠음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실습을 하고 나며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 같음

·신체 검진을 제 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책을 더 보고나  

 서 하면 지 보다 조  더 잘할 것 같음

·실습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음

문제 해결을 해

노력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서 진단 내려야 할지 무

 어려웠음 

·잘못 처치한 것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져서 속상  

 하 음

·다른 에 비하여 우리 이 못한 것 같아서 우울함

·친구들 앞에서 하려니 그 자체가 스트 스고 힘들었음

스트 스 지각

· 에 친구들이 함께 해서 든든함

·서로 많은 의지가 되고, 친구들 실력이 비슷해서 다행임

·친구들의 행동 모방

·간호진단 내릴 때 친구들과 토론한 이 좋았음

동료들 지지의 향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객 으로 보  

 고 나니 나의 문제 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지  피드  

 백 받고 배운 내용은 쉽게 잊지 않을 것 같음

·심 도와 비정상 호흡음 구별하는 것에 해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실습한 것보다 지  이 게 분석  

 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더 힘들고 어려움

디 리핑 시간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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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장에서는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

육 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구  과정에 하여 논의하고, 시뮬 이션 교육 로

그램의 학습 효과로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와 

간호 교육의 새로운 형태인 시뮬 이션 교육에 한 반 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단계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이 재까지 경험한 임상 실습의 문제 으로 실습은 부분 찰 주

이며, 실습지도 교수의 부족으로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실습 지도를 받을 수 없

고, 간호과정은 임상에서 보편 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요하지 않다고 한 을 

미루어 볼 때 임상 실습에 한 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과정

의 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구체 인 상황을 직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 다. 그리하여 최

근들어 많은 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 로그램 

용시 간호과정의 사고틀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구   디 리핑이 진행되도록 

개발하 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은 Jeffries(2005)의 Simulation Model에서 보여

지듯 교사요인, 학생요인, 교육  실무요인을 고려하여 일반 으로 ①교육목표 설

정 ②시나리오 개발 ③시나리오 구  ④디 리핑의 단계별(이선옥, 엄미란, 이주

희, 2007)로 이루어진다. 개발 순서나 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본 로그램 역

시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하 으며, 특별히 의미있는 부분은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간호 련성 있는 상황이 나타난 시나리오 구 시 Jeffries(200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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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iper 등(2008)의 연구에서 언 되었던 간호과정을 용하 다는 이다. 한 

시나리오 개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 분석 결과를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 참고하 고, 간호진단을 쉽게 도출하여 우선순 에 따라 

재가 가능한 상황으로 구성하 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 간호사가 꼭 처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2학년은 성기 간호를 할 수 있는 기 식 천식, 

성 췌장염을 가진 상자로 선정하 으며, 3학년은 성기와 성기에서 회복단

계, 만성기까지 진행될 수 있는 심근 경색증, 출 성 뇌졸 을 가진 상자로 하

여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환자 시뮬 이터가 표

할 수 있는 범 에 제한 (체온, 복부팽만 등)이 있으므로 상황과 연 된 일부 

정보를 제시하 으며, 간호과정 용시 필요한 자료는 기술하거나 디 리핑시 제

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새로운 자료를 얻기 한 높은 단계의 사고력을 증진시키

고자 하 다. 디 리핑시 학생에게 간호과정의  단계를 용하기 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 고 한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여 

시뮬 이션 교육이 단지 학생들이 직  환자 시뮬 이터 앞에서 행 를 하는 실

습 교육 측면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좀 더 효과 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디 리

핑 시간을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구 시간과 유사하게 배정(이선옥, 

엄미란, 이주희, 2007)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20분간 시나리오 구 하고 30분간 

디 리핑 하도록 하 다. 그러나 30분의 디 리핑 시간동안 간호과정의  과정에 

하여 모두 언 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 으므로 디 리핑 시간을 시나리오 

구  시간의 2배 정도로 배정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이라 사료된다. 

   지식, 기술, 태도를 고려한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시나리오 내용은 지식 측면의 학습 내용에만 무 치 하지 않도록 시나리오 안

에 환자 시뮬 이터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을 볼 수 있는 자료

를 하게 배치시켰으며, 학생들이 환자 시뮬 이터에게 직  임상 술기를 용

해 볼 수 있도록 표 인 증상과 징후를 나타나게 하 다. 학생들에게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기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 교육목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

식, 기술, 태도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 간호과정을 용하도록 지시하 으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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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간호과정은 별로 활동한 것이므로 개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에 한 구

체 인 평가를 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다. Nehring과 Lashley(2004)의 연구에

서 제언한 것처럼 학생의 간호과정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간호과정을 

용한 연구가 많은 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내에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 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부분 기본소생술이나 문심장소생술과 같은 

응  상황의 술기 향상을 한 교육이 부분(고종 , 2007; 백지윤, 2006; 이 아, 

2005; 정성구 외, 2005) 이었다. 반면 양진주(2008)의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심근 경색증 환자의 시나리오 패키지를 개발하여 6주

동안 각 3주씩 진행하 다는 에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학습 역보다는 

었으며, 시나리오를 미리 제공하여 그룹별 토의를 통해 필요한 간호를 사 에 

충분히 조사하게 한 후 환자 시뮬 이터를 경험하게 한 시 과 교육 효과 측정 

변수가 상이한 이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미리 공개

하지 않고 환자 시뮬 이터를 통해 바로 구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환자 시뮬 이

터에서 보여지는 증상과 징후에 한 문제 을 찾아내어 간호과정을 용하는 모

든 단계가 어려웠고 스트 스를 많이 받았다고 디 리핑 시간에 조사되었다. 좀 

더 효과 인 시뮬 이션 교육을 해 시나리오 제공 시 에 한 논의와 사  학

습에 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Kuiper 

등(2008)의 환자 시뮬 이터를 활용한 임상 추론의 OPT Model(Outcome Present 

State-Test Model)은 결과에 을 두고 NANDA의 간호진단과 NIC, NOC을 연

계하여 검증하 으나 호흡기 역에 국한되어 용한 제한 이 있었다. 한 기존 

문헌들과 미국의 NLN 산하 SIRC에서 공개하여 제시하고 있는 시뮬 이션 교육

을 한 시나리오는 매우 간략하고 술기 주로 되어 있으며, 최근들어 간호과정

을 용한 시나리오는 일부 매가 되면서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 간호학 심의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교육의 표 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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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구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구 시 학년별로 술기의 용이나 의학용어의 사용, 

의사소통술 등의 차이 은 있었으나 공통 으로 학생들은 1차 시나리오를 용하

을 때 환자 시뮬 이터에서 보여진 문제들에 한 객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을 많이 어려워하 고, 동료들과 수집된 자료에 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고 

해석하는 시간과 사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진단 3~4개를 뽑아내는데 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반면 2차 시나리오 용시에 학생들 스스로 그룹 역동을 발휘하여 

1차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각 의 리더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원

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한 경우 간호사정에서 간호 재까지의 간호과정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나리오 구 을 한 시간을 배정할 때 경험이 반복

될 경우 시나리오 구  시간을 다소 여도 학습 내용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다. 한 교육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간호학생에게 문

제 심학습을 용한 선행연구(황선 , 2003)에서 제시하 듯이 원의 구성에 있

어서 실습 경험과 연령  리더십을 고려한 원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 고, 특

히 리더의 역할과 역할별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데 4인이 합하다는 연

구(Marsch et al, 2004)도 있었으며, 문제 심학습과정의 능동  참여와 임상수행

능력과 순상 계가 있다고 보고된 변수인 자기주도성(이숙희, 김미희, 선 순, 

2007)과 같은 변수를 참조하여 원의 성향을 사  조사한 후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을 구성하는 것은 좀 더 효과 인 시뮬 이션 교육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역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와 신경계 역

에 한 시나리오 용시 실감 있도록 구성하기 해 L-tube drainage나 외상 

module을 이용하여 욕창 부 를 표시하는 등의 장치를 하고 환자 시뮬 이터의 

목소리를 통해 실감 있는 상황을 유도하 으나 심폐기능의 활용이 많이 요구되

지 않는 이러한 역의 시나리오 용에는 환자 시뮬 이터의 효과 인 활용에 

제한 이 있었다. 환자 시뮬 이터에 의한 교육 방법은 시뮬 이션 교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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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시나리오 개발과 진행자의 계발에 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단

(유은 , 2005; Bremmer, Aduddell, Bennett & Vanceest, 2006; Feingold, 

Calaluce & Kallen, 2004; Rhodes & Curran, 2005)이 있으므로, 특히 환자 시뮬

이터를 가장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인 즉각 으로 간호 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용하는 것이 노력과 시간면에서 효율 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  비기간을 제외하고 학년별로 2주에 걸쳐 2개의 역을 

각각 용하 으므로,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넓은 역의 지식과 술기에 해 학

습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감을 느 고, 좀 더 수동 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게 되었

다. 양진주(2008)의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기반 교육과정이 3년 학제의 2학년 2학

기에 2학 으로 배정되어 15주 동안 30시간으로 수업시간을 운 하 는데 교과목 

교수자의 부담감이 컸다고 하 다. 그러나 학생들의 성향, 능력, 학습 인 효과, 

교육에 임하는 학생 자세 등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교육 여건이 가능하다면 단기

간 용보다는 장기 으로 용하는 것이 더 효과 일 듯 싶으며 교과과정 분석

을 통하여 한 학기의 이론 과목으로 배정하거나 는 한 한기의 이론과목에 포함

되어 매주 시뮬 이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으로 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시뮬 이션 교육에 한 교수자

의 시간 분배에 한 경제  효율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며, 동일한 교육 로그램에 용 기간을 달리한 연구를 비교해 보는 것도 

효과 인 시뮬 이션 교육을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평가

   간호과정에 기반을 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해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한 가설을 설정

하여 검정한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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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검정한 결과 가설이 2, 3학년 모두에서 지지되었으며,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통해 비  사고성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향상은 비

 사고 성향의 7가지 하부 항목  2학년의 경우 지 열정/호기심과 객 성 

항목에서, 3학년은 지 열정/호기심, 신 성, 객 성의 항목에서 지지되어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뮬 이션 학습 후 학생의 비  사고능력의 향상을 

검증한 선행 연구(Bearson & Wilker, 2005; Decker & Caballero, 2006; Kneebone, 

2003; Rogers, 2004; Wadas, 1999)와 일치하 다. 반면 시뮬 이션에 기반을 둔 교

육과정을 용한 양진주(2008) 연구에서 실험군의 비  사고성향 수가 조군

보다 증가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상자의 비  사고력을 진할 수 있

는 학습 활동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본 연구의 시뮬 이션 교육 로그

램은 시나리오 개발과정부터 구   디 리핑의 과정에서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조군과 동일하게 간호과정이 용되었으나 실험군에 용된 환자 시

뮬 이터에서 실감 있게 구 된 시나리오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사정, 진

단  재, 평가를 내리는 일련의 경험과 디 리핑의 과정을 통해 비  사고성

향의 하  항목인 지 열정/호기심, 객 성 측면이 향상되어 비  사고성향의 

수가 향상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 효과로 인하여 환자 시뮬 이

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이 비록 비용과 시간, 인력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학습 략이라 생각되며 추후 시뮬

이션 교육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비용 효과 인 측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아직까지 학습 성과로서 비  사고를 시뮬 이션과 

연결해서 측정한 경우가 부족하므로 종단 연구가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비  사고성향 뿐만아니라 간호 교육 

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비  사고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측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다른 가설인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2, 3학년 모두에서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시뮬 이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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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간호과정을 심으로 한 사고과정의 용이 학생들에게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이며, 한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 심학습은 문제해결

력 향상에 정 이라는 기존의 양진주(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반면,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은 2, 3학년 모두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재 보다 재 후 평균값 

상승을 보 으나, 통계 인 차이가 없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뮬 이션 

교육과 사례 연구 모두 재 후에 학업성취도 수가 향상되어 실험군과 조군

의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기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내용타당도를 거친 후 사용하여 측

정한 것이므로 좀 더 보편화되고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실험군과 조군의 간호과정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에서 도출된 간호

진단의 수는 2, 3학년 모두 실험군에 비하여 조군이 더 많이 도출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같은 시간에서 내려진 간호진단의 차이는 조군의 사례 연구인 경우 

문제 심 근으로 주어진 문제를 보고 문제의 악이 용이하여 쉽게 문제를 도

출하고 확인하여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었으나, 실험군의 경우 환자 시뮬 이터에

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한 간호사정을 통해 간호진단을 도출해야 하므로, 

문제 유형을 스스로 단하는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시간 인 제약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 실험군의 경우 환자 시뮬 이터에서 보여지는 ‘비효율

 호흡 양상’, ‘불안’과 같이 주호소나 증상 심으로 간호진단이 내려진 반면, 

조군의 경우 ‘감염의 험성’과 같이 주어진 임상 병리 검사 등의 여러 가지 수치

를 좀 더 종합 으로 분석해서 진단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군의 경우는 ‘감

염의 험성’, ‘체액부족 험성’, ‘비효과  뇌조직 류 험성’ 등의 진단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인 여유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충분한 신체 사정 경험을 할 수 

없는 제한 이 있는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상자에게 보여지는 문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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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지 않고 심음 청진 모형, 호흡음 청진 모형, 상처 모형 등의 부분 마네

킨을 이용하여 문제 을 찾게 하여 사례 연구에 이를 용하게 되면 기존의 사례 

연구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밖에 디 리핑 자료를 통해 시뮬 이션 교육 후 학생들의 학습 체험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오가실(1999)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 평가는 성과 분석 과정으로 

궁극 으로 학습자에게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능력이나 태도로 이는 단순한 계량  

근에 의한 평가 외에도 내면 인 질  특성을 기술하는 질  연구 방법에 의하

여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론  인식론에 기반을 둔 양  평가는 일반화의 가능

성을 주는 에 있어서 요하기도 하지만 비구조화된 기술  방법에 의해 얻어지

는 평가 자료는 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따라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용 후 학생들의 교육에 한 평가는 학생들의 비  사고능력, 문제해

결력, 학업성취도에 어떤 변화가 생성되었는가를 양 으로 뿐만 아니라 질 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  향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직 능력의 변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진술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뮬 이션 학습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경험한 것과 유사한 사고 과정을 하 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디 리핑은 시뮬 이션 활동으로부터의 새로운 인지  학습을 통합하

고 경험 인 학습을 통해 웍을 향상되고, 지도력과 그룹의 역동성을 향상되며, 

상자가 있는 실제 임상 환경의 경험을 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 시뮬 이터를 

해본 경험은 학생들이 결과 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상 수기술에 한 학습과 임

상 문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Jeffries(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김지윤과 최은 (2008)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시뮬 이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

한 선행연구에서 잘 구성된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 배우려는 동기를 북돋우게 되었

다고 하 고, 학생들은 실수에 한 부담감이 어지기 때문에 배우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이를 통하여 더 자신감을 가진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디

리핑 시간을 통해 더 높은 수 의 인지  기술을 진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다양한 시 에서의 임상 추론에 한 성숙을 측정하기 한 연구가 추가

으로 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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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갖는 간호이론, 간호연구와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

   간호 이론면에서 본 연구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

그램에 간호과정을 용한 것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시도된 연구로, 

간호과정에 기반을 두어 지식, 기술, 태도를 고려하여 개발하 다는 에 그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시뮬 이션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

후 시뮬 이션 교육과 련된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로그램 개발  효과 평가 연구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

육 방법은 간호학 교육과정에 있어 새로운 학습방법이며, 그동안 많은 간호학자들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으나, 국내에서는 구체 인 연구결과가 아직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구체 인 시나리오 개발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과 시뮬 이

션 교육에 간호과정을 목시켜 개발된  등의 학습과정이 일정한 형식으로 개

발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로그램 개발과정은 

추후 새로운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과 련된 연구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 하여 개발되었고, 그 효과를 일부 확인하 으므로 추후 간호학 교육과정에 활

용될 수 있으며, 간호 교육의 질 인 향상을 해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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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와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환자 시뮬 이

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단계는 연구자가 실습 교육  성인간호학 교

과목의 각 단원별 난이도 분석을 통하여 교육 요구도를 악한 후 성인간호학 

역  2학년은 호흡기능 장애, 소화기능 장애와 3학년은 순환기능 장애, 신경기능 

장애의 4가지 역을 선정하고 간호과정 용을 한 역별 교육목표, 시나리오 

구성,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 간호과정 작성  학생용과 교수용 지침서를 개발

하 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의  과정은 지식, 기술, 태도를 고려하

고, 시나리오 구 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효과 평가 단계는 개발된 교육 로그램이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해 비동등성 조

군 후 유사 실험 설계를 하 다. 재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연

구 상은 J시에 소재하고 있는 D 학의 2, 3학년 간호학생으로 실험군 2학년 23

명, 3학년 22명과 조군 2학년 22명, 3학년 22명으로 구성하 다. 학생 석차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수의 사 조사를 바탕으로 조군을 

짝짓기로 할당하고 실험군에게는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2개의 시나리오를 

용하고, 조군은 시뮬 이션의 일반  형태인 사례 연구를 2가지 용한 후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습 체험에 한 사후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χ2 검정, Mann-Whitney U 검정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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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교육 요구도 확인, 시

나리오 개발 역 선정, 교육목표 설정  시나리오 구성, 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 시뮬 이션 흐름도 작성, 교수용과 학생용 지침서 작성, 간호과정 작성을 거

쳐 학습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2.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비  사고성향 수가 높을 것이다”는 2, 3

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수가 높아(2학년 

U=110.5, p=.02, 3학년 U=136.5, p=.02)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한 비  사고

성향의 하 역으로, 2학년은 ‘지 열정/호기심’(U=105.5, p=.01), ‘객

성’(U=106.5, p=.01) 역에서 3학년은 ‘지 열정/호기심’(U=120.0, p=.01), ‘신

성’(U=125.0, p=.01), ‘객 성’(U=127.5, p=.01) 역에 있어 실험군의 수가 조

군보다 유의하게 높아 비  사고성향의 7가지 하부 항목에서는 일부만 지지

되었다.

2) 제 2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력 수가 높을 것이다”는 2, 3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수가 높아(2학년 

U=140.0, p=.02, 3학년 U=105.5, p=.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 제 3가설: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은 사례 연구를 한 조군보다 문제해결형 지식의 학업성취도 수가 높을 것

이다”는 2, 3학년 모두 로그램 용 후 실험군이 조군보다 수가 낮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2학년 U=187.5, p=.41, 3학년 U=201.0, p=.96) 

가설 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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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과정을 기반으로 

한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은 간호학생의 비  사

고성향, 문제해결력을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은 강의식 수업과

정에서 배운 학습 내용이 환자 시뮬 이터에게 제공되어 다양한 생리  반응을 

포함한 환자 반응을 직  경험할 수 있었고, 간호를 한  과정에 간호과정을 

용하게 함으로써 체계 인 사고의 흐름이 유도된 에 의의가 있다. 간호과정을 

용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상자의 간호문제를 과학 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환자 시뮬 이터에 한 여러 간호술을 모색

하고 직  실행해보면서 과학으로서의 간호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도모하 고, 실

무  사고의 훈련 과정으로 문 인 학습 태도를 학습할 수 있었다. 한 실과 

유사한 상황의 환자 시뮬 이터를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임상 실습 경험과 유사

한 학습 체험을 안 한 상황에서 제공받아 상자의 반 인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고자 하 고, 학생들이 찰하고 악한 상자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이를 토 로 간호기술을 하게 사용하도록 교육 받았다. 이러한 과정은 간호학

생의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을 진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시 

간호과정을 용하 다는 에 의의가 있으며, 추후 환자 시뮬 이터의 극  활

용  재 효과를 다양하게 입증하는 종단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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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연구의 동질성 확보를 해 1개의 학 간호학생만을 상으로 하

여 연구되었으므로 상자수가 어 연구의 결과를 확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 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교육에 있어 환자 시뮬 이터

를 이용한 학습방법 개발  평가에 한 추후 연구의 방향을 하여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충분한 표본의 크기를 확보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 설계를 이용한 연구가  

   시행되어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이외에 효과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모색한다.

3) 본 연구의 변수인 비  사고능력의 측정을 해 한국  상황에 합한 비   

    사고기술에 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시뮬 이션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표 화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5)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의 경제  가치와 비용 효과를 분석  

   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6) 간호학생에게 용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용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7)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교육은 지식, 기술, 태도의 학습이 모두 포함된 통합  

    학습과정이므로 간호교육 과정에서 여러 교과목이 통합 으로 합쳐진 새로  

   운 학습모델로 개발될 것을 제언한다.

8)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학습의 효과가 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실무 능력에   

   어떻게 반 되는지 장기간에 걸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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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자

료를 분별한다.

2.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단

을 명명한다.

3.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

끌어낸다.

4.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한다.

5.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6.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7. 호흡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환자정보

환자 이름 김기도 (M/67)

키 / 몸무게 173㎝ / 60㎏

정보제공자 환자의 부인

67세의 김기도씨는 새벽 5시경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호흡곤란이 심해

져서 119 구 의 도움으로 응 실로 내원하 다 

<부록 1-1> 2학년 실험군 첫번째 시나리오

Simulation Scenario Template (학생용)

Scenario #1: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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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력 기 록

 주증상 :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상실 □혼미     □반의식  □무의식  □기타  

 호흡상태  □정상   □빈호흡     □과도호흡 □청색증  □무호흡  □기타

 출 여부  □없음   □각    □토    □ 변   □ 뇨   □질출    □비출    □기타

           □외상성 출 (출 부  :                                                   )

 과거병력  □없음   □고 압                □당뇨병            □결핵              

           □심장질환                       □간염              □기타              

           □수술력                         □LNMP                                

           □입원력                         □임신상태(□    □아니오)

 수술력    □무     □유  액형     형(Rh+ / Rh-) 알 르기 □무  □유(allergen :        )

 흡연력    □무     □유 (           년)            음주력   □무   □유 (             년)

 재투약  □무     □유 (복용약물 :                                                    )

 기활력증후 : 압    /   mmHg 맥박     회/분  호흡     회/분  체온 37.5 ℃ SpO2      

환자분류  □긴        □응        □비응        □사망

physical examination

Skin   □Dry   □Wet   □Warm

HEENT

Chest & Lung □Clear  □Rale  □Rhonchi  □Wheezing

Heart         □RHB  □Murmur □기타

Abdomen     □Soft  □Distension □Tender

               □Non-tender □NL bowel sound □↑Bowel sound □↓Bowel sound

medication/treatment order

Vital sign check, I/O check

O2 inhalation with nasal prong(2ℓ/min)

Ventolin 0.5㎎(normal saline 2.5㎖ mix), Atrovent 2㎖ (nebulizer 6시간 마다)

lab data

CBC: WBC 11,100/mm
3

      Hb 13.4g⁄㎗, Hct 44.7%, PLT 220,000/mm3

Electrolyte: Na 145m㏖/ℓ, K 3.5m㏖/ℓ, Cl 110m㏖/ℓ

LFT: SGOT 30IU/L, SGPT 19IU/L, BUN 16.4㎎⁄㎗, Cr 1.0㎎⁄㎗

Blood glucos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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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chest PA)

▼ EKG

<부록 1-2> 2학년 조군 첫번째 시나리오

Scenario #1: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67세 남성

   67세의 김기도씨는 새벽 5시경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호흡곤란이 심해

져서 119 구 의 도움으로 응 실로 내원하 다. 숨소리는 거칠고 쌕쌕거렸으며 

가끔씩 기침을 하고 런색의 끈끈한 가래를 많이 뱉어내고 있다. “숨이 무 차

고 숨쉬기 힘들어요.., 가슴이 무 답답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라고 

호소하시며 몹시 불안해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재 의식 상태

는 명료(alert)하며 기 지 천식을 5년 에 진단 받아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 

   호흡시 목과 가슴의 근육을 사용하고 있고 목의 정맥이 울 되어 있다. 청진시 

우측 폐 엽에서 천명음과 기도에서 나음이 들리고 4번째 늑간근에서 폐기 부까

지 폐음이 많이 감소되었다. 동맥  가스 검사 결과 pH 7.31, PO2 41.5mmHg 

PCO2 40mmHg, HCO3
-
 21mmHg 이었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T: 37.5℃, P: 150회/분, R: 32회/분, BP: 110/65mmHg, 

SpO2: 88%이며 흉부 방사선 소견과 심 도 소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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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문제 (의미있는 자료)은 무엇이 있을지 

   5개 이상 제시하시오.

2.  사례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가능한 간호문제 (간호진단명)를 3개 이상  

   제시하시오.

3. 간호 재를 3개 이상 계획하시오. 

4. 간호 재의 효과를 보기 한 평가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응 실에서 실시된 임상병리 검사결과와 투여 약물, 처방은 다음과 같다.

임상병리 검사결과

CBC: WBC 11,100/mm3

       Hb 13.4g⁄㎗, Hct 44.7%, PLT 220,000/mm
3

Electrolyte: Na 145m㏖/ℓ, K 3.5m㏖/ℓ, Cl 110m㏖/ℓ

LFT: SGOT 30IU/L, SGPT 19IU/L, BUN 16.4㎎⁄㎗, Cr 1.0㎎⁄㎗

Blood glucose: 167㎎⁄㎗

투여약물  처방

Vital sign check, I/O check

O2 inhalation with nasal prong(2ℓ/min)

Ventolin 0.5㎎(normal saline 2.5㎖ mix), Atrovent 2㎖ (nebulizer 6시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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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소화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자

료를 분별한다.

2. 소화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단

을 명명한다.

3. 소화기 장애를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

끌어낸다.

4. 소화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한다.

5.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6.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7. 소화기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환자정보

환자 이름 강소주 (M/55)

키 / 몸무게 165㎝ / 50㎏ (BMI 18.37)

정보제공자 환자의 딸

알콜 독증을 진단받고 치료 인 55세 환자가 내원 하루  부인과 의견 충돌 

후 소주 3병을 먹고 심한 복부 통증  요통을 호소하여 내원하 다. 

과거 담도계 결석 질환, 복부 의상, 최근 수술의 과거력 등은 없었고, 췌장염을 

앓은 병력도 없었다. 

<부록 2-1> 2학년 실험군 두번째 시나리오

Simulation Scenario Template (학생용)

Scenario #2: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55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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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력 기 록

 주증상 :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상실 □혼미     □반의식  □무의식  □기타  

 호흡상태  □정상   □빈호흡     □과도호흡 □청색증  □무호흡  □기타

 출 여부  □없음   □각    □토    □ 변   □ 뇨   □질출    □비출    □기타

           □외상성 출 (출 부  :                                                   )

 과거병력  □없음   □고 압                □당뇨병            □결핵              

           □심장질환                       □간염              □기타              

           □수술력                         □LNMP                                

           □입원력                         □임신상태(□    □아니오)

 수술력    □무     □유  액형     형(Rh+ / Rh-) 알 르기 □무  □유(allergen :        )

 흡연력    □무     □유 (           년)            음주력   □무   □유 (             년)

 재투약  □무     □유 (복용약물 :                                                    )

 기활력증후 : 압    /   mmHg 맥박     회/분  호흡     회/분  체온 37.5 ℃ SpO2      

환자분류  □긴        □응        □비응        □사망

physical examination

Skin   □Dry   □Wet   □Warm

HEENT

Chest & Lung □Clear  □Rale  □Rhonchi  □Wheezing

Heart         □RHB  □Murmur □기타

Abdomen     □Soft  □Distension □Tender

               □Non-tender □NL bowel sound □↑Bowel sound □↓Bowel sound

lab data

CBC: WBC 15,200/mm
3,
, Hb 15.5g⁄㎗, Hct 50.3%, PLT 285,000/mm

3

Electrolyte:: Na 130m㏖/ℓ, K 3.5m㏖/ℓ, Cl 108m㏖/ℓ

Chemistry: total protein/albumin 6.0/2.8 g/L, total cholesterol 230 mg/dL, glucose 205 mg/dL,

           AST/ALT 42/52 U/L, total bilirubin 0.9 mg/dL, BUN/Cr 13.2/0.6 mg/dL, 

           TG 64 mg/dL, HDL-cholesteroI 45mg/dL, iCa 1.26 mmo1/L,(1.12-1.23) 

           amylase 400 U/L (↑)

ABGA: pH 7.341, PO2 75.4 mmHg, PCO2 30.4 mmHg, HCO3 16.5 mmHg

medication/treatment order

NPO, I/O check (L-tube 삽입 후 1일 I/O 1500/2000)

ceftazidime 3g #3 IV tid, skin test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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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2학년 조군 첫번째 시나리오

Scenario #2: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55세 남성

   알콜 독증을 진단받고 치료 인 55세 남자 강소주씨가 부인과 의견 충돌 후 

내원 하루  소주 3병을 먹은 후 심한 복부 통증  요통으로 내원하 다. 내원 

당시 상자는 “배가 무 아  죽겠어.. 허리까지 끊어지는 것 같이 아 ..”, “왜

이런지 무 걱정이야!!” 라고 호소하시며 몹시 불안해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몸을 구부려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끔씩 속이 울 거린다

고 하며 헛구역질과 구토를 하고 있다. 과거 담도계 결석 질환, 복부 의상, 최근 

수술을 받았던 과거력 등은 없었고, 췌장염을 앓은 병력도 없었으며 재 BMI는 

18.37이다. 내원 당시 압 130/90mmHg, 맥박 100회/분, 호흡수 28회/분, 체온 

37.5oC이었고 의식 상태는 명료하고, 결막 창백은 없었으며, 공막에 황달 소견은 

없었다. 흉부 청진상 맥박은 규칙 이었으나 빨랐으며 심잡음은 없었고 폐음 청진

시 좌측 폐하엽에서 천명음과 기도에서 나음이 들리고 4번째 늑간근에서 폐기

부까지 폐음이 많이 감소되었다. 복부 검진상 비장 종 , 복부 경직은 보이지 않

았으나 복부팽창 소견  상복부 압통이 있었고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사지

에 부종 등은 찰되지 않았다.

   즉각 으로 식을 하게하고, 비  흡인을 해 L-tube를 삽입 후 재까지 

1일 I/O는 1500/2000으로 조사되었으며, 염증을 억제하기 한 ceftazidime 3g #3 

IV tid로 처방되어 skin test를 시행하 다.

   내원 당시 시행한 말  액 검사상 백 구 15,200/mm
3
, 색소 15.5g/dL, 

색소 용  50.3%, 소  수 285,000/mm3, 해질 검사상 Na-K-C1 130-3.5-108 

mmo1/L, 동맥  가스 검사상 pH 7.341, PO2 75.4 mmHg, PCO2 30.4 mmHg, 

HCO3 16.5 mmHg, 산소포화도는 90% 이었다. 청 생화학 검사상 total 

protein/albumin 6.0/2.8 g/L, total cholesterol 230 mg/dL, glucose 205 mg/dL, 

AST/ALT 42/52 U/L, total bilirubin 0.9 mg/dL, BUN/Cr 13.2/0.6 mg/dL,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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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G

◀ Abdominal CT

64 mg/dL, HDL-cholesteroI 45mg/dL이었으며 iCa 1.26 mmo1/L,(1.12-1.23)  

청 amylase가 400 U/L로 상승되어 있었다.

   복부 CT 촬  소견상 췌장염이 의심되었으며, 심 도 소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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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분별한다.

2.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

단을 명명한다.

3.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끌어낸다.

4.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

한다.

5.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6.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7.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환자정보

환자 이름 김경색 (M/58)

키 / 몸무게 173㎝ / 80㎏ (BMI 26.73)

정보제공자 환자의 부인

58세 김씨는 내원 2주 부터 가슴이 뜨끔거리는 경한 흉부 불쾌감이 있었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내원 당일 새벽에 수면을 깨우는 심한 흉부 동

통이 발생하여 119 구 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부록 3-1> 3학년 실험군 첫번째 시나리오

Simulation Scenario Template (학생용)

Scenario #1: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58세 남성(내원시부터 용해제 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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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treatment order

aspirin 200mg P.O./ clopidogrel 500mg P.O.

t-PA 100mg + N/S 1ℓ mix(3시간 동안) I.V. / metoprolol 12.5mg p.o

urokinase 150만 단  bolus, 30분후 0.75mg/kg 30분, 0.5mg/kg 60분 infusion

PTCA를 한 angioroom 연락

lab data

CBC: WBC 14,100/mm
3
( 성구 65%, 임 구 32%, 단핵구 1%),

       Hb 15.4g⁄㎗, Hct 44.7%, PLT 185,000/mm
3

Electrolyte: Na 140m㏖/ℓ, K 4.1m㏖/ℓ, Cl 110m㏖/ℓ

LFT: SGOT 35IU/L, SGPT 32IU/L, BUN 16.4㎎⁄㎗, Cr 1.0㎎⁄㎗

Coagulation: PT 1.00 , aPTT 34.5 , Blood glucose : 167㎎⁄㎗

Lipid profiles: TC 220㎎⁄㎗, HDL-C 38㎎⁄㎗, LDL-C 140㎎⁄㎗, TG 163㎎⁄㎗

Cardiac enzyme: CK-MB/Troponin-Ⅰ33/0.3 ng/㎖, AST 36, LDH 609IU/L

병 력 기 록

 주증상 :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상실 □혼미     □반의식  □무의식  □기타  

 호흡상태  □정상   □빈호흡     □과도호흡 □청색증  □무호흡  □기타

 출 여부  □없음   □각    □토    □ 변   □ 뇨   □질출    □비출    □기타

           □외상성 출 (출 부  :                                                   )

 과거병력  □없음   □고 압                □당뇨병            □결핵              

           □심장질환                       □간염              □기타              

           □수술력                         □LNMP                                

           □입원력                         □임신상태(□    □아니오)

 수술력    □무     □유  액형     형(Rh
+
 / Rh

-
) 알 르기 □무  □유(allergen :        )

 흡연력    □무     □유 (           년)            음주력   □무   □유 (             년)

 재투약  □무     □유 (복용약물 :                                                    )

 기활력증후 : 압    /   mmHg 맥박     회/분  호흡     회/분  체온 36.7 ℃ SpO2      

환자분류  □긴        □응        □비응        □사망

physical examination

Skin   □Dry   ■Wet   □Warm

HEENT  ■경정맥 팽

Chest & Lung □Clear  □Rale  □Rhonchi  □Wheezing  

Heart         □RHB  □Murmur □기타

Abdomen     □Soft  □Distension □Tender

               □Non-tender □NL bowel sound □↑Bowel sound □↓Bowel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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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3학년 조군 첫번째 시나리오

Scenario #1: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58세 남성(내원시부터 용해제 치료까지)

   당신은 응 실 Day 근무 이며 119 구 를 통해 이송되는 년 남성 김경

색씨의 담당간호사이다. 김씨는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며 얼굴이 창백하며 식

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김씨는 내원 2주 부터 가슴이 뜨끔거리는 경한 흉부 불

쾌감이 있었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내원 당일 새벽에 수면을 깨우는 

심한 흉부 동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왼쪽 팔이 무 려와, 심장이 무 두근 두근 

거려.. 숨쉬기도 힘들어요..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좋아지질 않고 계속 아 !” 라고 

호소하시며 몹시 불안해하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부인과 함께 내

원하 으며 부인은 “3년 에 고 압 진단받고 2년 에 심증 진단받고 약 많이 

먹고 있었어요.. 여기 병원에서 스텐트 넣는 시술받았어요. 그리고나서 멀쩡하다고 

그 후에도 술이랑 담배 많이 했어요..” 라고 말 하시며 김경색씨의 팔을 주므르

며 의료진에게 남편의 상태에 해 묻고 있다.

   내원시 활력징후는 T: 36.7℃, P: 98회/분, R: 30회/분, BP: 165/100mmHg, 

SpO2: 90%이며 심 도 소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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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의식 상태는 명료(alert)하며, 과거력상 2년 에 불안정 심증과 3년  고

압 진단받고 재 atenolol(Tenormin), nitroglycerine, aspirin 복용하고 있으나 

최근 직장내 스트 스를 받고 약물 복용을 규칙 으로 하지 못하 다고 하 으며 

통증 발생 당일에도 약복용을 못하 다고 하 다. 신체 검진상 경정맥이 팽 되어 

있고 좌측 하엽에서 Rhonchi sound가 들렸으며 차고 끈 끈 한 피부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부 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173㎝에 80㎏(BMI 26.73)의 건장한 체격

이며 평소 술을 아주 좋아하고 30년 동안 하루 1병정도의 음주력과 40년 동안 하

루 2갑씩 흡연을 하고 있는 상태 다. 

   응 실에서 실시된 임상병리 검사와 투여약물, 처방은 다음과 같다.

임상병리 검사결과

CBC: WBC 14,100/mm3( 성구 65%, 임 구 32%, 단핵구 1%),

      Hb 15.4g⁄㎗, Hct 44.7%, PLT 185,000/mm
3

Electrolyte: Na 140m㏖/ℓ, K 4.1m㏖/ℓ, Cl 110m㏖/ℓ

LFT: SGOT 35IU/L, SGPT 32IU/L, BUN 16.4㎎⁄㎗, Cr 1.0㎎⁄㎗

Coagulation: PT 1.00 , aPTT 34.5

Lipid profiles: TC 220㎎⁄㎗, HDL-C 38㎎⁄㎗, LDL-C 140㎎⁄㎗, TG 163㎎⁄㎗

Cardiac enzyme: CK-MB/Troponin-Ⅰ33/0.3 ng/㎖, AST 36, LDH 609IU/L

Blood glucose: 167㎎⁄㎗

투여약물  처방

aspirin 200mg P.O., morphine 1ⓐ IV

clopidogrel 500mg P.O.

t-PA 100mg + N/S 1ℓ mix(3시간 동안) I.V.

metoprolol 12.5mg p.o

urokinase 150만 단  bolus, 30분후 0.75mg/kg 30분, 0.5mg/kg 60분 infusion

PTCA를 한 angioroom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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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신경계 장애를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자

료를 분별한다.

2. 신경계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단

을 명명한다.

3. 신경계 장애를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

끌어낸다.

4. 신경계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한다.

5.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6.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7. 신경계 장애를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환자정보

환자 이름 김의식 (M/52)

키 / 몸무게 158㎝ / 50㎏ (BMI 20.03)

정보제공자 환자의 딸 (30세, 두 아이의 엄마)

52세의 김씨는 2009년 4월 17일 오후 1시경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두통을 호소

하고 말이 어둔해지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한방병원에 들려 Brain CT상 ICH : 

Left basal ganglion에 large hematoma 소견으로 본원 응 실로 원되었다. 응

실 내원시 deep stuporous mental state 하 고 seizures는 없었으나 출 부

가 moderate midline shifting 되어 신경외과에서 응  수술 후 상태가 호

되고 있는 이다. 재 mental은 alert 하며, Rt. Hemiplegia(Grade Ⅱ)를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실시 후 증상이 많이 호 되고 있는 이다.

<부록 4-1> 3학년 실험군 두번째 시나리오

Simulation Scenario Template (학생용)

Scenario #2: 두통을 호소하는 52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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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treatment order

Valproate sodium 200mg/tab, Tenormin 50㎎/day, Adalat 30㎎/day, Alaxyl 5g/1포

lab data

CBC: WBC 11,100/mm3, Hb 15.6g/㎗, Hct 47%, PLT 122,000/mm3

Electrolyte: Na 143m㏖/ℓ, K 2.7m㏖/ℓ, Cl 102.2m㏖/ℓ

Chemistry: total protein/albumin 6.5/3.7 g/L, glucose 92 mg/dL,

AST/ALT 31/25 U/L, total bilirubin 1.3 mg/dL, BUN/Cr 21.3/0.9 mg/dL

TG 205 mg/dL(↑), T-cholesteroI 269mg/dL(↑)

ABGA: pH 7.65, PO2 84 mmHg, PCO2 49 mmHg, HCO3 20.5 mmHg

Coagulation: PT 14.5 , PTT 38

병 력 기 록

 주증상 :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상실 □혼미     □반의식  □무의식  □기타  

 호흡상태  □정상   □빈호흡     □과도호흡 □청색증  □무호흡  □기타

 출 여부  □없음   □각    □토    □ 변   □ 뇨   □질출    □비출    □기타

           □외상성 출 (출 부  :                                                   )

 과거병력  □없음   □고 압                □당뇨병            □결핵              

           □심장질환                       □간염              □기타              

           □수술력                         □LNMP                                

           □입원력                         □임신상태(□    □아니오)

 수술력    □무     □유  액형     형(Rh+ / Rh-) 알 르기 □무  □유(allergen :        )

 흡연력    □무     □유 (           년)            음주력   □무   □유 (             년)

 재투약  □무     □유 (복용약물 :                                                    )

 기활력증후 : 압    /   mmHg 맥박     회/분  호흡     회/분  체온 37.5 ℃ SpO2      

환자분류  □긴        □응        □비응        □사망

physical examination

Skin   □Dry   ■Wet   □Warm

HEENT

Chest & Lung □Clear  □Rale  □Rhonchi  □Wheezing

Heart         □RHB  □Murmur □기타

Abdomen     □Soft  □Distension □Tender

               □Non-tender □NL bowel sound □↑Bowel sound □↓Bowel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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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3학년 조군 두번째 시나리오

Scenario #2: 두통을 호소하는 52세 여성

   52세의 김씨는 2009년 4월 17일 오후 1시경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두통과 말이 

어둔해지며 갑자기 쓰러져서 한방병원에 들려 Brain CT상 ICH : Left basal 

ganglion에 large hematoma 소견으로 본원 응 실로 원된 환자로 deep 

stuporous mental state 하 고 seizures는 없었으나 출 부 가 moderate midline 

shifting 되어 신경외과에서 응  수술 (수술명: Burrt trephination  closed 

draniage) 후 상태가 호 되고 있는 이다. 재 mental은 alert 하고, Rt. 

Hemiplegia(Grade Ⅱ)를 갖고 있으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실시 후 증상이 많

이 호 되고 있는 이다. 주로 침상에 반좌 로 앉아 생활하며 기 귀를 통해 

소변을 보고 있으며, coccyx 부 에 2X2cm의 발 이 찰되며 침  시트가 축축

하다. 처음 응 실 내원시 활력징후는 T: 37.5℃, P: 78회/분, R: 32회/분, BP: 

230/140mmHg, SpO2: 88%이었으며, 재 압은 140/100mmHg로 조 하여 유지

하며, BMI 20.03 이다. 재 투여하고 있는 약물은 Valproate sodium 200mg/tab, 

Tenormin 50㎎/day, Adalat 30㎎/day, Alaxyl 5g/1포이며, 최근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BC: WBC 11,100/mm3, Hb 15.6g/㎗, Hct 47%, PLT 122,000/mm3

Electrolyte: Na 143m㏖/ℓ, K 2.7m㏖/ℓ, Cl 102.2m㏖/ℓ

Chemistry: total protein/albumin 6.5/3.7 g/L, glucose 92 mg/dL,

AST/ALT 31/25 U/L, total bilirubin 1.3 mg/dL, BUN/Cr 21.3/0.9 mg/dL

TG 205 mg/dL(↑), T-cholesteroI 269mg/dL(↑)

ABGA: pH 7.65, PO2 84 mmHg, PCO2 49 mmHg, HCO3 20.5 mmHg

Coagulation: PT 14.5 , PTT 38

   재 30세의 딸이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딸은 두 아이의 엄마로 간병인

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하루종일 환자 에서 있으며 “언제쯤 걸을 수 있나

요?”, “혼자 화장실도 못가서 가 에 꼭 붙어있어야 해요...”, “깔끔한 성격인데 

기 귀 차는 거랑 변보고 내가 닦아주는거 제일 싫어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며 인상을 쓰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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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framework

자료

주  자료

객  자료

간호진단 간호계획/ 재 간호평가

#1.

#2.

#3.

#4.

#5.

<부록 5> 간호과정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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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주 , 객  자료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자료를 분별한다.

2.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문제 우선순 에 따라 한 간호진

단을 명명한다.

3.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에게 이론  근거에 기 한 간호 재 계획을 

이끌어낸다.

4.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요구에 맞는 계획된 간호 재를 용

한다.

5. 환자 상태에 따라 수행된 간호 재의 효과를 설명한다.

6. 사정, 상자 변화, 재, 평가의 단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7. 허 성 심질환을 가진 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해 의료진들과 극

인 의사소통을 하고 간호의 문성을 제시한다.

<부록 6> 교수용 지침서

Simulation Scenario Template(교수용)

Scenario #1: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58세 남성(내원시부터 용해제 치료까지)

1. 학생 assignments 

 Nurse 1: Primary Nurse (leader) 

           Assessment, symptom analysis, doctor orders ․lab checking

 Nurse 2: airway management, O2 therapy

 Nurse 3: V/S, EKG monitoring, IV, medication

 Nurse 4: patient's family (information provider)

 Nurse 5: documentation 

2. 교육목표  문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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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환자 이름 김경색 (M/58)

키 / 몸무게 173㎝ / 80㎏ (BMI 26.73)

정보제공자 환자의 부인

58세 김씨는 내원 2주 부터 가슴이 뜨끔거리는 경한 흉부 불쾌감이 있었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내원 당일 새벽에 수면을 깨우는 심한 흉부 동

통이 발생하여 119 구 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 력 기 록

 주증상 :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 ... 무 아 서 견딜 수가 없어”

 의식상태  ■명료   □지남력상실 □혼미    □반의식  □무의식  □기타  

 호흡상태  □정상   ■빈호흡    □과도호흡 □청색증  □무호흡  □기타

 출 여부  ■없음   □각    □토    □ 변   □ 뇨   □질출    □비출    □기타

           □외상성 출 (출 부  :                                                    )

과거병력  □없음   ■고 압    3년             □당뇨병            □결핵              

           ■심장질환   불안정 심증(2년 )     □간염           □기타              

           ■수술력      PTCA                  □LNMP                                

           □입원력                         □임신상태(□    □아니오)

 수술력    ■무     □유  액형  O  형(Rh
+
 / Rh

-
) 알 르기 ■무  □유(allergen :        )

 흡연력    □무     ■유 (2갑/40년)           음주력   □무   ■유 (1병/30년)

 재투약  □무     ■유 (복용약물: atenolol(Tenormin), nitroglycerine)

 기활력증후 : 압 165 / 100 mmHg 맥박 98 회/분  호흡 29 회/분  체온 36.7 ℃ SpO2  90%  

환자분류  ■긴        □응        □비응        □사망

physical examination

Skin   □Dry   ■Wet   □Warm

HEENT ■경정맥 팽

Chest & Lung □Clear  □Rale  ■Rhonchi  □Wheezing

Heart         ■RHB  □Murmur □기타

Abdomen     ■Soft  □Distension □Tender

               ■Non-tender ■NL bowel sound □↑Bowel sound □↓Bowel sound

3. 간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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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tion/treatment order

aspirin 200mg p.o / clopidogrel 500mg p.o, morphine 10mg IV

t-PA 100mg + N/S 1ℓ mix(3시간 동안) I.V. / metoprolol 12.5mg p.o

urokinase 150만 단  bolus, 30분후 0.75mg/kg 30분, 0.5mg/kg 60분 infusion

PTCA를 한 angioroom 연락

lab data

CBC: WBC 14,100/mm
3
( 성구 65%, 임 구 32%, 단핵구 1%),

      Hb 15.4g⁄㎗, Hct 44.7%, PLT 185,000/mm3

Electrolyte: Na 140m㏖/ℓ, K 4.1m㏖/ℓ, Cl 110m㏖/ℓ

LFT: SGOT 35IU/L, SGPT 32IU/L, BUN 16.4㎎⁄㎗, Cr 1.0㎎⁄㎗

Coagulation: PT 1.00 , aPTT 34.5

Lipid profiles: TC 138㎎⁄㎗, HDL-C 38㎎⁄㎗, LDL-C 74㎎⁄㎗, TG 143㎎⁄㎗

Cardiac enzyme: CK-MB/Troponin-Ⅰ33/0.3 ng/㎖, AST 36, LDH 609IU/L

Blood glucose: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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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ef Topics

이 경험에서 무엇을 느 는가?

환자에게 발생한 상황은 무엇인가?

가장 먼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 나?

이 환자에게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개선할 이나 잘못 수행된 은 무엇이 있었는가?

잘한 은 무엇인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낀 과 아쉬운 을 무엇인가?

원간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할 것인지 느낀 이 있는가?

<간호과정>

1. 환자에게 나타난 문제 (의미있는 자료)은 무엇이 있는가?(5개 이상 제시)

2. 가능한 간호문제 (간호진단명)를 3개 이상 제시할 것

3. 간호 재를 3개 이상 계획할 것

4. 간호 재의 효과를 보기 한 평가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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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육 요구도 조사 설문지

Ⅰ. 다음은 학생들이 기본간호학 실습과 임상 실습을 통하여 해보았던 여러 가지 간호수기술 

입니다. 학생 스스로 반복 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한 간호수기술을 우선 순

를 정하여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 실 습 내 용
번호 

표시

활력

징후

 체온

 맥박

 호흡

 압

투약

 약물 용량 계산

 5 right 확인

 경구 투약(PO)

 피내주사(ID)

 피하주사(SQ) 

 근육 주사(IM)

 정맥 (IV) / bolus

 IV 주입속도  투여량 계산

 IV fluid 종류

양 

리

  양(L-tube) 간호

  양액 feeding

배설 

간호

 단순도뇨

 유치도뇨

 장  

산소 

요법

 호흡음 청진

 Wall O2 리/O2 카테터 

 사용법 

 Endotracheal suction

 구강 / 비강 흡인

 흉곽배액 환자 리

 기 지 개술 환자 간호

역 실 습 내 용
번호 

표시

수술 후 

리

 호흡기 리(Lung care)

 상처부  리

응  

 

환자 

리

 호흡음(정상/비정상) 구별

 기도유지 방법

 (head tilt, head tilt-chin lift, 

 jaw thrust)

 기 내 삽 방법  리

 기 내 삽 외 기도 유지 방법

폐물리 요법

동맥  가스분석

인공환기기(ventilator)모드 이해

 심폐소생술 후 일반  치료  간호

 심 도(EKG) 읽기 

심근경색 환자의 간단한 

심 도 읽기/치료 약물

 심실세동 시 처치  제세동 방법

 ( 비와 주의 사항)

 성 심근경색 환자의 처치

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꼭 필요하거나 

반복 으로 해보고 싶은 수기술이 있다면 

직  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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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질문에 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연   령 : 만         세    

2.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성   별 : ① 여        ② 남      

4. 본인이 실습을 하 던 성인간호학의 역이 있다면 어주십시오

(  : 호흡기병동, 소화기 병동..., 실습하지 않은 학생은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학생이 병원 실습에서 제일 어려웠던 역이나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었던 역이 

있으면 구체 으로 기술해주십시오. 

제일 어려웠던 역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었던 역                                                  

특별히 어렵다거나 힘든 역이 없다           

6. 학생이 느끼는 실습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 으로 어주십시오.

                                                                                     

질문에 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보다 나은 실습교육을 한 소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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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 참여 동의서  설문지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환자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평가

  안녕하십니까? 

  이 연구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상으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시

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  효과를 분석하기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학습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악

하는데 소 한 자료가 될 것이며, 간호교육에 실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

뮬 이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시뮬 이션 교육이 주 1회 50분씩 3주간 시행될 것이며 연구에 

사용되는 검사나 약품은 없으며 교육 ․후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 해 설

문지를 배포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측정할 것입니다.

  설문지의 질문에 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부호화되어 컴퓨터에 의해 통계 처리되므로 개인의 정보는  노출

되지 않습니다. 각 질문에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해 주심은 이 연구에 동의하시고 참여해주시는 것으로 받

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                      (사인)

                연구담당자 연세 학교 학원 박사과정 함 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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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 , 방법, 기 효과의 내용 등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으며, 모든 궁 한 사항에 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

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피험자 설명문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

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월      일

                     

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

 H.P :

                     

연구자

성명 (서명)

연락처  TEL :

 H.P :

                     (이하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는 

리인

성명 (서명)

계

주소

연락처  TEL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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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말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 다

정말

그 다

1. 나는 만약 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

   한다.

2. 나는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단을 보류

   하고 심사숙고 한다.

3. 나는 내 신념에 해 나름 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4.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어떤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사실이라고 밝

   지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6. 나는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일상 으로 하던 일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있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

9.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체로 논리

   이다.

10.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11.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할 때 논리 이라고 한다.

12.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 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13. 나는 모르는 것을 알기 해 열성 으로 노력한다.

14. 나는 어떤 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서둘러 결론짓는 편

   이다.

15. 나는 복잡한 문제라도 기꺼이 풀어나가려고 애쓴다.

16. 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에도 종종 

   의문이 생긴다.

17. 나는 어려운 일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빨리 단하지 않고 거듭 생각하는 편이다.

Ⅰ.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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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복잡하게 얽 있는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설정한 

   기 에 따라 단하고 문제를 처리한다.

20. 나는 궁 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알려고 노력한다.

21.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

   하려고 애쓴다.

22. 나는 모르는 문제가 발견되면 알 때까지 노력한다.

23. 나는 내가 단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남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24. 나는 내 의견에 해 비 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25. 나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체계 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용한다.

26. 나는 내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평하게 평가한다.

27.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 자신의 추론 능력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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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별

로

약

간
체

로

상

당

히

거

의 

언

제

나

1 2 3 4 5

1. 문제를 발견할 때, 재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2.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3. 문제를 이해하기 하여 여러번 되풀이해서 읽었다.

4.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사한 문제들을 생각해보았다.

5. 문제를 발견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기록해 보았다.

6. 문제를 정의할 때 문제속에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숨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7.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정의해 보았다.

8.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용해서 문제를 정의해 보았다.

9. 문제를 정의하기 하여 내용들을 그래픽이나 개념도와 같은 시각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10. 문제를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보았다.

11. 문제에 련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12. 문제를 체로부터 세분하여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13. 세부 인 문제들 사이의 계를 고려하여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14.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방법인지 생각해 보았다.

15. 문제 해결 방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Ⅱ. 다음 문항은 귀하의 문제해결력에 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게 생각되는 번호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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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획했던 해결방법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 풀어

   나갔다.

17. 문제를 충 훑어보고 문제를 풀어 나갔다.

18. 몇 개의 자료를 정리한 후 일반 인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 다.

19. 일반 인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몇가지 내용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다.

20.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하며 풀어 나갔다.

21. 찾아낸 답을 직  문제에 용시켜 맞는가를 알아보았다.

22. 내가 푼 방법이 남에게 이야기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틀림없는지 검토

   하 다.

23. 나는 이 결과 는 방법을 다른 문제에도 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24. 이 해결 방법에 의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향이 생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25. 다른 유사한 문제와 답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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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성 천식 발작으로 심하게 쌕쌕거리는(wheezing) 호흡곤란과 불안으로 응 실

을 방문한 30세 여자 이○○의 간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씨를 사정한 결과 활력증후가 

160/100mmHg, 체온 37
OC, 호흡 34회/분, 맥박 126회/분이 고 호흡시 보조근육을 사

용하며 폐 청진시 하엽에 호흡음이 없었다.

(2학년용)

Ⅲ. 다음은 여러분의 인지  역을 평가하지 한 것입니다. 시험성 에는   

    반 이 되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씨에게 ‘기도개방유지불능’의 간호진단(문제)을 내렸다. 이 문제의 련요인, 문제를 지

지하는 자료들을 의 상황에서 찾아 쓰고 추가 보충해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시오

2. 이씨의 간호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이씨에게 내려진 ‘기도개방유지불능’이라는 간호진단에 하여 이 환자를 간호하기 한 

재를 계획하시오.

4. 3번 이외에 어떠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을 지 질병의 진행과정  치료과정을 고려하여 

우선순 에 따라 제시해보시오.

5. 이씨의 퇴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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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박○○씨는 이틀 동안 지속 이고 심한 복부 통증  요통이 있었고 지난 24시간 

동안 숨이 가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응 실로 와서 성 췌장염을 진단받았다. 

6. 박씨의 통증을 사정하기 해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7. 박씨의 상태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간호진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8. 박씨에게 내려진 간호진단을 바탕으로 이 환자를 간호하기 한 재를 계획하시오.

Ⅳ. 다음 항목에 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의 재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          세       

2.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3. 당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어떤 유형입니까?

  ① 인문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는 종합 고등학교        ③ 기타        

4. 당신은 교수의 일방  강의가 수업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다. 훨씬 도움이 된다.        

  ② 잘 모르겠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③ 그 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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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흉부의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과 왼쪽 어깨로 방사되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 실에 도착한 49세 남자 이○○의 간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3학년용)

Ⅲ. 다음은 여러분의 인지  역을 평가하지 한 것입니다. 시험성 에는   

    반 이 되지 않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씨의 통증을 사정하기 해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2. 이씨에게 내려진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제

시하시오.

3. 이씨에게 내려진 ‘심근의 손상과 련된 성통증’이라는 간호진단에 하여 이 환자를 

간호하기 한 재를 계획하시오.

4. 성 통증 이외에 어떠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을 지 질병의 진행과정  치료과정을 고

려하여 우선순 에 따라 제시해보시오.

5. 이씨에게 촬 술을 하면서 경피 상동맥 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재에 의한 재 류 시술이 시행되었다. PTCA 시술 후 주요 간호 재

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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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45세 여자 김○○의 간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상자는 

혼란 상태 으며 지남력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5년 부터 고 압을 진단받아 

atenolol 1T를 하루에 한번 복용 이다.

6. 김씨의 통증을 사정하기 해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7. 김씨의 상태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간호진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시하시오.

8. 김씨에게 내려진 간호진단을 바탕으로 이 환자를 간호하기 한 재를 계획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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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am, Young Lim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a nursing process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and to 

evaluate the program effects after applying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he phase of program development, four clinical situation scenarios, 

educational goals, simulation flow sheets, checklists and nursing process for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a nursing process and a case study 

were developed, including respiratory disorder, gastrointestinal disorder, 

cardiovascular disorder, and neurovasucular disorder. For the phase of program 

evaluation,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a 

nursing proces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knowledge achievement. The participants were 89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cruited from the D college in J city. Twenty three second-year 

students and 22 third-year students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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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22 second-year students and 22 third-year students to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simulation education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for 4 weeks from March through May of 2009, 

whereas a case study was given to the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knowledge achievement.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Mann-Whitney U test with SPSS win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nursing process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was developed, including asthma, pancreatitis,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and it consisted 

of the educational goals, clinical situation scenarios, simulation flow sheets, 

checklists and nursing process.

   2. The hypothesis 1 stating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will 

show high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receiving 

a case study" was supported. Additional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U=105.5, p=.01) and objectivity  

(U=106.5, p=.01)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second-year nursing students 

and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U=120.0, p=.01), prudence (U=125.0, p=.01), 

and objectivity (U=127.5, p=.01)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third-year 

nursing students.

   The hypothesis 2 stating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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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higher problem solving ability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receiving a 

case study" was supported.

   The hypothesis 3 stating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the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will 

show higher knowledge achievement than the control group receiving a case 

study" was not supported.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s very effective in promot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is study is worthwhile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study a simulatio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a nursing process using a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erform 

a longitudinal study across the intervention effect, and apply the nursing 

curriculum

Key words : nursing student,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knowledge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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