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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모성-아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박현정, 이선희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grated Simulation Program (Maternal-Child)
for Nursing Students
Hyun Jung Park, Sun Hee Lee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imulation-based integrated practice program (maternal-child) on nursing knowledge,
self-confid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compar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and the control group received a
separate simulation for maternal care and for newborn care.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who had the integrated simulation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self-efficacy on nursing handover (F=0.480 p =.012) and oxygen therapy in newborn care (F=3.262 p =.037), and for
clinical competence (F =2.639, p <.001) and personal satisfaction with debriefing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2.179, p =.044). But the
experimental group did not have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nursing knowledge.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an 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is an effective practice method to improve self-confidence,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Also this study had significance in
providing a setting similar to the clinical situation.
Key words: Patient simulation, Knowledge, Clinical competence, Self-efficacy, Personal satisfaction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은 환자 치료와 간호라는 목적으로 설립되
어 학생들의 실습교육 제반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간
호교육기관의 교육목표는 간호학생들에게 숙련된 간호술, 의사소통능

간호학 교육은 전문직 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간호사로서 필요한

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간호지식 등에 대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간호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

분석되었다[2]. 그러나 한국의 임상실습교육 실태를 살펴보면[3] 병원

호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이 중요한데[1], 임상실습

실습에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직접간호 수
행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의 질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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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관찰 등 비침습적인 간호수행 위주로 이루어지고[4] 있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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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또한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춘 양질의 실습장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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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현장실습지도자 부족과 학생 수 제한 등 임상실습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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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술기부족으로 환자에게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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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 연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실습은 학생들
에게 자신감을 증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6] 지식, 비판적 사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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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행능력 등의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7-11] 간호실
습 교육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임상실습이나 시뮬레이션 실습은 전공 교과목별로 한 간호 단

가설 4: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모성·아동 교과목별 시뮬레
이션 실습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만족도 및 디브리핑에 대
한 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위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는 단순히 한 간호영역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간호환경에서 이루어

연구 방법

진다[12]. 한 간호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술기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임상현장의 적응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연구 설계

있는 여러 분야의 숙련된 실무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본 연구는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과 모성·아동 교과

기관에서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목별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의 학습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

서는 다양한 간호영역과의 연계된 환경에서 실습이 마련되어야 대상

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 설계이다.

자 간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개인이 아닌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기반 시

연구 대상

뮬레이션 학습은 팀 역할 학습경험을 통해 간호사로서 팀 역량 개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의 분만과 신

에 도움을 줄 수 있다[13].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연계 가

생아 관련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3학년 학생이다. 여성건강간호학 출산

능한 간호단위와의 통합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다면, 임상과 거의

기 간호 이론 수업과 아동건강간호학 신생아 간호 이론 수업 및 해당

유사한 환경 조성으로 간호교육과 임상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

핵심술기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분만간호와 신생아 간호 임상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의 임상실습은 출

습을 수강 신청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

산율 감소와 더불어 사생활 보호 개념으로 직접 관찰의 제한과 신생

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아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다른 간호단위보다 실습에 한계가 있어 모아

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각 집단별 표본 수는 반

간호를 연계한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복측정 분산분석 방법에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효과크

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기(d) 0.35, 반복측정 3회로 계산한 결과 각 군별로 23명씩 총 46명이

현재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간호영역을 통합한 시

산출되었다. 이때 효과크기 0.35는 선행연구[15] 결과에 근거하여 계산

뮬레이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Kim, Park과 Shin[14]

된 값이다. 탈락자를 예상하여 최초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4명, 대조

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52개 중 통합과목은 4개로 분석하

군 24명, 총 48명을 선정하였으나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실험군과 대

였으나 실제로 간호 단위를 연계한 통합 시뮬레이션 교육은 찾아볼 수

조군의 선정은 본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의 임상실습 일정에 따라 연구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통합 시뮬레이션의 효과적인 실습방안

자가 편의표집 하였는데, 본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에서 분만실과 신생

을 제시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실 임상실습은 한 학기 동안, 8개 조가 임상실습 교과목별로 2주씩
임상실습을 하여 총 16주간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데, 연구의 확산방

연구 목적

지를 위해 먼저 1-8주 기간 동안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실습하는 4개조

1) 간호대학생의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4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9-16주 기간에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

2) 간호대학생의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다.

학생 24명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으며, 두군 대상자 모두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가설
가설 1: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
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분만과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도구
1) 간호 지식

본 연구에서의 ‘분만과 신생아 간호’를 위한 간호지식 척도는 분만

가설 2: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

과 신생아실 간호를 위해 핵심적으로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분만과 신생아 간호에 대한 자기

여성건강간호학 교수와 아동건강간호학 교수가 지식을 측정할 수 있

효능감 점수가가 높을 것이다.

는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각 전공별 교수들은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가설 3: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별

의 임상경력과 조산사 및 아동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에 비해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자가 개발한 문항은 총 20항으로 구성내용은 분만간호 10문항,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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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10문항으로 구성하여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계산하였다.

습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개발된 예비항목의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간

만족도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평가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호학 교수 3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이며 아동과 여성 전공 박사생 3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시뮬레이션 간호수행의 7문항과 디브리

인에게 각 항목에 대해 1점(매우 타당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타당함)

핑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매우 만족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만족

으로 점수화하였고, Content Validity Index (CVI) 점수가 모든 문항에

하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비항목의 내용이

서 .80 이상으로 내용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점수의 분포는 0점에서 20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간호학 교수 각 3인과 임상경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과 신생아 간호에 대한 대상자 간호의 지

력 10년 이상 된 아동과 여성 전공 박사생 각 3인에게 각 항목에 대해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 α=.73이었다.

1점(매우 타당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타당함)으로 점수화하였고,
CVI 점수가 모든 문항에서 .80 이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점
수가 높을수록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

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총 35문항의 객관적 관찰 가능한 체크리

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3으로 측정되었다.

스트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임상수행능력 평가항목은 ‘분만과 신
생아 간호’를 위한 대상자 간호수행의 학습목표에 맞추어 개발된 알고

연구진행 절차

리즘에 따라 구성하였다. 개발된 예비항목의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

1) 모아통합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

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간호학 교수 3인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이며 아

(1) 알고리즘

동과 여성 전공 박사생 3인에게 각 항목에 대해 1점(매우 타당하지 않

산부간호와 분만 간호,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를 포함하는 ‘분만과

음)에서 4점(매우 타당함)으로 점수화하였고, CVI 점수가 모는 문항에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와 신생아 입원 간호와 산소요법을 적용한 신생

서 .80 이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최종 확정된 평가도구는 분

아 간호를 포함하는 ‘신생아 입원간호와 산소요법 간호’를 위한 알고리

만 관련 간호 15문항, 신생아 간호 관련 10문항, 태도 3문항, 의사소통

즘(Algorithm)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간호

능력 7항의 총 35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각 문

중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에 대한 알고

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리즘은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3인에게, ‘신생아 입원간호와 산소요법 간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호’에 대한 알고리즘은 아동건강간호학 교수 3인에게 타당도를 실시하

Cronbach α=.74였다.

여 수정 후 완성하였다. ‘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에 대한 모듈은
분만기록지, 분만진행사정 기록표 및 분만곡선(Partogram) 그리기, 신
생아 간호정보조사지, 수술 전 간호정보조사지, 제왕절개 분만 동의서,

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간호수행능력에 대한 자

산부용 간호기록지를 개발하였다. 분만기록지, 신생아 간호정보조사

신감(self-efficacy)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평가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

지, 수술 전 간호정보조사지, 제왕절개 분만 동의서 모듈은 임상실습기

를 의미한다. 간호중재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전혀 자신이 없다’ 1

관 두 곳에서 양식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임상현장과 비슷한 환경에

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 도

서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신생아 입

구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순서에 따라 분만간호 10문항, 출생 직후

원간호와 산소요법 간호’에 대한 신생아 간호기록지 모듈을 개발하였

신생아 간호 5문항, 인수인계 2문항, 신생아 기본간호 5문항, 신생아 산

다. 또한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브리핑 모듈도 개발하여 디브리핑

소요법 간호 3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된 예비항

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의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 간호학 교수 3인
과 임상경력 10년 이상이며 아동과 여성 전공 박사생 3인에게 각 항목

(2) 평가체크리스트

에 대해 1점(매우 타당하지 않음)에서 4점(매우 타당함)으로 점수화하

시뮬레이션 실습 학습자의 간호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크

였고, CVI 점수가 모는 문항에서 .80 이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인되었

리스트를 개발하였으며 ‘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와 ‘신생아 입

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수행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원간호와 산소요법 간호’를 위한 대상자 간호수행의 학습목표에 맞추

미한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 α=.88로 측정되었다.

어 개발된 알고리즘에 따라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수행 못함’ 2점에서부터 ‘모두 수행함’ 5점으로 구성하였고 간

4) 통합시뮬레이션 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의 통합시뮬레이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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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행부분에는 가중치 점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분만과 출생 직
후 신생아 간호’는 총 18개 항목에 점수분포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100
박현정,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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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이며 ‘신생아 입원간호와 산소요법 간호’는 총 10개 항목에 점수

및 출생한 신생아 확인, 발 지문 찍기, 신생아실에 인수인계하기 등을

분포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이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조정실에서 팀별 실습 내용을 모니터
및 평가하였고, 학생과 함께 신생아실로 이동하여 신생아 인수인계 과

2)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단계

정도 평가하였다.

(1) 사전 학습 및 브리핑

시뮬레이션 실습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행 간

(3) 디브리핑

호수기, 선행 간호지식, 학습목표를 학년별 클럽에 공지하여 자기 주도

디브리핑은 Winter Institute for Simulation, Education, and Research

적 학습을 하도록 하였고, 실습 조끼리 자율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뮬

(WISER)와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안한 Gather-Analysis-Summarize

레이션 실을 개방하였다. 브리핑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

(GAS) 방식인 수집-분석-요약 단계[16]를 응용하여 시뮬레이션 전문가

엔테이션 및 선행학습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선행학습 확인은 연구자

의 자문을 얻어 서술 단계, 분석 단계, 적용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가 준비한 질문을 대상자들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진행절차, 평가방

실습이 끝난 후 약 20분간의 정돈할 시간을 가진 뒤, 디브리핑룸에 모

법, 병실환경, 시나리오와 환자 개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계 작동

여 자신이 수행한 과정에 대해 디브리핑 모듈에 따라 서술하는 시간

시범 및 소개, 간호 물품 소개, 표준화 환자 소개 및 의사소통 방법 등

을 가졌다. 서술을 하다보면 자신의 간호수행에 대해 분석하고 생각하

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물품 확인 및 의료기구 등을 직접 만

게 되며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경험

지고 작동해보도록 하였다.

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한 지식과 술기, 태
도에 대해 성찰과 반추의 기회를 갖게 된다. 모아 통합시뮬레이션의 경

(2) 시뮬레이션 운영

우에는 모성, 아동 간호학 교수가 함께 디브리핑을 진행하였는데 분만

시뮬레이션 실습평가과정은 선행학습, 브리핑, 시뮬레이션 실시, 디

간호부터 신생아간호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대로 디브리핑을 하였

브리핑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체 임상실습 시작 시 전체 학생

다. 모성과 아동이 각 교과목 별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각 교과

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으며 시뮬레

목 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3명씩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션 배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에게 수업 내용이 전
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실습 시작 시 비밀
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한 후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기간은 대조군은 2014년 8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시뮬레이션 실습 적용은 연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조군 중재

실험군은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였다. 연구대상은 2014년 3학년

를 먼저 시행하였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임상실습은 한 학기 동안, 8개

1학기 출산기 간호와 신생아 간호 이론 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 여성

조가 2주씩 임상실습을 하여 총 16주간 동안 실습이 이루어 졌는데,

건강간호학 실습 I과 아동간호학 실습 I을 수강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

중간고사 이전에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24명을 대조군으로 설

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였

정한 후 여성과 아동 각 교과목별로 분만간호와 신생아 간호에 대한

다.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분만과 신생아 간호 임상실습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후 중간고사 이후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전과 실습 직후에 지식, 자

대학생 24명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분만실과 신생아실 임상실습을

기효능감을 자가 설문지법으로 측정하였고, 임상실습 후 집담회 시간

시작하기 전 주에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용하였다. 모성간호

직전에 시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통해 지식, 자기효능감을 재 측정하

학에서는 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간호’ 시나리오를, 아동간호학에서

였다. 임상수행능력은 시뮬레이션 진행 동안 평가자에 의해 1회 측정

는 ‘신생아 입원간호와 산소요법 간호’ 시나리오를 각기 다른 시간에

되었으며, 만족도는 시뮬레이션 실습 후에만 측정하였다.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주기 전에 운영하였는데 각 시나리오 별로 3
명이 1조로 편성되어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중간고사 이후 임상실습 대상자는 모성과 아동 간호학 교수가 함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하여 ‘분만과 출생직후 신생아 간호’와 ‘신생아 입원간호와 산소요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법 간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6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

명이 한조로 하여 각 3명씩 분만실과 신생아실에 임의 배정한 후 제비

한 동질성 검증은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

뽑기로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나리오 내용에 따라 환자가 분만

증을 위해서는 t-test,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을 준비할 때 분만실에서의 실제 상황과 같이 신생아실에 사전 연락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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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nt로 검정하였다.

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분만과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윤리적 고려

시뮬레이션 실시 후 지식 점수를 보면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

그룹과 모성 아동 교과목별 시뮬레이션 적용 그룹 간 지식은 ‘분만간

선정기준,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의 결과는 무기명

호 지식’, ‘신생아간호 지식’ 모두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으로 진행되어 간호교육과정의 개발과 실습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2).

되며 제공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

가설 2: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

하였다. 또한 참여자는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언제라도 참

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분만과 신생아간호에 대한 자기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과 이에 대한 불

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일대일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같은 학년을

시뮬레이션 실시 후 자기효능감 점수를 보면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실험군 대조군에게 방법이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

적용 그룹과 모성 아동 교과목별 시뮬레이션 적용 그룹 간 ‘인수인계’

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의서에 명시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동의

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F = 0.480 p =.012)와, ‘신생아 산소요법 간호’

를 구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 수

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F =3.262 p =.037)가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적용은 임상실습 전주에 이루어

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분만간호’, ‘출산 직후 간호’, ‘신생아 간

졌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상실습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2는 일부 지지
되었다(Table 2).
가설 3: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

연구 결과

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에 비해 임상수행능력점수가 높을 것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이다.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그룹과 모성 아동 교과목별 시뮬레이션

질성을 검정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직전 학기 학

적용 그룹 간 임상수행능력에서 유의한 차이(F =2.639, p <.001)를 보여

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 처치 전 종속변수 점수에 대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 분만과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Table 1).

가설 4: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모성·아동 교과목별 시뮬레
이션 실습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시뮬레이션 만족도 및 디브리핑에 대
한 만족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검증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그룹과 모성 아동 교과목별 시뮬레이션

가설 1: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험군은 모성·아동 교과목

적용 그룹 간 만족도 점수를 보면 ‘디브리핑에 대한 만족도’(F =2.179,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48)

Variables
Age (yr)
Gender
Grades
Knowledge

Self-efficacy

Categories

Female
Male
Maternity care
Newborn care
Total
Maternity care
After birth care
Nursing handover
Newborn care
Newborn therapy for hypoxia
Total

Total

EG (n= 24)

CG (n =24)

n (%) or M ± SD

n (%) or M± SD

n (%) or M± SD

21.1±1.4
45 (93.7)
3 (6.3)
3.34±0.79
6.20±3.31
5.43±1.09
11.9±2.40
23.43±3.68
13.42±1.78
5.15±1.19
13.29±1.72
7.54±0.69
57.43±5.65

20.71± 0.69
22 (91.7)
2 (8.3)
3.27± 0.97
6.36± 1.30
5.58± 1.68
12.54± 1.91
23.46± 3.28
13.00± 1.99
5.13± 1.26
12.67± 1.46
7.26± 1.49
56.08± 7.14

21.54± 2.18
23 (95.8)
1 (4.2)
3.54± 0.18
6.04± 2.01
5.29± 1.69
11.33± 2.89
23.42± 3.27
13.71± 1.57
5.17± 1.13
13.92± 1.99
7.83± 0.96
58.88± 4.16

χ2 or t

p

1.781
-5.869

1.28
.241

1.354
-1.743

1.08
.163

1.654

.199

EG=Experimental group; CG=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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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s

Knowledge

Self-efficacy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M± SD

M± SD

M± SD

Maternity care

EG (n=24)
CG (n=24)

6.36± 1.30
6.04± 2.01

7.79± 1.35
7.25± 1.42

7.21± 1.17
7.00± 1.61

Newborn care

EG (n=24)
CG (n=24)

5.58± 1.68
5.29± 1.69

6.17± 1.34
6.46± 1.53

5.50± 1.93
5.71± 1.48

Maternity care

EG (n=24)
CG (n=24)

23.46± 3.28
23.42± 3.28

29.58± 3.42
27.54± 2.21

30.42± 2.60
29.38± 1.93

After birth care

EG (n=24)
CG (n=24)

13.00± 1.99
13.71± 1.57

14.87± 1.82
14.92± 1.90

15.67± 1.68
15.58± 1.71

Nursing handover

EG (n=24)
CG (n=24)

5.13± 1.26
5.17± 1.13

5.83± 1.17
5.33± 0.87

5.96± 0.86
5.38± 0.85

Newborn care

EG (n=24)
CG (n=24)

12.67± 1.46
13.92± 1.99

15.71± 2.42
15.75± 1.53

15.72± 1.26
15.75± 1.56

Newborn therapy for hypoxia

EG (n=24)
CG (n=24)

7.26± 1.49
7.83± 0.96

9.87± 0.22
9.08± 0.20

9.75± 0.19
9.45± 0.19

Sources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Group
Time
Group*Time

F

p

0.442
6.587
3.324
0.050
4.698
0.542
3.841
76.86
0.173
0.533
43.46
1.321
0.014
18.62
0.480
46.14
1.996
2.835
2.259
77.8
3.262

.510
.002
.450
.823
.011
.584
.056
< .001
.172
.469
< .001
.256
.032
< .001
.012
.164
< .001
.099
.041
< .001
.037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Competency, and Personal Satisfaction between Two Group					
Variables

Groups

Clinical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
Communication
Attitude
Total
Practice satisfaction
Debriefing
Total

Personal satisfaction

EG (n= 24)

CG (n =24)

M ± SD

M± SD

68.63± 4.53
18.00± 2.70
7.88± 0.95
94.13± 7.08
18.42± 0.15
9.25± 0.68
49.04± 3.74

61.63± 5.23
15.63± 1.43
7.501± 0.45
85.13± 6.18
18.25± 2.02
9.25± 0.68
48.29± 4.42

t
0.487
3.554
8.829
2.639
1.433
2.179
0.854

p
< .001
< .001
.293
< .001
.746
.044
.530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p =.044)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통합시뮬레이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사후 조사변

는 차이가 없어 가설이 일부 지지 되었다(Table 3).

수는 Jeffries[17]의 simulation model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학습성과
로 밝힌 지식, 수행 능력, 만족도, 자신감을 근거로 하여, 모아통합시뮬

논

의

레이션의 효과측정을 위해 시뮬레이션 전, 후, 임상실습 후로 구분하
여 변수를 반복측정 하였다. 먼저 통합 시뮬레이션 적용 후 분만과 신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생아 간호 지식에 대한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는 지식의 차이를

분만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실습 만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생아 응급간호 시뮬

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레이션 적용한 연구[9]와 급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기반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은 모성과 아동 전공교과목 별로 한 간호영역

교육을 실시한 연구[18]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후 지식의 차이가 보이

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 실습의 한계를 보완하고 최대한 의료기

지 않은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관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여 분만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기반 분만간호를 적용한 연구[19]와 대장내시경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

지식 및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 지식이 증가한 연구[20]결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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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결과이다.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 간호 경

잘 설계된 시뮬레이션 교육은 안전한 환경에서 원하는 만큼 반복

험이 없고 긴장과 두려움이 많은 학생은 상황에 따라 시뮬레이터를 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임상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를

용해 본 후 점차 인수인계나 보호자 등의 가상의 상황을 적용하는 것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으므로[21], 실제 임상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7].

을 적용할 때 지식 보유기간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22,23]. 그러나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의 만족도는 디브리핑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

본 연구에서 지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식의 차이를 보인

한 차이가 나타났다.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불

대부분의 연구가 대조군은 강의식 교육, 실험군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확실한 임상수행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

적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및 대조군 모두 중재방법을

이다. 시뮬레이션 후 실시하는 디브리핑을 통해 95% 이상의 학생들이

달리한 시뮬레이션을 실습을 적용하였고 시뮬레이션 실습 전 사전학

환자문제 관리 방법, 간호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약물중재에 대

습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지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이해 등을 교수와 동료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성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서는 두 그룹 모두 시뮬레이션 실습 후 자기

찰 할 수 있다고 하였다[28]. 모아 통합 시뮬레이션의 경우 디브리핑 또

효능감이 시뮬레이션 후, 임상실습 후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향상되었

한 모성간호학 교수와 아동간호학 교수가 디브리핑을 통합적으로 실

다. 이것은 산과 간호 영역에서의 시뮬레이션 적용 후 임상술기수행에

시함으로써, 분만실과 신생아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를 연계하여 성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 연구[24], 호흡곤란 응급관리에 대한 시뮬레이

찰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션기반 교육이 수행자신감이 증가한 연구[25]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

만족도는 대조군과의 차이가 없어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 시 교수, 학

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인수인계’

생, 동료 간 긍정적 상호관계를 촉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

영역과 ‘신생아 산소요법 간호’ 부분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실험군이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수인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에 차이를 보인 것은, 모아 통합실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교육은 대상자의 임상 수행능력

의 경우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운영하여, 분만장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29], 교육의 만족도 향상시키는[30] 등 긍

간호사와 신생아실 간호사 간에 직접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등 실제

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 간호교육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시뮬

임상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에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

레이션교육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분만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각 교과목 별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보다 생동감 및 현실감 있는 임상

임상수행능력, 자기효능감,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생아 산소요

분만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단편

법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인 이유는 분만실에서부터 태아가사 상태

적으로 운영되던 시뮬레이션을 통합적 상황을 제시하여 간호학생들

상황을 일시적으로 주거나, 신생아의 1분 Apgar Score를 7점으로 설정

이 배운 지식과 술기를 적용해보고 인수인계 등 상황에 맞는 의사소

하여 출생 직후 신생아가 빈호흡이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게 하여 모아

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통합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상 분만장에서 신생아실로 인수인계 시 신

있다. 나아가 임상에서도 간호사 교육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생아실에 있는 간호학생에게 신생아에 대한 건강사정 정보를 미리 제

위해서는 통합 시뮬레이션에 대한 추후 더 많은 사례개발과 중재를 통

공하여, 사전에 산소요법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

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된다.
다음으로 임상수행능력에서는 태도영역을 제외하고 술기영역과 커
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시뮬

결

론

레이션을 실습 시 연구자가 임상수행능력 평가도구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분만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통합 시

실습 후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적절히 평가되었는지를 2명의 연

뮬레이션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통합 시뮬레

구자가 재평가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부서 간 의사소통 상

이션을 적용받은 실험군과 각 교과목별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대조군

황을 시나리오에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수인계 등과

간에 지식 점수의 차이는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인수인계, 신생아 산소

같이 의사소통이 필요한 항목은 표정이 없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하는

요법 간호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가 시간과 그룹 간 상호작용이 있었

것과 달리 양방향으로 대화 및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

수 있으므로[26], 더욱 현실감을 느끼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를 보였으며, 만족도점수는 디브리핑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디브리핑 시 학생들이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감과 의사소통의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1) 임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인수인계 및 보호자 등과의 의사소통 상황은

실습기간 중 생성된 학습 성숙을 배제할 수 없었다. 2) 본 연구는 일 대

www.e-chn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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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공심화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cation in Nursing. 2008;39(2):74-80.
7. Song YA, Son YJ.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좀 더 다양한

problem 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임상현장을 연계한 통합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을 제언한다. 2) 본

in clinical performance and nursing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3학년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Women Health Nursing. 2014;20(4):246-254. http://dx.doi.org/10.4069/

므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

kjwhn.2014.20.4.246

언한다. 3)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연구를 제안한다.

8. Kim SH.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us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the care of women with postpartum hemorrhage on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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