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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 임상수행자신감과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송 영 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and Nursing Competence
Song, Young A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An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imulation-based maternity nursing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PBL) o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and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one group pre-posttest design, with 123 third
yea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9 to May 29, 2013 as the students completed their simulation
practice class. Students completed a survey about their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and nursing competence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class. Results: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and
nursing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the simulation-based maternity nursing practice.
Conclus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current maternity nursing curriculum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and the students should be provided variety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and maternity nurs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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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
능력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1]. 또한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

1. 연구의 필요성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새로 개발되고 다양한
간호중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사정과 문제

최근 간호대상자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높은

해결능력을 갖춘 간호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2].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간호실무현장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간호수행능력을 갖춘

의료현장은 고객만족도에 대응해야 할 전환기에 직면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요구도를 증가시키면서 간호학생의 직접적인

특히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영향으로 고객만족도를 병원경영

간호수행의 기회는 점차 축소시켰다. 또한 관찰에 의존하는

에 반영하는 기관도 늘어남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제고가 중요

임상실습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임상간호교육에 대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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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학의 실습교육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3].

도적 학습방법인 PBL의 장점과 임상과 유사상황을 재현할 수

따라서 임상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정체성과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합한 수업설계를 적용하고자 하였

직무수행능력을 겸비하여 임상 실무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다. 이에 모성간호실무를 실제로 재현한 모의 임상환경에서

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임상간호 핵심능력을 갖도록 실

분만 시뮬레이터(Noelle)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

습을 시키는 데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4]. 특히

제해결 간호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모듈을 개발하고, 자기

분만실실습은 다른 임상실습보다 더 어려움이 많으며, 진통과

주도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간호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만 중인 대상자를 대상자의 허락 없이 관찰하거나 직접간호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과

를 제공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5,6]. 또한 임산부와

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교과목에서 모성간호 실습교육 전과

태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등의 이

후에 문제해결과정, 임상수행 자신감 및 간호수행능력의 변화

유로 간호학생들에게 실습교육의 기회가 적다[5]. 이렇듯 실제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실습교육에서의 수업설계를 위

적으로 임상현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호학생보다는 숙련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된 간호사에게서 간호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7], 환자를 대상으로 하

2. 연구목적

는 임상실습에서는 학생들이 반복학습을 통한 간호기술 습득의
기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실습의욕이 저하된다[8].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하여 시뮬레

이러한 제한된 임상실습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이션 모성간호실습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간호대학에서 실제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
자 중심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9].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에 기반하여 간호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시뮬레
이션 모델을 제시한 연구[10]에서는 학습의 성과 지표로 기식,
기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및 자신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전략으로 문
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8,11]. 문제중심학습은 구성주
의에 바탕을 둔 교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모형으로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PB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전 ․ 후 간호학
생의 문제해결과정의 차이를 파악한다.
 PB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전 ․ 후 간호학
생의 임상수행 자신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PB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전 ․ 후 간호학
생의 간호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PBL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후 분만시뮬레
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내용을 파악한다.

[3], PBL은 학습자들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연구방법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해결과정을 이끌어가는 자
기주도적 학습이다[1].

1. 연구설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는
PBL과 시뮬레이션이 연계된 수업 적용 연구[8,12], 모아임상실

본 연구는 분만 시뮬레이터는 미국 Gaumard사의 ‘NOELLE

습을 중심으로 PBL을 적용한 연구[11],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출산 시뮬레이터(S574-575-576, Maternal Neonatal System)

분만간호 시뮬레이션 연구 등이 있다[4,5,13]. 특히 시뮬레이션

를 이용하여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수행능

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수행 자신감과 간호수행

력, 임상의사결정능력, 자신감 및 수기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었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다[14-16].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문제

group pre-post test design)이다.

중심학습을 통합시켰을 때 PBL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이 임상
수행능력의 강한 예측요인이었다[8]. 또한 간호학생들의 임상

2. 연구대상

술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17], 의견을 주고
받는 등의 의사소통 훈련을 잘 받았다고 인식한다[8].
본 연구는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학습자 중심 자기주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 일개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이다. 2013년 1학기에 통합시뮬레이션 실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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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173명에게 수업 전 연구자가 연구대

호, 교육간호, 투약간호, 우선순위의 간호중재의 내용으로 구

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자신 없다’ 1점, ‘도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연

움 받고 할 수 있다’ 2점, ‘혼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3점으로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 123명을 연구대상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

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받

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중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수

= .91이었다.

있음을 알려주면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일개 팀에 4~5명으로 조원이 구성되어 총 24개 팀으로 이루어

3) 간호수행능력

졌다. 2013학년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수행능력 측정도구는 전문가타당도 검증을 받은 임상

이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2학년 1학기와 2학기 동안 여성건강

수행 자신감 도구에서 간호사정, 간호수행 및 기술 등의 항목

간호학 교과목 4학점을 이수함과 동시에 분만실과 산과병동 실

으로 구성된 것으로 3개의 시뮬레이션 평가모듈의 알고리듬

습 2학점씩 총 4학점을 이수하였다. 표본수 산정은 G*Power

에 맞추어 간호수행능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평가모듈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ffect size (  ) 0.5, Power (1-β)

의 알고리듬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8, 유의수준(⍺) .05로 계산한 결과 총 표본 크기는 45명이었

맞게 컴퓨터에서 알고리듬을 상황별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으며,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간호학생 123명이었다.

간호수행능력 체크리스트는 총 44문항으로 조기진통 임부간
호수행능력 14문항, 분만 산부 간호수행능력 15문항, 산후출

3. 연구도구

혈 산모간호수행능력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체크리스트
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정확히 수행함’ 5점, ‘대체로 정확

1) 문제해결과정

히 수행함’ 4점, ‘보통 수행함’ 3점, ‘불완전 수행함’ 2점, ‘수행

문제해결과정 측정도구는 Process behavior survey [18]

하지 않거나 틀리게 수행함’ 1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를 통해 수정 ․ 보완한 도구[1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

록 간호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가자는 교수 1인과 외

발견’ 5문항, ‘문제 정의’ 5문항, ‘문제 해결책 고안’ 5문항, ‘문

래교수 1인이 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측정한 평가자간 신뢰

제 해결책 실행’ 5문항, ‘문제 해결의 검토’ 5문항의 총 25문

도 상관계수는 .79 (p <.001)이었고, 본 도구의 신뢰도 Cron-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

bach's ⍺= .97이었다.

의 언제나’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
제해결과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Turcato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측정도구는 전반적인 수
업에 대한 평가도구[6]로 유용성 7문항, 부담감 6문항, 실제성

2) 임상수행 자신감

2문항, 수업과 평가방법 만족도 7문항, 교수방식의 효과 3문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는 여성건강간호학 관련

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Likert 4점

문헌과 교수 1인, 분만실 수간호사 1인의 의견 및 본 연구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

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추출된 체크리스트 항

우 그렇다”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유

목은 여성건강간호학 교수 2인과 현장실습지도자 3인을 대

용성 .74, 부담감 .78, 실제성 .77, 수업과 평가방법의 만족도

상으로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 점수(CVI)를 산정하기 위해 5

.79, 교수방식의 효과 .78점이었다.

점 척도에서 Fehring에 의해 수립된 값을 ‘매우 부적합’ 0.2
점, 2점은 ‘부적합’ 0.4점, ‘보통’ 0.6점, ‘적합’ 0.8점, ‘매우 적
합’ 1점으로 환산하여 각 문항의 측정된 값이 0.8점 이상인 문

4.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항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19]. 최종적으로 조기진통 임부에
대한 태도와 임상수행절차 18문항, 분만 산부에 대한 태도와

1)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평가모듈 개발

임상수행절차 19문항, 산후출혈산모에 대한 태도와 임상수행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다루는 주요개념은 조기진통 임부간

절차 19문항 총 56문항이며, 각각 대상자에 대한 태도, 사정간

호, 분만산부 간호, 산후출혈 산모간호이다. 이 개념들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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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병원의 매뉴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진단명으로 간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및 역할에 대해 토론을

호학생들이 임상실습시 주요하게 다루는 대상자들로 간호사

유도하였다.

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중
심학습 모듈개발과 시뮬레이션 평가모듈에 대한 알고리듬

(3) 문제해결과정

(Algorithm)을 개발하였다.

시나리오를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하도록 훈련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기 위한 모듈은 시뮬레이션 실습 지

하고, 가설을 세우고 Learning Issue는 팀별 자율학습을 통해

침서에 수록하였으며, 이 지침서에 시나리오와 관련정보(산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계획을 세우고 사정간

전진찰기록지, 분만진행기록지,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 의사

호, 교육간호, 투약간호, 처치간호 등의 간호사의 역할극을 하

처방지, 임상검사지 등), 문제해결방법, 관찰지, 기록지, 교수

도록 하였다.

용 평가지, 학생용 평가지, 분만간호 핵심술기 절차 등이 포함
되어있다.

(4) 시뮬레이션 실행

시뮬레이션 평가모듈의 알고리듬은 실제성과 충실성을 높

실습조교 1인이 표준화 환자, 임상병리사, 가족 등의 역할

이기 위해 실제 임상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10

을 하고, 필요시에는 지역사회 간호사 등의 역할을 포함시키

월에 임상실습병원의 현장실습지도자에게 3개의 알고리듬으

기도 한다. 교수자는 컴퓨터 알고리듬을 조작하면서 24개 팀

로 모의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각 모듈

별로 다른 상황을 연출하면서 학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외

은 임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평가를

래교수는 간호수행능력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였다. 각 팀은 3개의 평가모듈로 시뮬레이션에 직접 참여하
는 동안 나머지 조는 Skills Lab에서 대기하면서 준비하도록

2) 문제중심학습과 시뮬레이션 모듈 적용

하였다. 분만실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학생과 관찰 및

2013년 3학년 1학기 통합시뮬레이션 실습은 15주 동안 1

기록간호사로 구분하여 인계를 시작으로 대상자 상황이 연출

학점 2시수로 성인병동실습, 신생아 소아과병동실습, 분만실

이 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관찰 및 기록

및 산과병동실습이 진행되며 과목별로 2주간 운영한다. 학생

간호사는 간호사정, 간호중재, 의사소통,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은 3개의 실습과목별로 1주에 4시간씩 총 2주 동안 8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양식에 맞추어 자세히 기록한다.

실습하며, 일개 반은 21~27명씩 배치되고 4~5개의 조로 구성
되어 한 조에 4~5명의 학생이 실습을 한다. 3개의 모듈 적용

(5) 디브리핑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이클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평가가 끝나면 팀별 관찰 및 기록간호사에
의해 브리핑을 하고(서술단계, 분석단계), 간호과정을 적용할

(1) 선수학습

수 있도록 한다(적용단계). 마무리 단계에서는 성찰과 반추를

모성간호 지식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통해 부족한 지식, 기술, 태도에 비판적 사고를 간호과정에 적

학습을 통해 성취욕구를 고무시키고, 통합시뮬레이션 수업 시

용하도록 재교육과 훈련을 한다.

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지식, 기술, 태
도를 사전에 습득하고 올 수 있도록 참고문헌과 전문 표준 양

(6) 학습자 평가

식을 알려주었고, 교과 외 운영하는 자율실습 시간에 Skills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피드

Lab에서 모성간호 핵심수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백이 이루어지고, 개별 서면 평가 작성과 반성적 성찰의 시간
을 갖는다.

(2) 비판적 사고훈련
자기주도적 학습과 문제중심학습에 기반하여 질문과 토론

3)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

의 내용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기진통

1주차는 사전 공지한 대로 수업 전 시뮬레이션 지침서를 활

임부, 분만 산부, 산후출혈 산모 문제중심학습 패키지를 차례

용하여 선수학습을 한 학생만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팀별로

로 제시하면서 시나리오를 파악하여 문제확인 및 문제해결을

간단하게 문제중심학습 패키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간호수

위해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실무적용을 하도록 하였고,

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시간에는 PBL 패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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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간호과정에 적용하고 문제해결과

6. 자료분석

정을 익힌다.
1주차와 2주차 중간 자율실습 시간에는 팀별 학습이슈를
정리하여 분만간호 핵실술기 실습실 실습을 한다. 이 시간에
학생들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Skills Lab 실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습실의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주차는 실습 팀별로 시뮬레이션 평가모듈을 실행시켰다.
2시간 30분 동안 한 그룹 당 30~3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한 팀이 실행하고 있는 동안 먼저 마친 팀은 디브리핑 준비 양
식에 맞추어 팀별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4~5개 조원들이 모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만간호실습 전 ․ 후 대상자의 문제해결과
정, 임상수행 자신감 및 간호수행능력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두 모여 디브리핑을 하면서 각 그룹의 임상상황, 문제해결과
정, 관찰 및 기록간호사의 기록지를 공유하였고, 성찰적 반영

연구결과

을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 자료수집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20세이었으며, 총 123명 중 22~23
자료수집은 2013년 3월 19일에서 5월 29일까지였으며, 첫

세가 74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20~21세가 38명(30.9%)

번째 실습은 3월 19일에 25명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였고, 4

이었으며, 24~29세는 7명(5.7%), 30~41세는 4명(3.2%)이었

월 10일에 26명, 5월 1일에 27명, 5월 15일에 24명, 5월 29일

다. 성별은 여학생이 102명(82.9%)이었고, 남학생은 29명(17.1

에 21명이 실습을 마쳤다. 사전 조사는 각 시뮬레이션 실습 2

%)이었다.

주 중 첫 주차에 선수학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문제중심학습 수업시작 전에 자가 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문
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 자신감을 작성하였고, 교수 1인과 외

2.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전 ․ 후 문제
해결과정

래교수 1인이 PBL 패키지 시나리오로 팀별로 간호수행능력
을 평가하였다. 사후 조사는 둘째 주차에 시뮬레이션 실행과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전 ․ 후 문제해결과정은 Table 1

디브리핑을 마친 후 수업 마지막 시간에 문제해결과정, 임상

과 같이 실습 전 문제해결과정에 비해 실습 후 문제해결과정

수행 자신감과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수업에 대한 평가지를 작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성하도록 하였고, 교수 1인과 외래교수 1인이 시뮬레이션 평

하부영역인 문제 발견(p = .035), 문제 정의(p <.001), 문제

가모듈을 이용하여 팀별로 간호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해결책 고안(p = .032), 문제 해결책 실행(p = .018), 문제 해결
의 검토(p = .003)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N=123)
Before
M±SD

After
M±SD

t

3.12±0.43

3.34±0.60

-3.99

＜.001

Detection of problem

3.35±0.60

3.54±0.92

-2.13

.035

Definition of problem

2.94±0.52

3.14±0.67

-3.74

＜.001

Design of problem solution

3.31±0.65

3.61±1.24

-2.17

.032

Execution of problem

2.91±0.51

3.10±0.77

-2.41

.018

Investigation of problem solving

3.09±0.62

3.31±0.74

-3.02

.003

Variables
Problem solving process

250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p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 임상수행자신감과 간호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3.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전 ․ 후 임상
수행 자신감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실습 전 간호수
행능력은 산후출혈 산모간호 수행능력이 5점 만점에 3.64점
으로 가장 높았고, 분만 산부 간호수행능력은 3.54점, 조기진

시뮬레이션 모성간호실습 전 임상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

통 임부간호 수행능력이 3.42점이었다. 실습 후 하부영역에서

는 Table 2와 같이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자신감 정도가 통

도 산후출혈 산모간호 수행능력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실습

다음은 분만 산부 간호수행능력이 3.77점, 조기진통 임부간호

전 임상수행 자신감의 하부영역 중 산후출혈 산모간호가 3점

수행능력은 3.67점이었다(p <.001).

만점에 2.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분만 산부 간호가 2.43점, 조
기진통 임부간호는 2.38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습 후

5.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수업에 대한 평가

하부영역에서도 산후출혈 산모간호가 2.61점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 분만 산부 간호가 2.60점, 조기진통 임부간호는

분만 시뮬레이터 활용수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Table 3과

2.58점이었다(p <.001). 3개의 하부영역 모두에서 대상자에

같이 교수방식의 효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4점 만점에 3.67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실습 전후 유의한 차이가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유용성(3.25점), 수업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정, 간호교육, 투약간호, 우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3.15점), 실제성(2.98점) 순으로 나

선순위의 간호중재에서 통계적으로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타났다.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6점인 것으

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5).

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실제 실력향상을 위해서 추가
수업이나 연습의 기회가 필요하다’가 있었으며, ‘평가하기 전

4.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전 ․ 후 간호

시뮬레이터로 1회 연습만 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수행능력

논

의

간호수행능력은 총 24개 조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간호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본 연구는 여성건강간호학 이론 및 실무를 모두 이수한 후

Table 2. Comparison of Self-confidence in Clinical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N=123)
Before

After

M±SD

M±SD

Nursing assessment
Nursing education
Medication
Priority nursing intervention
Attitude toward the clients (a pregnant women)
Total

2.17±0.32
2.52±0.34
2.22±0.99
2.52±0.41
2.64±0.25
2.38±0.25

2.49±0.40
2.65±0.45
2.52±0.96
2.68±0.42
2.68±0.42
2.58±0.36

-8.34
-3.06
-2.49
-3.42
-1.02
-6.32

＜.001
.003
.014
001
.309
＜.001

Normal labor
and delivery

Nursing assessment
Nursing education
Medication
Priority nursing intervention
Attitude toward the clients (a woman in childbearing)
Total

2.28±0.34
2.44±0.36
2.11±0.42
2.36±0.49
2.70±0.27
2.43±0.29

2.49±0.39
2.70±0.94
2.38±0.50
2.55±0.47
2.76±0.35
2.60±0.36

-5.68
-2.86
-5.05
-3.48
-1.76
-4.69

＜.001
.005
＜.001
.001
.081
＜.001

Postpartum
hemorrhage

Nursing assessment
Nursing education
Medication
Priority nursing intervention
Attitude toward the clients (postpartum women)
Total

2.45±0.36
2.55±0.31
2.02±0.55
2.43±0.33
2.72±0.27
2.50±0.24

2.58±0.39
2.67±0.41
2.38±0.59
2.52±0.42
2.75±0.36
2.61±0.33

-3.57
-3.23
-6.35
-2.38
-1.08
-4.10

.001
＜.001
.002
.019
.283
＜.001

2.42±0.22

2.60±0.32

-6.25

＜.001

Sub-domain

Items

Preterm labor

Total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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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ursing Competence before and after Simulation-based Practice by applying Problem Based Learning
(N=123)
Nursing competence score
Before
After
M±SD
M±SD

Sub-domain

t

p

Nursing intervention for women with preterm labor

3.42±0.48

3.67±0.64

-4.95

＜.001

Nursing intervention for women with normal labor

3.54±0.59

3.77±0.66

-4.05

＜.001

Nursing intervention for women with postpartum hemorrhage

3.64±0.56

3.82±0.66

-2.94

.004

Total

3.54±0.50

3.76±0.63

-4.52

＜.001

Table 4. Evaluation for Using of Birthing Simulator (N=123)
Variables

M±SD

해 4개의 패키지를 개발하여 적용 후 효과를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향상은 간호대학에서 학생을 지

Availability

3.25±0.43

도하는 교수자의 역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Academic stress

2.86±0.57

된 바 있다[21]. 이에 대학과 임상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

Fidelity

2.98±0.67

과운영에 대해 관심과 소통을 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점들

Satisfaction with class and evaluation

3.15±0.38

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

Effect of professor's teaching styles

3.67±0.42

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은 5점 만점에 시뮬레

통합시뮬레이션 실습교과목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실

이션기반 모성간호실습 전 3.12점에서 실습 후 3.34점으로 통

습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 자신감 및 간호수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하부영역에서도 모두 증가

행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실습 실무교육의 체계적인 개선

하였으며, 특히‘문제 해결책 고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 분만실 임상실습 환경의 변

는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문제해

화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관찰위주의 실습 또는 관찰조차 할

결과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22]과 일치하였으며, 시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실습교육을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

뮬레이션 연계 PBL을 활용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문제

다. 이러한 현상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

해결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연구[12]도

핵심능력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를 일으킨

있다. 반면에 시뮬레이션기반 심폐응급간호교육 후 실험군과

다. 간호학생들의 모성 간호수행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15]도 있었다.

실습교육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교수-학습전략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학습자중심의 실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임상실습

습을 통해 현실성 있는 경험과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 비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반복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교수자의 철학과 학습방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20]. 특히

에서 유용하고 활용성이 높다[23].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PBL과 시뮬레이션 연계 수업은 실무를 중시하는 간호교육에

이 간호대학생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

서는 매우 중요한 교수학습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

키며[24],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안전한 환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3학년 1학기에 임상실무를 재

경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현하기 위해 3개의 PBL 패키지를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실습

마련해준다[2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수학

에 적용하였다. 이는 교내 실습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교

습전략에 따라 시뮬레이션 수업의 효과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육으로 2개의 임상상황을 3부분의 시나리오로 전개하여 실습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PBL을 적용한 교육과 함께 시

실 실습을 적용한 연구[8]와 유사하게 PBL 수업에서 시나리오

뮬레이션 실습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업설계모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수기를 시뮬레이터를 활용

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 실습 후 디브리핑과 평가를 하였다. 교내 실습실외 모아

대상자의 임상수행 자신감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에 비해 실

임상실습지도시에 적용한 연구[11]에서는 PBL을 적용하기 위

습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산과간호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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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뮬레이션 실습 전과 후에 자신감 정도가 높아졌다고 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시뮬

고한 연구[26]와 일치하였다. 또한 분만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

레이션 실습실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자율학습

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간호술기에 대해 자신감이 향상되었

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임상현장과 똑같은 실습실 환경을

고[27], 시뮬레이션 실습 후 분만간호에 대한 임상수행에 대한

충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보고한 연구[5]도 있었다. 이

위해 PBL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는 시뮬레이션 실행 전 주에 선수학습과 비판적 사고훈련을

교수진과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현장실습지도자 등의 인프라

하고 자율실습을 통해 반복연습하면서 자신감이 상승한 것으

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축과 함께 학생수준과 시

로 사료된다.

기에 적절한 시뮬레이션 매트릭스를 기초단계부터 계획하여

대상자의 간호수행능력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에 비해 실습

다양한 모듈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학생 스스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교육

성찰할 수 있는 디브리핑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과정을 통해

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본 연구[15]결과와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과정적용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후 임상수행

선하도록 한다. 시나리오는 간단한 기본간호수기부터 비판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28]도 있다.

사고가 필요한 복잡한 간호과정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야 하

본 연구에서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고려해 볼 때

며, 분만 시뮬레이터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적절한 시뮬레

우선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문제해결과정을 익히고, 임상

이션 평가체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율실습으로 반복실습교육을 실시한 것이 간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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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imulation-based practice is an effective learning method in maternity nursing. It also helps nursing
students to build up their self-confidence for clinical performance in childbirth and postpartum cares.
￭ What this paper adds?
PBL-inte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vided a chance to learn by more practical experience with
increased problem solving process, self-confidence, and nursing competenc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imulation-based maternity nursing practice strategies such as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cluding nurse practitioner and preceptors to increase th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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