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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받은 경험에 관한 의미와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대상자는 이론적표본추출을 통해 6명을 선정하여 동전 던지기를 통해 3명
씩 2팀으로 나눠 포커스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방법 중 Colaizzi의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실습은 3개의 범주(간호의 임상을 미리 경험해봄, 시뮬레이션 실습의 이로움, 시뮬레이션 실습
의 한계)와 14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동영상 시청교육은 3개의 범주(교육의 편리성, 교육효과 증대, 지식 전달의 부족)
와 6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효과적으로 간호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하기를 제언한다.
주제어 :  경험, 시뮬레이션, 동영상, 간호대학생,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attempted to understand meaning and essential structure 
of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who received simulation training and video watching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laizzi method amo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simulation practic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in advance, benefit of simulation exercise, limitation of simulation exercise) and 14 
themes. Video watching education was derived from three categories (convenience of education, 
increase of educational effect, lack of knowledge transfer) and 6 theme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imulation training and the video watching education should be ref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apply to the nursing curriculum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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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뮬레이션 교육은 재현된 임상환경에서 구조화된 시

나리오에 따라 구체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리반응을 일으키는 실제 사람 
크기의 인간모형을 통해 실제 임상환경에서 얻을 수 있
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간호
중재 능력과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1].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환자에게 직
접 수행하지 않아 안전하다[2]. 따라서 학습자는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 
업무에 익숙해질 뿐 아니라, 수행자신감도 향상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4].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 집단의 크기의 제한과 
많은 실습교육 시간과 다수의 교육인력 및 고가의 실습
장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교육의 접근성 및 활용
성에 제한이 있다[5].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습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 방법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 교육은 다양한 임상상황을 촬영하여 적
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실습교육에 활용할 수 있어 교
육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있어 효과적이다[6]. 간호교육방
법으로써의 동영상은 사전지식 전달 및 사전학습, 휴대폰 
자기촬영을 통한 실습교육,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동료학
습의 효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학습동기, 자기주도성, 학습만족도, 수행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8]. 또한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를 이용한 교육은 간호학생
에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간호학생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9,10].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시뮬레이션관련 동영상을 
활용한 연구는 표준화환자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서 동
영상을 활용해 동료 학습의 효과를 연구한 박인희와 신
수진의 연구[8]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과 동영상 디
브리핑을 활용해 디브리핑의 효과를 분석한 김진영의 연
구[11]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선택한 변
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양적연구로서, 간호
대학생의 동영상시청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
구는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시뮬레이
션과 동영상은 각 교육의 특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효과

적으로 적용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12,13]. 이에 시뮬
레이션 실습 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
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보다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
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도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14]. 이때 선행연구[12,15,16]에
서 호흡곤란 사례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므로 
본 연구 또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에는 호흡곤란 사례
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흡곤란 사례를 중심
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에 참여
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2. 본론
2.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호흡곤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뮬
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에 관한 경험을 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여 그
들이 경험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2.2 연구 방법
2.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

청교육을 경험한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현상
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선수학습으로 기초간호과학 관
련 과목과 기본간호학 및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이수
하고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과 동영상 시청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포함한 모집광고를 내서 지원한 자에게 추가 
설명과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및 서명한 학생이다. 
이 중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포커스 그룹의 선정 방법은 각 참여자가 할 말이 많
고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거나 진심어린 의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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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 소규모
의 포커스 그룹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17]고 하여 
6명을 2팀으로 나눠 소규모의 포커스 그룹을 이용했다. 
이때 2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동전 던지기를 통해 3명씩 
2팀으로 나누었다. 

2.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 연구 중
도 포기 가능과 그로 인한 불이익 없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연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 후 
자료를 폐기할 것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 참
여자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경
우라도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과 면담 동안 질
문에 응답하기 곤란한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됨을 사전
에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
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품이 지급되었다.

2.2.4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간호대학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

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로부터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
규 교과목으로 수강 교육 받았고, 동료 그룹과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며 배경지식을 쌓았다. 또한 다
년간 질적연구와 관련된 워크숍과 세미나에 매년 1회 이
상 참석하였다. 공동 연구자는 근거이론 및 현상학적 연
구방법을 통해 질적연구에 대해서 국내 및 해외 학회지
에 다수편의 논문을 게재해왔고, 간호대학에서 간호연구
방법론 및 기초간호과학 기본간호학 시뮬레이션 수업을 
20년간 담당해왔다. 연구자 모두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
션 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의 경험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숙독하며 이론적 민감성을 갖
추고 있다. 

2.2.5 시뮬레이션 실습 및 동영상 시청교육
1) 시뮬레이션 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시나리오 및 적용사례는 호흡곤란에 

대한 선행연구[18]를 바탕으로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 개발된 호흡
곤란 시나리오를 수정 한 simulation template을 이용
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 소재의 S병원 응급실 수간

호사의 임상 자문과 시뮬레이션을 강의하는 간호학과 교
수 2인의 감수를 받아 실제 임상 사례에 근거하여 시나
리오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호흡곤란에 대한 시뮬레
이션 시나리오가 장착 된 고재현성(High fidelity) 시뮬
레이터(SimManⓇ 3G, Laerdal, Starvanger, Norway)
를 사용하여 간호중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사
전 동의하에 시뮬레이션 평가 과정을 녹화하였다. 시뮬레
이션 실습은 호흡곤란 사례학습 자료를 제공한 후에 시
뮬레이션 실습을 시행하였다.

2) 동영상 시청교육
동영상 시청교육은 기존에 시뮬레이션 실습 시 대상자

의 동의하에 녹화되었고, 본 연구에서 활용되도록 사전에 
참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약 70개의 
호흡곤란 사례동영상을 이용했는데, 동영상의 내용은 준
비도, 간호사정, 중재와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된 20개의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였다. 평가는 40점 만점을 기준으
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수사례 동영상으로 선정하였으
며, 그중 우수 사례 동영상을 3개 선택하고, 오류 사례 동
영상은 9개 사례를 선택하였다. 우수 사례 동영상은 각 
사례 당 약 5분의 동영상으로, 오류 사례 동영상은 각 사
례 당 약 2~3분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교육 하였다. 우
수 사례 동영상의 내용은  대상자 객관적 자료(청색증, 
청진 등)수집, 주관적 자료(대상자의 주호소, 증상 등)수
집, 간호중재(처방된 투약5R 확인,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 대상자 교육, 대상자 재 사정), 의사에
게 보고(준비된 대상자 사정 보고, 대상자 정보 충족, 대
상자 정보의 정확함) 모든 항목을 완전수행한 것이고, 오
류 사례 동영상은 위 내용의 오류 등이다.

2.2.6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2월 1부터 2월 28일까

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교육하지 않고 담
당하지 않는 연구자가 면담을 진행해서 참여자의 의사표
현과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끌어내고
자 3명씩 총 6명을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
도록 참여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주로 참여
자가 정한 교내 상담실 및 휴게실에서 진행하였다. 포커
스 그룹을 통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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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가?’를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이야기가 반복되거나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또한 1차면담 내용을 필사 후 면담 내용 중 불충분한 내
용에 대해 추가로 2차면담을 실시하거나 면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면담 내
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필사 하였다. 그 후에는 필사본을 읽으면서 면
담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포
커스 그룹별 1회 면담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었다. 

2.2.7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9]가 제시한 현상학
적 7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Colaizzi[19]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시뮬레이션과 관련
된 경험을 주제로 한 현상한적 연구인 선행연구
[14,20,21]에서 Colaizzi[19]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였
기에 따라서 본 연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녹음 해온 내용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대상자

의 진술 그대로를 필사 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2단계는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강조되는 내용 현상과 관련 깊다고 판단되는 내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추출된 문장 혹은 구로 이루어진 진술에서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
로 재구성 하였다. 

4단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5단계는 분석된 자료, 즉, 주제, 범주들에 대해 총체적
으로 기술하였다. 

6단계는 총체적으로 기술되었고 조사된 현상의 공통
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경험이 지니는 본질
적인 구조를 진술하였다. 

7단계는 최종적인 기술이 대상자 6명의 경험과 일치
하는지 대상자들에게 확인하는 타당성을 거쳤다. 

2.2.8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22]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엄밀성에 대한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들에게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에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
자들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새로운 자
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심층적
으로 수집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사한 맥락
에서 질문을 반복했을 때, 연구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
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
석 과정에서는 상호간의 점검과 검토를 거치며 질적 연
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과 간호연구
방법 및 질적 연구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 1인들에게 연
구 과정의 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중
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학생을 
면담하고, 이해나 편견 등을 사전에 마련한 연구 노트에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선입견과 전제들을 중지 상태로 유
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에 관한 경험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
교육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은 3개의 범주와 14개의 주제, 동영상 시청교육 경험은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이 
겪는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에 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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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practice experience
Category Theme

1. clinical 
nursing of 

Pre-experience 

Simulation that feels like a real-situation
Experience a new practice called simulation
Nursing assessment is still difficult
Education that confuse greetings
Education for patients is shyness

2. Benefits of 
simulation 
practice

Raise complex thinking skills
Pre-experience priorities for emergency nursing
Relief the burden of being evaluated

3. Limitations 
of simulation 

practice

Feel limited due to evaluation-oriented practice 
education
Learning effects reduced by unintentional hints
Insufficiency being able to contact various clients
Strengthening of advance learning is required
Situation is limited due to programmed scenarios
Simulator easy to check symptoms compared to 
actual

Video watching educational experience
Category Theme

1. Convenience 
of education

Learn from video best case
Repeated learning is possible because it is free to 
play & stop

2. Increase of 
educational 

effectiveness

Feeling sense of liveliness video watching 
education
Video Watching education that you can objectify 
myself

3. Lack of 
knowledge 
transfer

Less of details education
Feel a lot of omission in the process

Table 1. Category and Theme of Simulation practice 
and video watching educational experience

3.2 시뮬레이션 실습에 관한 경험의 주요 진술
범주 1. 간호의 임상을 미리 경험해봄
주제 1) 실제상황과 같은 느낌을 받는 시뮬레이션
“학교에서 그런데 항상 팔 부분 모형, 배 이런 부분들

로만 봐왔는데 사람 전체를 보니까 뭔가 진짜 약간 임상
에 있는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뭔
가 이렇게 좀 실제 임상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
져본 느낌이라 좋았고, 생각보다 딱 투입이 됐는데 뭔가 
머릿속에 잘 넣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
까 아 뭐해야 되지? 이런 게 커서 아 뭔가 나중에 임상가
면 더 기억 안 나겠지? 이런 걱정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주제 2) 시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실습을 체험하기
“제가 만약에 wheezing sound를 청진을 했어야 했

는데 이 부위에 청진을 하면 정말 이 sound가 들리는지 

아니면 안 들리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산소를 켰을 
때 이게 정말 작동이 돼서 이게 볼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
가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내가 이걸 돌려서 이게 진짜 올
라가야지 지금 내가 이걸 수행 한 걸로 체크가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기계에서 wheezing sound까지는 안 들려주
는 건지 약간 이런 게 조금 우왕좌왕 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 하면서 아 지금 내가 이거를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 
건가? 이 기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조금 놀랬거든요.”.

주제 3)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는 간호사정
“저는 개인적으로 활력징후를 실습할 때 제일 처음 배

운 그리고 제일 처음 시험을 보기도 한 거고 그래서 유독 
호흡수 쟤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도 저희가 배울 때도 환
자가 의식해서 호흡수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
크를 치잖아요. 그 호흡양상을 확인해야한다 라는 게 너
무 어려워서 이거를 내가 지금 숫자를 세야하나 아니면 
그냥 약간 그러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냥 넘어간 거 같아
요. 혈압이 환자한테서는 정상 혈압인가 높은 가 낮은 건
가 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제 4) 인사마저 헷갈리는 교육
“저는 사실 하기 전에 친구랑 ‘우리 인사를 한 명이 하

는 거야? 두 명이 하는 거야?”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
서 막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한명만 자꾸 인사를 해가지
고 그냥 한명만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잘한 사
례를 보여주시는 동영상에서 한 명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랬어요. “ 

주제 5) 환자에게 하는 교육이 쑥스러움
“저는 환자의 의사소통이 이게 제일 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타이밍에 이 말을 해줘야하는지 그게 
어려웠어요. 막 환자분 계속 숨 들이 쉬세요 내 쉬세요 
이렇게 들이 마시고 이렇게 내쉬고 이거를 말을 계속 해주
는데 쑥스러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모형인데 그냥.” 

범주 2. 시뮬레이션 실습의 이로움
주제 1) 복합적 사고 능력을 길러줌
“기존의 기본간호학 실습은 처치 한 개만 프로토콜 한 

개만 수행 하는 거였다면 시뮬레이션은 아예 사례를 주
고 복합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고 사정하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구나. 훨씬 
더 응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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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응급간호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리 겪어봄
“저는 우선순위도 되게 힘들었어요. 막 응급상황이라

서 저도 마음이 급한데 일단 저희가 바이탈 체크하고 이
런 게 우선인거는 맞잖아요. 근데 당장 이 환자는 아픈데 
나는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도 되나? 약간 뭐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가 우선인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주제 3) 평가받는다는 부담감 완화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 실에 있는 평가자들한테는 저

희가 보이고 저희는 평가자들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게 되
게 신기했고, 오히려 평가자가 안보이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저희 원래 실습에서는 평가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게 너무 부담이었어요. 그게 실제 임상 
같지 않고 너무 평가 받는다는 압박감이 커서 차라리 시
뮬레이션 실처럼 저희만 있는 공간이라면 평가를 잘 받
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주 3. 시뮬레이션 실습의 한계
주제 1) 평가 위주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으로 인해 

한계를 느끼게 됨
“이거 평가지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환자 체위를 돌려주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왜 하는지 
보다는 이거 해야 돼 뭔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가자마자 v/s 체크해야 돼 이런 거 
있었어요.”

주제 2) 의도치 않은 힌트로 인해 감소되는 학습효과
“EKG node를 붙일 때 제가 위치를 원래 직접 배우고 

가는데 기계 자체에는 똑딱이가 딱딱딱 되어 있으니까 
뭔가 학습효과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떨어지지 않았을
까... 실제로는 사람한테 EKG 붙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는 않잖아요.. 어? 여기 끼울 데 있네 하고 그냥 끼운 느낌?”

주제 3) 다양한 대상자를 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학교에서 케이스별로 환자를 배우면 임상에 나가서 

성인 환자만 만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제가 소아과에 
갈 수도 있고 노인 위주의 센터에도 갈 수도 있으니까 학
생 때 미리 환자별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그 임상에 나
가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제 4) 사전학습의 강화가 필요해짐
“저는 사전학습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더 당황했다

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 더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아무리 시뮬레이터라고 해도 아 딱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사전 
학습이 좀 잘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학
습을 해야 하는 것도 있어서요.”

주제 5) 프로그램 된 시나리오로 인해 상황이 한정되게 
느껴짐

“저는 시뮬레이터가 주로 성인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
는데 저희가 만나는 대상자가 성인 남자만이 아니니까 
아동, 노인, 여성 이런 것처럼 다채로운 그런 시뮬레이터
로 저희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시뮬레이터한테 약물이라든
가 비강 캐뉼라를 꽂을 때 직접 하고 약물을 이렇게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센서에 갖다 대는 거였잖아요.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주제 6) 실제에 비해 증상 확인이 쉬운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색증이나 그런 증상들이 시뮬레이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 동공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저희가 아직 세세하게 배
우지 않아서 그런지 과연 내가 임상에 있을 때 내가 구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더 배웠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3 동영상 시청교육에 관한 경험의 주요 진술
범주 1. 교육의 편리성
주제 1) 동영상의 모범 사례를 통해 배움
“저는 그 동영상을 잘한 사례랑 못한 사례를 둘 다 보

고 직접 해볼 때 그 잘못한 사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
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게 됐고 잘 
한 사례는 잘 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제 2) 재생과 정지가 자유로워 반복 학습이 가능함
“저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멈추고 일시정

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멈추고 있다가 다
시 듣고 동영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청취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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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2. 교육효과 증대
주제 1) 생동감이 느껴지는 동영상 시청교육
“일단 저희가 실습에서 하는 것보다 생동감이 있으니

까 임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 좀 
더 임상을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지 않나 그
런 생각이 들고 사전에 동영상 시청교육을 받고 시뮬레
이션 평가를 하니까 훨씬 자연스러웠고요. 하는데 있어서 
친구들이랑 동영상을 사전에 보고 둘이 맞춰보는 시간도 
가져가지고 훨씬 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
고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겹치는 점이 없고 먼저 자신이 
할 일을 정해가지고 하니까 어떤 점을 상호보완을 할지 
얘기해봤어요.”

주제 2) 스스로 객관화 해볼 수 있는 동영상 시청교육 
“제가 한 모습을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 

사실 그 평가를 받을 때는 기억이 안날 수 있는데 그 동
영상을 다시 보면 잘못했던 것들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다
들 시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그런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때도 그 때 생각하면서 확실히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주 3. 지식 전달의 부족
주제 1) 교육의 세밀함이 부족함
“청색증이나 그런 증상들이 시뮬레이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청색증이나 
동공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동영상에서는 저희
가 볼 때 세세하게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과연 
내가 임상에 있을 때 내가 구분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
던 것 같아요. ”

주제 2)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많게 느껴짐
“동영상 시청교육은 디테일한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았

어요. 생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략
되는 부분들이 내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모르겠
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
도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돌아오는 지식은 부족하지 않
았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

청교육의 경험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을 심층적으

로 탐색하여 이들의 경험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얻고
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6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뮬레이
션 실습에 관한 경험의 첫 번째 범주인 ‘간호의 임상을 
미리 경험해봄’은 임상의 현실을 미리 겪어보고, 시뮬레
이션이라는 새로운 실습 교육을 체험하며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는 간호사정과 환자에게 하는 인사마저 헷갈려 하
고 환자에게 하는 교육을 쑥쓰러워 하는 경험을 해야 했
다. 이는 고도형의 연구[23]와 김필환과 김경남의 연구
[14]에서 임상현장에 대해 넓어진 시야가 있었다는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을 통해 병원과 유사한 교육 환경에서 임상실무를 미리 
경험하는 사전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통해 임상실무 
현장과 유사한 간호를 익힐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임상실
무에 가까워진 경험을 하는 효과까지 나타냈다고 사료 
된다. 두 번째 범주인 ‘시뮬레이션 실습의 이로움’은 복학
접 사고 능력을 길러주고, 응급간호에 대한 우선순위를 
미리 겪어봤으며, 평가받는다는 부담감이 완화되는 경험
을 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호흡곤란 시나리오로 시
뮬레이션을 연구한 강희영 등[15]의 연구에서 팀기반 시
뮬레이션 학습의 수업방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시뮬레
이션 학습과정에 몰입되어서 팀기반 시뮬레이션 학습을 
즐기게 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실제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의 참여도에 있어서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행위 보다는 관찰 행위 위주의 한계
가 존재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
의 우선순위를 미리 겪어봄으로 간호교육의 학습목표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능력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
다. 또한 시뮬레이션실 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오히려 
간호학생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세 번 째 범주인 ‘시뮬레이션 실
습의 한계’에서는 평가 위주의 실습 교육으로부터 한계를 
느끼고, 의도치 않은 힌트로 인해 감소되는 학습의 효과
가 있었으며 다양한 대상자를 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
쉬움을 느끼고 사전 학습의 강화가 필요해짐을 느꼈으며 
프로그램 된 시나리오로 인해 상황이 한정 되는 것을 느
꼈으며 실제에 비해 증상 확인이 쉬운 시뮬레이터에 관
한 경험을 했다. 이는 강희영 등[15]의 연구에서 사전학
습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연구결
과를 나타냈다. 또한 이주희 등[16]의 연구에서도 동일사
례 반복에 따른 만족감 감소라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좋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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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한계 및 보완할 점이 있다는 부
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강희영 등[15]의 연구에서 시
뮬레이션 팀기반 수업유형에 대한 부담감과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 처음 접한 시뮬레이션 수업
방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연구결
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정승은과 이순희의 연구[20]에서 
간호중재를 수행하면서 상황의 긴박성을 그대로 느끼며 
오히려 간호사와 동일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첫 번째 범
주에서 간호의 임상을 미리 경험한 것처럼 실제 간호사
가 되어보는 간접경험을 함과 동시에 현실에서는 평가라
는 부담감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동영상 시청교육에 관한 경험의 
첫 번째 범주인 ‘교육의 편리성’에서는 동영상의 모범 사
례를 통해 배우고, 재생과 정지가 자유로워 반복 학습이 
가능한  동영상 시청교육의 장점을 경험했다. 이는 수술 
전 후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비디오 촬영을 이용한 
피드백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한 박인희와 
신수진의 연구[8]에서 동료평가를 통한 반복학습으로 완
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이는 동영상 시청교육이 인터넷 강의처럼 자율학
습과 반복학습이 가능하고 모범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범주인 ‘교육
효과 증대’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동영상 시청교육과 
스스로 객관화 해볼 수 있는 동영상 시청교육을 경험했
는데 박인희와 신수진의 연구[8]에서 동영상을 활용한 교
육을 경험한 실험군이 임상적 비판적 사고 기술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또한 Boet 등
[24]의 연구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기 수행을 관찰해 자신
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
와도 유사했다. 이는 동영상 시청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생동감을 경험했다는 간호학생의 진술과 같이 동영상의 
모범 사례 또는 오류 사례와 자신을 비교해봄으로써 자
신의 간호수행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
고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동영상 시청교육의 
오류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 삼아 간호지식 및 수행역량
을 증진시키고 학습효과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
법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인 
‘지식 전달의 부족’에서는 교육의 세밀함이 떨어지고 절
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많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다. 특히 
생략되는 부분이 많게 느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박인희
와 신수진의 연구[8]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환자의 말과 
사소한 질문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귀를 기울인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학생들
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왜 그런 간호수행을 하는지 생각
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풀이과정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갖
게 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간호 수행의 근거를 갖게 되
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영상 시청교육
은 저재현성 교육으로 사례 위주의 교육방법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더 나은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 
매체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를 근거로 본 연구는 도출된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을 경험을 간호학 시뮬레이션 교과 과정에 활용
한다면 시뮬레이션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뿐만 아
니라 동영상 시청교육의 사전학습을 위한 교육매체로도 
활용해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재현성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 저재현성인 동영
상 시청교육의 학습 목표가 다르므로 2개의 교육 매체를 
다른 시점에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영상 시청교
육을 통한 긍정적 교육 경험은 더욱 복잡해진 실무 현장
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을 보완하고 
가성비 높은 동영상 시청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간호대학
생의 역량을 강화 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동영상 시청교육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인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결과
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영상 시청교육은 예측하고 분
류할 수 있는 학습 기능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참여자들을 이론적 
표본 추출한 대상자에 한정한 것으로 특히 고재현성시뮬
레이터(HF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수업을 처음 참여한 
참여자들이었으므로 연구결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
후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및 교
육 영역에서의 방안과 향후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시뮬레이션과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본 연구는 간호교육과정과 임상
간호사의 실무 및 간호연구 분야의 적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한 간호대학생의 교과
과정 개발에 기여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시사하고, 효과적
인 교육과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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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료가 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시뮬
레이션 실습교육과 동영상 시청교육 적응과정에 대한 근
거이론 기반 질적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험의 의
미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교
육 및 동영상 시청교육 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학생뿐만 아니라 임상 실무 영역의 신규 간호사에게
도 적용해봄으로써 시뮬레이션 실습과 동영상 시청교육 
학습의 효과 및 경험을 검증해보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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