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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약 50여 년 에 시작된 시뮬 이션 교육은 임상 환경과 

의료 지식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 으로 발 하고 있

다(Nickerson & Pollard, 2010). 간호 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뮬 이션 모형은 단순한 간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마네

킨 모형부터 복잡한 시나리오 재연이 가능한 고성능 인체 환

자 모형(high-fidelity simulator)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Kim 

& Suh, 2012). 그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은 인체와 가장 

유사한 모형으로 복잡한 시나리오 재연이 가능하여 간호 학

생이 임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환자 이스를 반복

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각 

학에서 확보해야 할 실습기자재로 선정될 만큼 간호 교육 

역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17).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이 간호 교육 운 에 권고된 배경에

는 무엇보다 임상 장에서 간호 학생들의 실제 간호 수행 

경험이 단순 술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련이 있다.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직  실시했

던 간호수행으로 활력징후 측정( 상자의 99.1% 수행), 피하

주사 항목에 있는 간이 당검사( 상자의 86.3% 수행)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Han, Cho와 Won의 연구(2014)에서는 

간호 학생의 한정된 간호 술기 경험이 신규간호사 임상 장

의 부 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간

호 학생이 문직 간호사가 되기 해 갖추어야할 기술과 

지식을 용하고, 궁극 으로 상자의 건강문제를 악하고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효과 인 교육 방안으로, 다양한 임

상상황이 재연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

션 교육이 간호 교육 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뮬 이션 교육을 통한 장 심의 간호 역량

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구

에서는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지식을 강화시켜 실

무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Evans & Mixon, 

2015),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기 해서는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Kameg, 

Englert, Howard, & Perozzi, 2013). Hur와 Park의 연구(2012)

에서는 시뮬 이션 교육 후 간호 학생의 수행자신감과 지식

에 한 효과를 검증하 으며, Tawalbeh와 Ahmad (2014)는 

실제 임상상황에서 경험만큼이나 시뮬 이션 교육이 간호 수

행에 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성취하고 수행할 능력이나 능력

에 한 인식으로,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

우 어려운 업무를 지속 으로 도 하고 수행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andura, 1997). 이러한 개념을 반 하여 

간호교육  시뮬 이션 교육 연구(Hernández-Padilla, Suthers, 

Granero-Molina, & Fernández-Sola 2015; Joo, Sohng, & Kim, 

2015)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으며, 교육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m과 Park (2001)은 일반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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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은 학업 상황을 측하는데 제한 이므로, 학업  상황에

서 성취수 을 측할 수 있는 학업  자기효능감 개념 용

의 필요성을 보고하 다. 이를 반 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수행한 연구(Kim & Heo, 2017)에서 학업  자기효능감의 

하 역인 자기조 효능감과 자신감이 임상수행 자신감에 유

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조 효능감과 자신감을 포

함한 학습자의 수행 능력에 한 신념, 즉 학업  자기효능감

은 학습목표 달성과 과업 성취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므

로, 이에 간호 학생의 시뮬 이션 교육의 학업  과제 수행 

상황을 반 하여 학습자의 학업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시뮬 이션의 교육 효과의 지속 여부와 련된 다양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

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제공하여 시뮬 이션 교육 · 

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  효능감 등의 지속  향상과 강화

에 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Tubaishat과 Tawalbeh 

(2015)의 연구에서 부정맥 시뮬 이션 시나리오에 참여한 후 

지식의 지속  효과를 확인한 결과,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강의를 받은 조군에 비해 교육직후 뿐 아니라, 3

개월 후에도 부정맥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meg 등(2013)은 정신간호학에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교육하여 지속  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생들에게 경험에 따른 지식, 지식의 지속  효과는 

향상되지 못하 으나 정 인 학습 경험이 되었고 험 상

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분만 직 , 분만  분

만을 리하는 시뮬 이션 교육을 제공한 Nelissen 등(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 직후 자신감이 증가하 으며, 9개월 추  

찰 시에도 교육 이 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어, 자신감이 유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경우, Jung과 Hur (2013)는 

시뮬 이션 기반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간호 학생에게 실

시하 으나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능력에 한 효과와 지

속성을 입증하지 못하 다. 반면, 교과목별로 단계 으로 개

발된 10개 시나리오 기반의 통합  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한 결과 교육 직후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고, 4주 후 

학습에 한 흥미가 지속되었음을 보고하 다(Lee, Kim, & 

Park, 2016). 재까지의 연구들은 다양한 사례 기반의 시뮬

이션 교육 용  효과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에 한 

결과가 일 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련된 연구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상 장에서 당 징후나 증상에 한 빠르고 정

확한 사정과 당 수치를 기반으로 한 즉각 인 재는 궁극

으로 비가역  뇌손상을 막을 수 있기에, 간호 학생이 

당과 련된 제반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을 습득하고, 유

지하는 것은 졸업 후 임상 장에서 실제  용이라는 측면

에서 요하며, 이를 지속시키기 한 시뮬 이션 교육 운

은 간호 학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간호 학생의 기 응 임상능력 향상을 해 

당 증상을 보이는 상자 시뮬 이션 시나리오 개발 연

구(Kim & Heo, 2014)가 진행되었으나, 효과 검정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 내에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당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 이

션 교육을 운 하여 습득한 지식과 학업  자기효능감을 

악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반 하여 실무지식 능력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 임상실습  시뮬 이션 

교육이 연계된 효율 인 교육 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가설

본 연구의 목 은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당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 이션 교육을 운 하여 간호 학생의 

습득한 지식과 학업  자기효능감을 악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

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

을 받은 실험군과 시뮬 이션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군의 

당뇨병 지식이 시간의 경과( 재 , 재 직후, 2개월 후, 

4개월 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

을 받은 실험군과 시뮬 이션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군이 

학업  자기효능감(과제난이도,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이 

시간의 경과( 재 , 재 직후, 2개월 후, 4개월 후)에 따

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당 시나리

오 기반의 시뮬 이션 교육을 간호 학생에게 용하여, 실

험군과 조군의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에 한 

차이와 시간경과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자, 비동등성 조군 

시계열 유사 실험 설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뮬 이션 교육 연구에서 지속  효과와 시 의 결과는 

다양하며 명확하지 않았으나,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  지속

을 확인한 결과, 3개월 후 효과가 감소하 고, 2~4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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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later); E₄=Control post test (4 months later)
  

Figure 1. Study design.

를 재교육 시 으로 보고한 연구가 다수이다(Aqel & Ahmad, 

2014; Kim, Kim, & Shim, 2007; Kwon, 2010; Smith, Gilcreast, 

& Pierce, 2008).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조사 지 을 재 

, 재 직후, 2개월 후, 4개월 후로 설정하 다. 실험군은 

임상실습과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하기 에 일반  특성,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임상실습, 시뮬

이션 교육을 실시한 직후, 재 2개월 후, 4개월 후에 반복 

측정하 다. 다른 기 의 조군은 임상실습  일반  특성,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임상실습을 실시

한 직후, 교육 후 2개월, 4개월에 반복 측정하 다(Figure 1).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간호 학 3학년 학생으로, 확산효과를 통

제하기 해 각 군을 다른 기 으로 설정하 다. 실험군과 

조군은 학교 부속 상  종합병원이 있으며, 종합 학에 속해

있는 간호학과의 학생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를 

편의 표본 추출하 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은 연구에서 

제외하 다. 실험군은 S지역 1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

로 성인간호학을 수강하고 1.5학 의 성인간호학 임상실습을 

64시간동안 수행하며, 이 에 시뮬 이션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선정하 다. 조군은 성인간호학 이론과 임상실습

이 실험군인 학교와 유사하게 운 되고 성인간호학 임상실

습은 하고 있으나 시뮬 이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C

지역 1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로 선정하 다. 시뮬 이

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 병원 장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조

군으로 나 어 간호시뮬 이션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한 

선행연구(Lee et al., 2016; Tubaishat & Tawalbeh, 2015)를 토

로 본 연구를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도 조군은 성인간

호학 실습 교과목의 학습성과에 따라 교육 운 이 되었으며, 

임상실습에서 당 질환자에 한 학습을 하 다. 조군 

시계열 설계를 한 표본의 크기 결정은 G*power 3.1program

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방법으로 4회 반복 측정, 통계  검정력 .95  유

의수  p=.05의 조건 하에 산출하 다. 효과크기는 심장 교육 

후 지식 수 을 측정하 던 Tawalbeh와 Ahmad (2014)의 연구

에 근거하여 .3으로 하 으며, 이에 총 9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그룹 당 47명으로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각 

그룹 당 56명, 총 112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4회의 

측정  1회라도 불참하거나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실험군 4

명, 조군 7명을 제외한 총 101명(90.2%)을 최종 분석하 다.

연구 도구

● 당뇨병 지식

당뇨병 지식은 Shim 등(2006)이 개발한 당뇨병 지식평가 질

문지를 도구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당

뇨병 련 지식 6문항, 치료 목표 1문항, 식사 3문항, 당 

3문항, 합병증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형

식은 4지 선다 는 5지 선다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서 요구하는 옳은 답을 한 경우 1 , 틀렸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 을 부여하고, 수가 높을수록 당뇨 련 지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 (2001)이 고등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학업  자기효능감 척도를 도구개발자의 허락

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 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Kim, Heo, Jeon, & Jung, 2015)에서 신뢰도는 .79∼.87이

었다. 본 도구는 3개 하 역으로 자기조 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신감 8문항을 포함하며 총 2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  Likert 척도로, 수가 높

을수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001)의 연구에서 세부항목 Cronbach's α는 자기조 효능감이 

.84, 과제난이도 선호 .87, 자신감이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세부항목 Cronbach's α는 자기조 효능감이 .84, 과제난이도 

선호 .92, 자신감이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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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tents Time Setting

Orientation
Briefing

Introduction of simulation Lab setting
Briefing of scenario case

                      
20min

Debriefing room

Performance Simulation in nursing practice
- Assessment of signs & symptoms  
- Implementation
- Evaluation of patient 

15min/ group
15min x 4group= total 
60min

Simulation Lab

Debriefing
See tape recording
Debriefing with instructor & students

                      
90min

Debriefing room

Figure 2. Contents of simulation education.

재 로그램: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 당 

상자 간호 시뮬 이션 교육

본 연구의 재 로그램은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 내에

서 운 되도록 구성하 으며, 이론 교과목과 임상실습 교과목

을 통합 용하여 연계하 다. 당 상자 간호를 포함한 

당뇨병에 한 이론 교육은 성인간호학 교과목에서 총 6시간

동안 이루어진 후, 교육 후 내분비계  소화기능 장애 상

자를 상으로 8일간 1.5학 의 64시간의 임상 장실습을 실

시하 다. 임상실습을 마친 직후 본 시뮬 이션 로그램을 

용하 으며, 해당 로그램은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학

습성과에 따라 개발되고 운 되었다.  

  

● 학습성과에 따른 시뮬 이션 교육 개발 

성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의 학습성과는 구체 으로 인간호 

제공을 한 교양  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 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첫째, 다양한 교양  공지식을 습득하

고 통합하는 것이며, 둘째, 비  사고능력에 기반을 두어 

간호과정을 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며, 셋째, 간호

지식에 근거하여 상자에 따른 숙련된 간호술을 용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한 상자  보건의료인과의 건강과 

안 을 한 의사소통과 력을 해 넷째, 언어  비언어  

상호작용을 통해 상자와의 치료  의사소통술을 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다섯째, 간호 문직 수행을 한 법  윤리

 책임인식 능력의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해 법  윤리  

기 에 입각한 간호 문직 표 을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설정

하 다. 

이러한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당 상자와 연 성 있게 

시뮬 이션 교육의 목표를 선정하고, 시나리오 구성하 다. 

시나리오  교육 운  내용은 간호학 이론 교육  임상실

습경력 18년, 시뮬 이션 교육 경력 1년 이상인 간호학과 교

수 1인과 간호학 이론 교육  임상실습교육 경력 2년 이상, 

임상경력 7년,  기반 시뮬 이션 교육 경력 1년 이상인 임

상실습강사 3인이 담당하 다. 교수와 1인의 임상실습강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2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

다. 교육의 목표는 단순 지식수 에서 시작하여 이해하고 

용, 분석, 통합, 평가하는 수 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당 

상자 증상을 확인하고 상자에게 하며 우선이 되는 

간호진단을 확인하도록 하 다. 당 상자에게 활력징후, 

액검사 수치, 임상 징후를 사정하고 안 한 투약  간호수

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 다. 한 당 상자에게 

인슐린 교육, 당 발생 시 간호 과정을 용하고 치료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의료 과 조 인 의사소통을 수행하

는 것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디 리핑(debriefing)시 당 

상자에게 제공한 간호 수행을 되돌아보고, 간호 문직 표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시뮬 이션 교육은 임상실

습시간에 포함하여 교육을 제공하 으나, 학생들이 처음 경험

해보는 시뮬 이션 교육과 평가에 한 두려움을 고려하여, 

시뮬 이션 교육은 임상실습시간에 포함하여 출석 수에만 반

하 으며, 시뮬 이션 수행 평가에 해서는 별도의 평가 

수를 배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Laerdal Medical AS사의 고성능 환자모형으

로 시뮬 이션 모델(SimMan 3G, product No. 212-00050)을 

이용하 다. 시뮬 이션 상자는 type Ⅰ 당뇨병을 진단 받

은 남자 환자로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후 당 증상

이 나타났으며, 어 해진 말, 졸려함, 발한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 실에 내원한 것으로 설정하 다.

● 시뮬 이션 교육 운

학생들에게 시뮬 이션 실습 에 당 상자의 사례(환

자 이름, 나이, 병력, 활력징후, 주증상 등)를 제시해주었다. 

시뮬 이션 교육 운  시 강사  학생의 비율은 약 1:6으로, 

한 당 3명의 학생을 배정하고, 20분 동안 응 실 담당 간호

사로서 상황에 맞게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하는 술기를 단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토의하고 역할 분담을 자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뮬 이션 교육을 운 하기  실험군 내

의 확산효과를 통제하기 해 시나리오 내용에 한 비  유

지를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시뮬 이션은  별로 15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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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 다. 모든 이 시뮬 이션을 종료한 후 녹화된 동

상을 보며 1시간 30분 동안 디 리핑을 실시하고, 임상실습강

사는 시뮬 이션 동안 느낀 과 개선  등을 공유  평가 

하도록 하 다(Figure 2). 시뮬 이터 구동은 개발된 로그램

으로 연구자 1인과 임상실습강사 1인이 진행하 고, 디 리핑

은 임상실습강사 1인이 담당하 다. 자료 수집은 시뮬 이션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 1인이 수행하 다. 

자료 수집 기간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26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

지로, 실험군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책임자가 직  연

구 목 을 설명한 후 연구에 조하기로 응한 상자에게 사

· 사후 설문지를 배포, 연구 상자가 설문지에 직  기입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 고, 조군은 해당 학교의 간호학과 교

수에게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달하여 

수집 후 수거하 다. 설문지 작성은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일 학 학생들은 무조건 실험군에, 다른 학생들은 무조건 

조군에 포함되도록 하여 실험군, 조군을 한 별도의 동의

서를 마련하 다.

실험군은 2014년 9월 26일에 사 조사를 하 고, 실험군 학

생들의 실습 일정에 따라 임상실습기간인 2014년 10월 31일

∼12월 17일  성인간호학 실습 후 시뮬 이션 교육을 시행

하 으며, 시행 직후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과제난

이도,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을 평가하고, 교육 2개월 후, 4

개월 후 반복 측정하 다. 조군은 성인 간호학 내분비계 이

론  임상실습 일정에 맞추어 2015년 4월 23일 사 조사를 

하 고, 임상실습 후 5월 22일에 사후조사를 하고, 2개월 후 

4개월 후 반복 측정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윤리  보호를 하여, 해당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에서 승인(IRB No. 80-10)을 

획득하여 진행하 다. 자료수집 시 연구책임자가 강의실, 세

미나실에서 상자에게 연구의 목 , 연구방법을 설명하 다. 

상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

여를 단하더라도 본인의 교육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

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 연구책임자가 무기명으로 

번호로 코드화하여 익명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며, 학기 

종료 후 자료 열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교

육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기 유지가 되고 공개 으로 열람되지 않음을 밝히고,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상자의 익명을 보장하며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학술지 게재 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해, x2-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시뮬 이션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군의 시간경과

( 재 , 재 직후, 2개월 후, 4개월 후)에 따른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능감(과제난이도, 자기조 효능감, 자신

감)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을 실

시하 고, 사후분석은 교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변수에 

해 측정 시 에 따라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조군 간의 연령, 종교, 건강상태, 자기생활에 

한 만족도 정도, 학생활에 한 만족도, 학교 성 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속변수인 당뇨병 지식, 학업  자기효

능감(과제난이도,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에서도 그룹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을 확인하 다(Table 1). 

가설 검정

● 가설 1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당뇨병 지식은 

집단과 시  간의 교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80, p=.044). Independent t-test로 사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당뇨병 지식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재 , 

재 직후, 2개월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개월 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군이 조군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t=2.26, p=.026).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2, Figure 3-A). 

● 가설 2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학업  자기효

능감 하 역  자신감은 재 , 재 직후, 2개월 후, 4

개월 후 시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8.98, p<.001), 집단과 시  간의 교호작용도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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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N=101)

Variable Categories
Exp. (n=52) Cont. (n=49)

or t(p)n(%) or Mean±SD

Age 21.10±0.75 20.82±1.09 1.49(.139)
Health status Good 39(75.0) 34(69.4) 3.85(.149†)

Normal 10(19.2) 15(30.6)
Bad 3(5.8) 0(0.0)

Level of self-satisfactions Very good 6(11.5) 3(6.1) 2.28(.512*)
Good 27(51.9) 22(44.9)
Normal 12(23.1) 17(34.7)
Bad 7(13.5) 7(14.3)

Satisfaction to a college life Good 23(44.2) 16(32.7) 1.72(.423)
Normal 22(42.3) 23(46.9)
Bad 7(13.5) 10(20.4)

Knowledge of diabetes 14.85±1.72 14.10±2.09 1.96(.053)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3.41±0.62 3.33±0.48 0.74(.464)
  Self-regulatory efficacy  3.99±0.81 4.23±0.82 -1.47(.145)
  Self-confidence 3.56±1.07 3.85±1.20 -1.28(.202)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The Comparison of Diabetes Knowledge and Academic Self-efficacy Over Time     (N=101)

Variable Groups
Before

Immediately

after 

2 months 

later 

4 months 

later Source F(p)

Mean±SD

Diabetes knowledge* Exp.(n=52) 14.85±1.72 14.71±2.08 14.63±1.55 14.82±2.29 Group 3.05(.084)
Time 0.77(.512)

Cont.(n=49) 14.10±2.09 14.49±1.95 14.55±1.66 13.90±1.79 G*T 2.80(.044)
Post-hoc t/F(p) 1.96(.053) 0.55(.582) 0.26(.794) 2.26(.026)

Academic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Exp.(n=52) 3.41±0.62 3.46±0.55 3.47±0.52 3.51±0.59 Group 0.66(.419)
  preference Time 2.14(.095)

Cont.(n=49) 3.33±0.48 3.46±0.44 3.37±0.47 3.39±0.49 G*T 0.80(.494)
  Self-regulatory Exp.(n=52) 3.99±8.11 4.16±0.69 4.05±0.94 4.10±0.94 Group 2.33(.130)
  efficacy Time 1.74(.158)

Cont.(n=49) 4.23±8.19 4.19±0.73 4.29±0.73 4.44±0.79 G*T 1.85(.139)
  Self-confidence* Exp.(n=52) 3.57±1.07 3.64±1.07 3.65±0.99 3.63±1.13 Group 0.05(.820)
  Time 8.98(<.001)

Cont.(n=49) 3.86±1.20 3.16±0.90 3.83±1.06 3.81±1.22 G*T 11.43(<.001)
Post-hoc t/F(p) -1.28(.202) 2.47(.015) -.892(.374) -.797(.427)

* Wilks's lambda;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G*T=Group*Time

유의하 다(F=11.43, p<.001). Independent t-test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에서 실험군과 조군은 재 , 재 2

개월 후, 4개월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 직후에 실

험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다(t=2.47, 

p=.015).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자기조 효능감에

서는 실험군, 조군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

분 지지되었다(Table 2, Figure 3-D).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에게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

한 당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하여 당

뇨병 지식과 학업  자기효능감 습득과 지속성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당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문제

를 정확히 악하고 기 응을 정확히 하는 것은 상자 

간호에 있어서 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나리

오를 용하여 시뮬 이션 교육을 제공했던 과정은, 간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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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A Figure. 3-B

Figure. 3-C Figure. 3-D

Figure 3. The comparison of diabetes knowledge and academic self-efficacy over time.

생에게 실제와 유사한 당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

생들의 임상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지식 평균 수는 실험군의 경우 교육 

직후 보다 4개월 후 0.11  증가, 조군은 교육 직후 보다 4

개월 후 1.41  감소되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4개월 후 실험

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qel과 Ahmad 

(2014)의 연구에서도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심폐소

생술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통 인 방식의 교육을 받은 

조군간의 지식, 기술의 지속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나, 교육 직후보다 3개월 후 두 군 모두 지식과 기술이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

만 Nelissen 등(2015)은 병원에서 산후 출  시뮬 이션 기반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직후와 9개월 후의 지식을 평가한 결

과, 평균 지식 수는 교육 직후에 증가하 으나, 9개월 추  

찰에서는 사  결과와 비슷한 수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 다. 본 연구의 실험군이 재 

직후 재 보다 당뇨병 지식 평균 수가 감소되었으나, 시

뮬 이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론 교육만 제공되었던 

조군은 교육 직후 지식이 상승하 다. 본 연구에서 당뇨병 지

식을 측정한 문항은 시뮬 이션 교육에서 다루었던 식사, 

당 문항 뿐 아니라, 이론  임상실습에서 다루었던 당뇨병 

련 지식, 치료 목표, 합병증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감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시뮬 이션 교육과 

일치하는 지식 도구로 측정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Yang (2012)의 연구에서도 시뮬 이션 후 지식향상이 나

타나지 않은 것은 짧은 답가지의 객 식 문항으로 구성된 지

식 도구도 하나의 요인으로 단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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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 이션 교육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를 반 할 수 있

는 구체 인 항목을 포함한 평가 도구 개발을 고려한 체계

인 교과 과정을 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

에서는 간호 학생의 당뇨병 지식이 4개월 후 교육 보다 

모두 감소하기는 하 으나,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당 상자 간호 시뮬 이션 교육이 학습된 지식을 유지

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 인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을 반 하

다. Zulkosky (2012)는 간호학에서 이론과목에서의 많은 학

생 수와 제한된 시간, 임상과목에서의 임상 장  환자가 부

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하기 한 방법으로 시뮬

이션 교육의 요성을 언 한 바 있다. 교육 환경 제한을 

해결하기 한 체 교육의 의미를 넘어 습득된 지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이론  임상실습 시 학습한 내

용을 검하고, 실제  임상 장이 반 된 시뮬 이션 로그

램을 개발해야 하며, 교육의 단․장기 효과를 검증하여 임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학업  자기효능감 

하 역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사후 분석 결

과, 재 직후에 실험군이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 실험군의 자신감은 재직후에 비해 4개월 후 

향상되었다. Hernández-Padilla 등(2015)의 연구에서 간호 학

생의 기본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에 한 학습자 주도 

교육 략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교육 직후, 교육 3개월 후

에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 다.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간호 학생의 교육 

경험을 탐색한 연구(Heo, Jeon, Kim, & Kang, 2014)에서도 학

생들이 실습을 통해 향상될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상황 단 

 처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느 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

다. 특히, 시뮬 이션 교육 후 시간이 경과 되어 자신감이 더 

상승한 것은, 실제와 가장 유사한 임상 상황이 재 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통한 간호 교육이 학생들에게 단지 일회성 

경험이 아닌 간호 수행에 한 체득 과정으로 내면화 되어 

시간이 경과 된 후에도 자신감에 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간호학 실습에서 당 상자 시뮬

이션 시나리오를 설정하 으나, 임상 장에서 학생들이 다

양한 사례를 면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에 처하여 간

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 교과목에서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 시기에 따른 성숙 효과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Kim과 

Heo (2015)의 연구에서 학습자는 녹화된 상 뷰어의 재생과 

공유로 인해 부정 인 감정을 느 다고 보고하 으며, 이에 

시뮬 이션 교육에서 디 리핑 시 우선 정 인 측면에 먼

 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상 뷰어의 공유, 디 리핑 등을 포함하여 시뮬 이션 교육 진

행 시 모든 교육 과정에서 정 인 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수 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시뮬 이션 교육이 잘못된 을 지 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

확한 학습을 해 실시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반복된 시뮬

이션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학업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자기조 효능감에서는 실험군이 조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인지장애 노인 시뮬 이션 교육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

서도 시뮬 이션 교육 후 학업  자기효능감이 재 ·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회 교육이 아닌 반복

인 교육이 시도되어야함을 제언하 다(Kim et al, 2015). 한 

선행연구(Smith, Prybylo, & Conner-Kerr, 2012)에서 시뮬 이

션 교육의 효과가 시간경과에 따라 지속 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종단  근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시 임상실습시간의 12% 이하에서 

시뮬 이션을 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KABONE, 2017). 

따라서 추후 이론, 실습과목과 연계한 반복 인 시뮬 이션 

교육을 시행한 후, 어느 시 까지 교육 효과가 지속되는지 측

정하여 기간에 합한 시뮬 이션 재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정 인 결과는 간호 학생의 지식, 자신

감을 강화하기 한 시뮬 이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

뮬 이션 교육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의 지속  

효과와 련된 제반 요인들을 추가 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처음 시행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약 12명의 학생들( 당 3명)에게 3시간동안 당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 이션 교육을 제공하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교육의 빈도, 운  시간, 운  학생 수, 학생 수

, 측하지 못한 혼동 변수의 개입 등을 고려하여 재 내

용과 재시간에 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식의 습득과 지속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을 악하는데 

을 맞추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실험군과 조군의 사  조사

를 통해 동질성을 확보하 으나, 무작  할당되지 못하고 각

각 다른 학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제한이 있다. 한 연구 설계에 있어, 실험  처치가 

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 변수 측정에 있어 상자가 

동일한 지식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던 , 

교육과정 운  상 시뮬 이션 교육이 실험군에 추가 으로 

제공된  등은 본 연구의 제한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 있어서는 상자 수를 확 하고 각 군의 무작  

할당을 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가 시뮬 이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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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운 에 있어 실증  자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고성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당 시

뮬 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당뇨병 지식과 학업  자기효

능감의 자신감에 있어 지속 인 효과가 있지만, 단기 지식 습

득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고성

능 인체 환자 모형을 활용한 간호 시뮬 이션 교육을 이론 

 임상실습과 효율 으로 연계하여 학습한 지식과 자신감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상 장이 반 된 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재교육이 필요한 시 을 정확히 

악하여 시뮬 이션 교육을 운 해야 할 것을 제언한다. 아울

러, 시뮬 이션 교육의 지속  효과에 한 심도 있는 검증을 

해서, 교육 용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년별로 시뮬 이션의 상· ·하 단계를 고려

한 단계별 교육 설계 연구  임상실습으로 교육을 받은 군

과 시뮬 이션으로 교육을 받은 군을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

에서 악한 종속변수 외에 수행능력, 태도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시뮬 이션 교육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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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 Simulated Education-based Hypoglycemia Scenario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on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Diabetes 

Knowledge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Kim, Jiyoung1)․Heo, Narae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valuated the acquisition and retention effects on diabetes knowledge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patient simulation-based hypoglycemia scenario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repeated measures quasi-experimental design determined if nursing 
simulation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helps students acquire and retain diabetes knowledge and academic 
self-efficacy. A total of 101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mprising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n=52) at a university in S city comprised participants in 
an adult nursing class, nursing practicum, and simulation education. The control group (n=49) at a university in C 
city participated in an adult nursing class and nursing practicum without simulation education.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time interaction effects on diabetes knowledge (p=.044) and 
self-confidence (p<.001) of academic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tient simulation-based hypoglycemia scenario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applied to nursing education 
is useful in encouraging nursing students to engage in strategies with acquisition and retention effects, enhancing 
their diabetes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Therefore, educators should use simulation 
programs effectively with nursing classes and practicum to enhance the effects of nursing competencies.

Key words: Patient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Hypoglycemia, Knowledge,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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