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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합성 연구
이지애1)․전지은2)․김수영3)

서

론

상향 조정하고 시뮬레이션 실습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
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수법은 고충실도 시뮬

연구의 필요성

레이션,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이션,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연계 시뮬레이션 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발전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실습은 비판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 간호사로 성

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자신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장한다. 간호교육은 크게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으로 구분되며,

전공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상실습은 이론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보건의료

(Kang, Kim, & Choe, 2016; Kim & Kang, 2016; Shim, Son,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다(Oremann, Gagne, & Phillips,

& Ji, 2017).

2018). 그러나 환자 권리의 신장 및 강화로 인해 임상실습을

간호대학생들은 기존의 교수법과 다른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는 동안에도 학생들이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할 수 있

체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

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행보다 관찰이나 모니터링

한 긍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임상현장과 비슷한 상

위주의 실습을 하는 실정이다(Kim, Kim, & Moon, 2017). 또

황에 대응하면서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고(Song & Jae, 2018),

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술기를 임상현장에 적용

처음 접한 수업으로 인한 부담감(Kang, Choi, & Kim, 2013)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Kaakinen & Arwood, 2009). 이러

을 느낀다. 또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임상현장

한 임상실습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시뮬

이 어렵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낮아지기도 하였으며(Kim,

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2),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시에 대해 불안하

시뮬레이션 교육은 시나리오를 통해 임상상황과 유사한 환
경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직접 간호를 적용해

거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Shearer,
2016) 등의 경험들이 나타났다.

보고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학습방법이다(Kwak, 2017). 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은 향후 간호교육에서

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지식과 실무능력을

시뮬레이션 실습의 활용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매

능동적으로 학습하였고, 학생들의 간호역량과 실습만족도가

우 중요한 연구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향상되었다(Kwak, 2017; Park, 2017).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은

선행연구가 제시한 다양하고 상이한 결과를 간호교육에 적용

실습 인정시간을 기존 임상실습 시간의 10%이내에서 12%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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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에

조합하여 실시하였다. 문헌 검색은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대한 질적 연구 결과들의 공통점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검

실시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일

토, 분석하고 합성하여 재해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시뮬레

차로 검색된 논문들은 문헌관리 프로그램(EndNote X9)에 입

이션 실습 경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한다.

력하여 관리하였다.

연구 목적

● 문헌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
본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은 (1)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을 심
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메타 문화기술지 방법론에 의거해

행한 간호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질적 연구방법을 적
용한 연구 (3)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연구이다.

관련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의미 있는 주제들

본 연구대상 논문의 제외기준은 (1) 시뮬레이션 실습경험

을 합성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뮬레

이외에 다른 경험과 함께 분석된 연구 (2) 간호대학생 이외에

이션 교육 및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대상자의 경험을 함께 분석한 연구 (3) 양적연구방법,
혼합방법, Q방법, 개념분석방법 등 질적 연구방법 이외에 다

연구 방법

른 연구방법을 함께 적용한 연구 (4) 학위논문, 매거진, 포스
터 등 전문가의 학술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5) 전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관한 일차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하여 의미 있는 주

문을 구할 수 없는 연구이다.
● 문헌선정
문헌선정은 연구자 3인이 문헌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 메타합성(qualitative meta-synthesis)

따라 문헌검색을 실시하였다.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

연구이다.

료를 검토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의견이 불일치하거
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연구자 전체가 논의를 통해

자료 수집 방법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초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총 213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이중 중복된 논문 797편을

본 연구는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제외한 1334편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제목과

Reviews and Meta-Analysis)의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Moher,

초록검토를 통해 연구대상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하지

Liverati, Tetzelaff, & Altman, 2009)를 토대로 하여 문헌선정

않는 논문 1284편을 제외하였고, 총 50편 논문의 원문을 검토

과정을 진행하였다.

하였다. 논문의 원문검토를 통해 41편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
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부합하는 9편의 논문을 최종적으

● 문헌검색

로 선정하였다(Figure 1).

대상 논문은 2014년 6월 13일 이후부터 2018년 10월 31일
까지 검색되는 국내·외 논문들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 문헌의 질 평가

2014년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뮬레이션 기

문헌의 질 평가를 위해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반 학습을 임상 실습으로 인정하고 임상 교육의 10%까지 허

(CASP, 2006) 도구를 사용하여 최종 선정된 9편 문헌의 질을

용하면서 2014년 이전과 이후 간호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시뮬

평가하였다. CASP는 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 진실성(integrity),

레이션 실습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헌 검색기간 시작시

엄격성(trustworthiness)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연구자 3인이

점을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이 개정된 2014년 6월 13일 이후로

함께 작성하였으며 평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설정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해 국외 문헌은 CINAHL, PubMed,

합의하였다.

ERIC, PsycINFO, Education Source를 이용하였고 검색어는

문헌의 질을 평가한 결과, 목적에 부합한 참여자를 모집했

(‘simulation*’) AND (‘nursing student*’ OR ‘student nurse*’)

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문헌이 5편, 연구자와 참

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여자의 관계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논문이 8편이었다. 그 이

(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외에 연구 목적, 방법, 설계,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고려, 자료

검색어는 (‘시뮬레이션’) AND (‘간호대학생’ OR ‘간호학생’

분석, 결과, 연구적 의의에 관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모든 논

OR ‘학사과정 학생’)으로 국외 자료 검색과 같은 방식으로

문이 충족하였다. 대부분의 질적 메타합성연구에서 문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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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ISMA Flowchart.

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아닌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

교, 대조, 병합, 합성을 통해 관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Sandelowski, Docherty, &

중심이 되는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

Endem, 1997), 본 연구에서도 선정된 논문에 대한 이해의 목

해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Noblit & Hare, 1988).

적으로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질 평가 결과에 근거하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논문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여 첫

여 연구자들이 협의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 논문을 배제하지

번째 논문에서 확인한 주제와 두 번째 논문에서 확인된 주제

는 않았다(Table 2).

를 비교하였다. 그런 다음 두 논문의 공통된 주제를 세 번째
논문과 비교하여 공통된 개념과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 방법

과정을 반복하면서 넓은 개념을 구체적인 범주로 다듬었다.
그 후 식별된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원 자료를 재분

본 연구는 Noblit과 Hare (1988)가 제시한 Line of argument
합성방법을 이용한 메타 문화기술지를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석하였고, 재검토된 연구 결과들을 공통된 개념으로 통합하여
상위개념으로 명명할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을 통합하였다. 이 합성방법은 기존개념
을 재개념화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Barker, Leighton,
& Ferguson, 2017), 선정된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유사점

연구 결과

과 차이점을 탐색하여 질적 연구의 본질을 통합하는 방법이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문헌의 질 평가를 통해 국외연구 5편,

다(Noblit & Hare, 1988). 또한 질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

국내연구 4편, 총 9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문헌은

을 탐구하고 결합하는 합성과정으로, 서로 다른 연구들의 비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간호대학생의 수는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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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USA

Authors (year)

A1. Shorten, A., & Ruppel,
H. (2017)

No.

Table 1. Stud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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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enior
students

24 senior
students
(17 female,
6 male)

50 senior
students

6 students

23 students
(17 female,
6 male)

22 students

26 students

80 first year
nursing
students
(74 female,
6 male)

229 students

Participants

Focus group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Reflective
narratives

Focus group
interviews

Qualitative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
open-ended
questionnaire

Reflective
narratives

Data
collection

Phenomenology

Content analysi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Phenomenology

Phenomenology

Inductive data
analysi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Narrative
analysis

Methodology

High-fidelity simulation
activities

High-fidelity simulation
activities

Pre-RN licensure nursing
program at a university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Simulation setting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nursing program at a
university in Korea

Low Fidelity Simulation
activities

High-fidelity simulation
activities

The first learning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team based high-fidelity simulation

High-fidelity simulation
activities

The adaptation process based on the
High-fidelity simulation
nursing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experiences in a simulation class

The experience of a nursing
simulation practice focused on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Intravenous Injection Practice
using Low Fidelity Simulator

Th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en examining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es
in clinical simulation laboratories
with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s

The effect of an innovative
simulation education programme on Simulated patients and
nursing students’ transition-to-practice patient simulators
experiences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with
high-fidelity simulati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using high-fidelity
simulation

Pre-RN licensur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a “normal” postnatal
simulation

Explored

8/10

8/10

9/10

9/10

9/10

9/10

8/10

9/10

8/10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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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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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A6.

A7.

A8.

A9.

C=Can't tell; Y=Yes

Y

A1.

Clear
No. statement of
the aims

Y

Y

Y

Y

Y

Y

Y

Y

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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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Y

Y

Y

Y

Y

Y

Y

Appropriate
research
design

C

C

Y

Y

Y

Y

C

Y

C

Appropriate
recruitment
strategy

Table 2. Result of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Y

Y

Y

Y

Y

Y

Y

Y

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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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C

C

C

C

C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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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s

Y

Y

Y

Y

Y

Y

Y

Y

Y

Consideration
of ethical
issues

Y

Y

Y

Y

Y

Y

Y

Y

Y

Rigor
of data
analysis

Y

Y

Y

Y

Y

Y

Y

Y

Y

Clear
statement of
finding

Y

Y

Y

Y

Y

Y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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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nding of Meta-Ethnography
Theme
Ambivalence of simulation practice
Learning by reflection
Building up competency as a future nurse

Sub-theme
Double-sidedness of simulation setting
Feel ambivalence of simulation
Learn from others
Learn from self-reflection
Improvement of confidence by role experience
Internalization of nursing knowledge

명이고, 총 9편의 문헌 중 4편은 국내에서 2편은 미국에서 3

느꼈다(A6). 학생들은 주어진 시나리오에 적절한 간호를 수행

편은 각각 마카오, 싱가포르, 스웨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에 위

총 9편의 질적 연구 결과를 메타 문화기술지 방법론에 의거

험을 가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다(A8). 학생

한 Line of argument 합성방법(Noblit & Hare, 1988)을 이용해

들은 모의상황에서의 실습을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였다(A2;

합성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서 3개의

A5). 시뮬레이션 실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기회로

주제와 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인식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몇몇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을 앞두고 실수를 할까봐, 자신만 못할까봐 걱정하였다. 본인

● 시뮬레이션 실습의 양면가치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답답해하였고

시뮬레이션 실습에 관한 두 가지 양면성이 발견되었다. 시

(A6), 학생들은 새로운 실습유형(A9), 익숙하지 않은 시뮬레이

뮬레이션 환경이 임상현장과 유사하여 몰입하게 되거나 실제

션 장비(A3), 미리 알 수 없는 시나리오로 인해 긴장하였다

와 달라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시뮬레이션이라는 모의상황이

(A1).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습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꼈고

안정감을 주는 반면 실습의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A3; A6), 학교에서 배운 간호술기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양면성이 있는 경험

떨림을 경험하였다(A6; A7). 학생들은 긴장하고 당황하였고,

을 통해 시뮬레이션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간호현장을 체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으며, 간호사가 될 수 있을지 불안

하였다.

해했다(A6).

∙ 시뮬레이션 환경의 양면성

● 반영을 통한 배움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환경이 마치 실제와 같다고 느끼며

시뮬레이션 실습은 대부분 팀으로 수행되었다. 하나의 팀을

돌봄 상황에 몰입하였다(A2; A6; A9). 모형의 다양한 증상과

구성하여 학생들은 시나리오에 함께 참여하거나, 한명의 학생

반응에 놀라워했고(A3), 특히 표준화된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

이 실습을 수행하고 그 수행과정을 다른 팀원들이 함께 관찰

이션 실습에서 학생들은 임상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것 같다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 실습 후, 학생들은 자

고 느꼈다(A1). 임상실습은 관찰위주로 이루어져 직접 간호를

기반영과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자신과 팀원의 시뮬레이션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반면, 시뮬레이션 실습에서는 간

참여과정을 다시 기억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같이 간

호사가 되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겪어

호대학생들은 동료가 하는 행동을 통한 간접 경험과 자신이

볼 수 있었다(A7). 학생들은 시뮬레이터와 환자를 동일시하였

직접 수행한 직접 경험을 통해 간호를 학습하였다.

고(A7), 모의상황에 집중하였으며,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에 적
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A5). 하지만 실습이

∙ 타인을 통해 배워감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모의상황을 암기하게 되고 모형의

시뮬레이션 실습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실습이 진행됨에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학습능률이 떨어졌다(A2).

따라 학생들은 서로 가진 지식, 기술, 태도를 공유하면서 부

학생들은 모형이 환자라고 생각하길 어려워하였고(A9), 현실

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동심을 키웠다(A7; A9). 팀원의 수행

적이지 않은 모형의 질과(A6) 낮은 시나리오의 난이도로 시

과정을 관찰하면서 팀원의 간호수행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뮬레이션 실습에 실망하였다(A1).

바탕으로 수행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팀원의 실수나 장단점을
자신의 배움과 연결하여 학습하였다(A3; A5; A8). 학생들은

∙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생의 양가감정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상황이 모의상황이라는 것에 안도감을

험하면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팀원들 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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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A7; A9).

판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A7; A8).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술기의 적용

∙ 자기반성을 통해 배워감

능력에 대해 고민하고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학생들은 이론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시뮬레이션 실습과정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며 실제로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통해 직접 실현해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채우

에 대비하였다(A2; A9). 시뮬레이션 실습과정에서 간호가 필

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

요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학생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다졌다

가지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임상

(A7; A8). 녹화된 자신의 간호 수행 과정을 시청하면서 스스

적 간호역량이 견고해짐을 경험하였다(A4; A7). 이처럼 시뮬

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이 한 실수를 발

레이션 실습은 임상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할 수 있게

견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을 재고하였으며(A8; A9), 자신의 간

하고 미래에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A2;

호 수행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배운 지식의 내용

A3; A4; A6).

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A5). 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은 실습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

● Line of argument

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교

생성된 주제를 기반으로 일련의 논거가 개발되었다(Figure

육경험이었다(A3).

2). ‘시뮬레이션 실습의 양면가치’, ‘반영을 통한 배움’과 ‘예
비간호사로서의 역량 함양’은 시뮬레이션 실습의 살아있는 경

● 예비 간호사로서의 역량 함양

험에 의해 강화되는 요인들이며,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상호

간호대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과정을 통해 간호 실무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세 가지 요인들

직접 수행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을 경험했다. 역할경험을 통해

중 한 요인의 변화는 다른 요인의 변화를 초래하여 간호대학

간호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시뮬레이션 실습 이전

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은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변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또한 실제 임상현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임상적 사고를 통해 이론에서 습득한 간호지식
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술
기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 능력 및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을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하
면서 간호사가 갖추어야할 능력을 함양하였다.
∙ 역할경험을 통해 자신감 향상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사 역할을 통해 실제
간호사가 된 것처럼 간호를 수행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A6; A8). 실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면
서 시뮬레이션 실습 전에 느꼈던 걱정이 자신감으로 변하였
다(A1).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기에 적용해봄으로써 해냈
다는 성취감을 느꼈으며(A5),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해봄으
로써 자기효능감에 근거하여 임상현장에 갔을 때 이전보다

Figure 2. Line of argument diagram.

더 자신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A3).
∙ 간호지식의 내면화

논

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의 차
이를 깨닫고, 수행을 통해 간호술기를 연마함으로써 간호사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대하여 통

게 필요한 간호사의 역량을 익혔다. 학생들은 직접 몸으로 간

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

호를 수행하면서 간호에 몰입하고 이론 수업에서 배우지 못

용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

한 실습과정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통해 임상수행에 대한 비

해 선정된 총 9편의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 합성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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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

두 번째 주제는 ‘반영을 통한 배움’으로 학생들은 팀원 간

기 시작한(Steropian, Brown, Gavilanes, & Driggers, 2004) 반

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심을 키웠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면 우리나라는 2001년 표준화된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관찰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

실습을 시작으로 전체 간호대학의 약 10%에서만이 시뮬레이

우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학습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션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방법과 주제는 매우 제한적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팀 활동이 학생들의 협력관계를 강화시

으로 운영되고 있다(Jang et al., 2016).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

키고(Krueger, Emstmeyer, & Kirking, 2017) 의사소통의 불안

이션 실습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논문 총 9편의

을 경감시켰다는 선행연구(Kim, Hwang, & Cho, 2018)를 지지

질적 연구를 메타 합성한 결과 ‘시뮬레이션 실습의 양면가치’,

한다. 동료의 피드백은 지식을 향상시키고 학습 집중률을 높

‘반영을 통한 배움’과 ‘예비간호사로서의 역량 함양’이라는 3

여주기 때문에(Jung, 2016) 교수자는 교육적이고 건강한 실습

개의 주제와 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시뮬레이

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자

션 실습에 대한 상반된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은 시뮬레이션 상황에 몰입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평가하면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교육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실습몰입이 높아졌다는 선행연구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돌아보는 디브리핑 시간이 자신의

(Bak & Kim, 2018)를 지지한다. 시뮬레이션 실습에서는 관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선행연구(Kim, Kim, et

위주의 임상실습과 달리 직접 간호술기를 수행할 수 있고, 시

al., 2017)를 뒷받침한다. 디브리핑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뮬레이터를 환자와 동일시하게 되어 모의상황에 몰입하게 되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Ko & Choi, 2016), 교수자는 디브리핑

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학

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자기간호수행을 돌아보

습몰입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Lee,

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Nam, 2017), 이는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느낀 것

본 연구의 마지막 주제는 ‘예비간호사로서의 역량 함양’으

으로 시뮬레이션이 양면가치를 가진다는 주제를 뒷받침한다.

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모의 상황을 예측하게 되었고, 진짜 같지 않은 모형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고 임상적 사고를 통해 예비간호사로

과 난이도가 낮은 시나리오 등에 실망을 하여 시뮬레이터가

서의 역량을 신장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환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뮬

간호대학생의 자신감을 증진시켰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레이션 몰입을 높일 수 있도록 섬세한 시뮬레이터와 시나리

(Merritt, Brauch, Bender, & Kochuk, 2018). 또한 학생들은 이

오 개발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 상황에 몰입하는 학생들에게

론수업을 통해 배운 간호지식을 내면화하였다. 직접 몸으로

는 몰입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한다면 학습효

간호를 수행하면서 이론과 술기를 통합시킬 수 있었고, 비판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 사고능력, 상황 판단력, 대처능력 등 임상 상황에 필요한

또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상황이 모의상황이기 때문에 자

역량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학생들의

신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고(Shim et al., 2017; Yoon &

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다.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학

Lee, 2018) 임상술기와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켜(Alexis, Robert,

생들의 불안감을 경감시켰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Shim

& Josef, 2018; Merritt et al., 2018) 임상수행능력을 기르는데

et al., 2017).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Kim, Lee, et al., 2017)를 뒷받침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학생들이 몸으로 간호를 익힘으로써 간호지식의 내면화 과정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이 익숙하지 않고, 시

을 통해 예비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된

나리오를 미리 알 수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습해야

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하는 부담감으로 긴장하였다. 학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뮬

간호사역할을 충분히 경험하여 자신감을 갖고, 임상적 사고능

레이션 상황과 동료나 교육자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실수에

력의 확장을 통해 예비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대한 염려로 인해(Shearer, 2016) 임상실습을 할 때보다 시뮬

록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실습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레이션 실습 전에 더 큰 불안감을 겪게 된다(Kim, Park, &

종합적으로 보면, 간호대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 실습은 시

Won, 2016).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

뮬레이션 실습이 주는 양면가치 상황에서 반영을 통해 배우

인을 파악하고 실습 전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하여 충분히 설

고, 예비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인 것

명하거나 시뮬레이터를 만져보거나 관찰하는 준비시간을 제공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대학생을 임상

하는 등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환경에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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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효과를 위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checklist.

Retrieved

from

http://www.cfkr.dk/images/file/

CASP%20instrumentet.pdf

강화하고 제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Jang, H. J., Kim, J. H., Ji, E. J., Jung, D. Y., Lee, S. H., Kim,

결론 및 제언

S. H., et al. (2016). The study on current status of
simulation based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은 시뮬레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4(1), 1-12.

이션 실습이 주는 양면가치 상황에서 반영을 통해 간호를 배

Jung, H. J. (2016).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nursing

우는 것이었으며, 예비간호사로서 역량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simulation program based on the mastery learning model
peer

feedback

debriefing

methods.

Journal

of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and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실습에 의해 강화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0), 29-57.

되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일련의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0.29

논거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Kaakinen, J., & Arwood, E. (2009). Systematic review of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강화하고 제한점을 보완하면 시뮬레이

nursing simulation literature for use of learning theory.

션 실습을 통해 보다 높은 학습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사하고 있다.

6(16), 1-20. http://dx.doi.org/10.2202/1548-923X.1688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Kang, H. J., Kim, M. Y., & Choe, H. J. (2016). Effects of

다. 첫째,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교육경험에

integrated nursing practicum by applying simulation-problem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의 어려운 점을

based learn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

process competence,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다. 둘째, 국내외 시뮬레이션 실습환경, 제도 등에 관한 체계

nursing skil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적 고찰을 통해 국내외 시뮬레이션 실습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

Instruction, 16(12), 495-508. http://dx.doi.org/10.22251/jlcci.

후 시뮬레이션 실습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2016.16.12.495
Kang, H. Y., Choi, E. Y., & Kim, H. R. (2013).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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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합성 연구

Learning Experienc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 A Meta-synthesis and Meta-ethnography Study
Lee, Jihae1)․Jeon, Jieun2)․Kim, Sooyoung3)
1) Ph.D.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2) Registered Nurse, Samsung Medical Center
3) Officer in Charge, Uijeongbu City Hal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undertaken using meta-ethnography. Eight
databases were searched up to January 2014 for peer-reviewed studies,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that
reported primary data, used identifiable and interpretative qualitative methods, and offered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synthesis. Results: Nine studies were identified, with quality appraisal undertaken. Three key concepts were
generated: ambivalence of simulation practice, learning by reflection, and building up of the competency as a
future nurse. Six sub-concepts emerged: double sidedness of simulation setting; feeling ambivalence of simulation;
learning from others; learning from self-reflection; improvement of confidence by role experience; and
internalization of nursing knowledge. A line of argument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themes generated.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qualitative synthesis and other related literature indicated the importance of
capability of educator and extension of the simulation system to facilitate effective simulation-based education.
Keywords: Nursing students, Simulation, Learning, Experience, Meta-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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