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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간호교육은 이론적 지식과간호실무능력을 모두 포함

한간호를배우고실무에적용하여대상자의건강문제를해결

할 수 있는 간호전문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임상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다[1]. 하지만임상실습교육은대상자의질간호교육

증가,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관찰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임상 현장 교

육이불가능해져다양한유형의교육방법이요구되고있다[2].

이러한 요구를반영하여 임상 실습교육방법의하나로시뮬레

이션 기반 실습 교육이 있다. 이는 실제적인 임상실습환경을
제공하여학습자스스로문제를직접해결하는학습방법이다. 
이를활용한실습교육의장점은강의방식의교육보다학습자

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3],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있는유용한교육방법이다[4]. 그동안이루어졌던 시뮬레

이션 기반 실습교육은 대면수업방법으로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습자의 수행과정을 기록하여 실습 경험, 성찰, 디브리핑을
통해지식수준을향상시키고, 임상현장으로의전이를촉진시

킨다. V-sim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은

스스로 자신의필요한학습결과를평가하는 학습법인자기주

도학습방법으로자기능력수준에맞도록학습진도를조절할

수있어학업성취에 효과적이라는관점에서 중요성이인정되

고있다[5]. 또한학생들의학업성취를높이고자학생들이스

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업에 임

할 때보다좋은결과를얻는다는학습자기효능감이론은많

은 연구에서 지지 받아왔다[6]. 따라서 시뮬레이션 기반

V-Sim 학습이 학생들의 학습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며, 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

단된다. 

학습만족도는 수업에서학습내용이적절히제공되고 있는 정

도즉학습자가갖고있는목표성취감을느꼈을때가지게되

는마음상태로[7] 시뮬레이션기반 V-Sim 학습의학습만족도

를확인하는것에큰의미가있을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V-Sim 학습적용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

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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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V-Sim적용 간호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총 94명으로 2020년 9월 18일에서 9월24일까지 G광역시 소재 1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4학년이자가보고식설문지를이용하여자료를수집하였다. 대상자의학습자기효능감은전공만족도와 V-sim 학습횟수

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고,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전공만족도에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 학습만족도는연령, 전공만족도에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습 자기효능감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역과 학습 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습만족도는정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를통해시뮬레이션기반 V-Sim이간호대학생의학습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에적합한학습방법임을확인할수있었으며, 추후다양한변수를통한시뮬레이션기반 V-Sim의효과를확인하기위한연구

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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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연구는 시뮬레이션기반 V-Sim학습적용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만족

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는 2020년 9월 18일에서 9월24일까지 G광역시소재

1개 S대학교에 재학중인간호학과 3,4학년을대상으로  연구

자가직접연구목적과내용을설명하고연구참여는자발적이

며연구도중언제라도중단할수있으며중단하는학생들에게

어떠한불이익도주어지지않음을설명하고연구참여에서면

으로동의한경우만웹기반 Goggle 설문지를이용하여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검정력 .95를 유지하도록 하고, 효과크

기(effect size)는 medium(0.3), 유의수준(alpha)은 .05, 양측검

정으로설정하였다. 탈락률고려하여총 150부를 URL을이용

하여 설문을 배포하여 102명(68%)이 응답하였고, 불성실하거

나응답이누락된 8명을제외한 94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1.1 학습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습 자기효능감은 Ayres[8]이 개발하고, 박신

영, 권영란[9]이번안한도구로새롭게학습한내용을활용할

수있는지에대한개인의신념을측정한다. 이척도는총 10문

항으로 이루어진 Likert 7점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7-70점

까지이며, 점수가높을수록학습자기효능감이높음을의미한

다. 개발당시도구의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였으며, 박

신영, 권영란[9]의 Cronbach's alpha는 .95였고, 본연구의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96이었다. 

2.1.2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본연구에서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이석재 등[10]이대학생

/성인용으로개발한자기주도적학습능력도구를사용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학습계획 20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값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92이었다.

2.1.3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습만족도는 정혜승[11]이 개발한 도구를 김

혜영[]이 웹기반 선행학습에 맞춰 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으
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값
은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값은 .90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for free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 백분율, 평균과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

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

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

적 학습능력, 학습만족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 일반적 특성,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는 22세 이하 46명(48.9%), 23세 이상 48명

(51.5%), 남학생 21명(22.3%), 여학생 73명(77.7%)로 3학년 68명

(72.3%), 4학년(27.7%)이었다. 대상자는 진학동기로 취업률 때

문이라도 응답한 수가 50명( 53.2%)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권

유도 24명(25.5%)였다. 전공만족도 보통 55명(58.5%), 만족 39

명(41.5%)였으며, V-Sim 학습 횟수는 1회 28명(29.8%), 2회 이

상 66명(70.2%)였다. 학습자기효능감(7점 만점) 5.20±1.09, 자

기주도적학습능력(5점 만점) 3.45±0.51, 학습만족도 (5점 만

점) 3.36±0.69이었다(표 1).

3.2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도에서만족(5.72±0.88)경우가보통(4.84±1.09)보다유의하게

높았으며(t=17.31, p=<.001), V-Sim 학습 횟수가 1회

(5.51±1.08)가 2회 이상(5.05±1.07)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2.10, p=.039).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만족도에서

만족(3.67±0.49)경우가보통(3.29±0.47)보다유의하게 높았다

(t=14.56, p=<.001). 학습만족도는 22세이하(3.21±0.60)가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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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3.50±0.74)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t=-0.29, p=.039), 전

공만족도에서만족(3.57±0.75)경우가보통(3.21±0.60)보다유

의하게 높았다(t=6.77, p=.011)(표 2)

[표 1] 일반적특성, 학습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학습만족도의정

도 (N=94)

3.3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

족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학습 자기효능감은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r=.607, p=<.001)과 학습만족도(r=.600, p=<.001)에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

만족도(r=.505, p=<.001) 에유의한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표

3).

[표 3]대상자의학습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학습만족도의상관관

계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족도의 차이                                               (N=94)

4. 결론 및 논의

  본연구는시뮬레이션기반 V-Sim 적용간호대학생 3,4학년

을대상으로학습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학습만

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V-Sim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 자기효능감은 최대 7점 만

점에 5.20점이었으며, 박신영, 권영란[9]의 연구에서 5.33점보

다 다소 낮았다. 하지만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한시뮬레이션교육김해란등[12]의연구보다높았

다. 이는 웹기반 V-Sim 학습의 장점으로 간호학생들이 여러

번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황윤

영, 주민선, 박창승 [13]연구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에서간호대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 5점 만점

에서 3.45점이었으며, 이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김혜영

[14]의연구와같은점수였고, 강승주등[15]의 3.07점보다높

았다. 이는시뮬레이션기반 V-Sim학습은스스로학습부터디

브링핑까지 수행해야하는 교육방법으로학생들이 직접수행

특성 구분 N(%)/M±SD 최소-최대

연령 ≤22

≥23

46(48.9)

48(51.1)
성별 남

여

21(22.3)

73(77.7)
진학동기 적성과 취미

취업률이 높아서

주변사람의 권유

20(21.3)

50(53.2)

24(25.5)

전공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39(41.5)

55(58.5)

0
V-Sim 학습 횟수 1회

≥2회

28(29.8)

66(70.2)
학년 3학년

4학년

68(72.3)

26(27.7)
학습 자기효능감 5.20±1.09 1~7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3.45±0.51 1~5

학습만족도 3.36±0.69 1~5

학습자기효능감

(r/p)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r/p)

학습만족도

(r/p)

학습

자기효능감
1

.607

(<.001)

.600

(<.00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607

(<.001)
1

.505

(<.001)

학습만족도
.600

(<.001)

.505

(<.001)
1

특성 구분
학습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만족도

M±SD t/F  M±SD t/F  M±SD t/F 
연령 ≤22

≥23

5.22±0.88

5.19±1.27
0.170 .866

3.46±0.42

3.45±0.58
0.120 .905

3.21±0.60

3.50±0.74
0.292 .039*

성별 남

여

5.27±1.27

5.18±1.05
0.318 .751

3.43±0.59

3.46±0.49
-0.275 .784

3.60±0.81

3.29±0.64
1.883 .063

진학동기 적성과 취미

취업률

주변권유

5.57±1.02

5.12±1.15

5.08±1.01

1.411 .249

3.66±0.45

3.40±0.47

3.38±0.60

2.280 .108

3.34±0.73

3.36±0.71

3.34±0.62

0.39 .962

전공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5.72±0.88

4.84±1.09

0

17.305 <.001*

3.67±0.49

3.29±0.47

0

14.559 〈.001*

3.57±0.75

3.21±0.60

0

6.772 .011*

학년 3학년

4학년

5.10±1.08

5.48±1.10
-1.510 .138

3.42±0.50

3.55±0.52
-1.136 .259

3.29±0.68

3.53±0.68
-1.541 .127

V-Sim 

학습 횟수

1

≧2

5.51±1.08

5.05±1.07
2.097 .039* 3.44±0.46

3.46±0.53
-0.99 .921

3.50±0.64

3.30±0.70
1.29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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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지식을찾아문제해결을해야하므로,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이 강의를 듣는 전달식 수업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3.36

점이었으며, 이는동일한도구를이용하지는않았지만간호학

생을대상으로한시뮬레이션교육김해란등[12]의결과 3.58

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혼자서 학습부터 디브링핑

까지수행을해야하며, V-Sim 학습이영어로만들어져서학

생들이학습하는데어려움을느껴학습의만족도가기존의시

뮬레이션 학습보다 낮은 결과라 사료된다.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학습자기효능감은전

공만족도와 V-sim 학습 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자기효능감에대한선행연구결과[16]와유사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만족도에

양적상관관계를보였으며,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학습만족

도와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마

인드를갖게되고, 학습자기효능감이높아질수록학습만족도

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김해란 등[12]의 연구 결과와 매

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4학년에게 실습교육의 새로운 유형

인 V-Sim 학습은코로나-19와같은위기상황에서웹기반학

습이 점차 확대화 되고, 비대면 수업이 강화됨으로써 간호학

생이갖추어야 할학습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학습능력등

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이라생각된다. 학습만족도를향상

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근거마련함에큰의의가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개 지역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를바탕으로추후다양한시뮬레이션기반 V-Sim학습을적용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시뮬레이션 기반 V-Sim학습을 적

용하지 않은 군과의 비교연구, 다양한 대학들과의 비교 연구

가 를 통해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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