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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약 15.7%로 

고령사회이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1].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복합적이고 질병의 발현 양상이 청장년층

과는 다르며,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의해서도 신체의 모든 기능

이 점차 저하된다[2]. 따라서 노인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복합

적이면서 폭넓은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고[3], 간호사는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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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이를 위해 노인간호 교육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는 교

육과정을 통해 노인간호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 간호대학의 노인간호실습은 주로 노인병동, 요양시

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Co-

ronavirus disease-2019, COVID-19)가 유행하면서 COVID- 

19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인 노인 환자가[6] 주로 이용하는 노

인요양시설의 대면 면회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었

다[7]. 이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던 임상실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됨에 따라[8] 현장실습의 대안으로 웹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이나, 고성능 환자 모형(High-Fidelity 

Simulator, HFS), 표준화 환자(Standard Patient, SP)를 활용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진행되었다[9,10]. 

웹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은 실제 간

호상황을 가상 현실 환경에서 학습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것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임상현장과 유사한 실습을 할 

수 있어[11],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실습방안으로 활용

되고 있다[12]. 웹기반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 학생의 자

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13], 반복 학습과 주도적 

간호수행으로 만족감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12]. 그러나, 국내

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대부분 영어

로 되어있어 언어적 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4], 환

자와의 의사소통 제한으로 정확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어려움

을 나타냈다[12].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이 

노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

한 간호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성능 환자 모형이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 등으로 인해 직

접 간호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완적 방법으로 실습에 활

용되어왔다[15]. 지금까지 각 시뮬레이터 유형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는 주로 성인,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임

상적 질환을 가진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16],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켜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 임상수행능력, 임상판단력, 자기효능감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고성능 환자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생리적 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 반

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구현에는 한계가 있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숙련된 표준화 환자를 활용

함으로써 임상현장 상호작용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몰입

시키기는 효과적이나, 환자의 다양하고 비특이적 임상반응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구현하도록 표준화 환자를 

훈련하는 것이 어렵고 무엇보다 침습적 간호술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18].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시뮬레이션 세션 내에서 

둘 이상의 시뮬레이션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 유형의 장점

을 혼합함으로써, 교육 목표 범위를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10,18]. 노인간호실습 교육은 노인에 대한 흥미와 수용적 

태도를 통해 학습효과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경험을 반복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19], 반복학습이 가능한 시

뮬레이션 실습은 노인 대상자의 신체 사정과 간호중재를 적용

하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20]. 따라서, 

노인간호실습 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과 각각의 시뮬레이션 유형의 장점들을 중재 요

소로 포함하여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8,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vSimⓡ for 

Nursing by Laerdal Medical and Wolters Kluwer Health 

and based on simulation scenarios written by 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과, 고성능 환자 모형(SimManⓡ)과 표

준화 환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방법의 효과를 비

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두 형태의 노인간호실습 시뮬레

이션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학습경험을 심층적으로 탐

구하고, 노인간호실습 교육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의미

와 효과를 확인하여, 노인간호실습 교육 시뮬레이션 개발과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웹기반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

션을 통해 노인간호실습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평

가하기 위한 혼합방법론 연구이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상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의 학습

태도를 파악한다.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

의 학습태도를 파악한다.

 가상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의 자신

감을 파악한다.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

의 자신감을 파악한다.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와 자신감을 비교한다.

 가상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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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한다.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노인실습을 학습한 간호대학생

의 경험을 탐색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통

해 노인간호실습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수렴적 설계(convergent design)를 활용한 혼합연구

(mixed methods research)이다. 수렴적 설계는 양적 및 질적 

방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중요시하며, 양

적 및 질적으로 수집한 서로 다른 보완적인 자료를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확장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21]. 본 연구에서는 양적 표본 중 일부를 질적 표본으로 사용

하여(same sample groups), 비동등 표본수(unequal sample 

size)를 선택하였고,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동시적으로 각각 수

집하고(different sources of data), 두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

석한 후 분석 결과를 통합, 비교, 연관하여 본 연구 문제에 대

해 포괄적인 해석을 실시하였다[21](Figure 1).

2. 연구참여자

노인간호실습 중 시행한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S지역 1개 여자대학교 2021년 4학년 2학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은 2021년 10월부터 12월에 1일 5시간씩 웹기반 가상 프

로그램 내에서 노인의 전환기 간호에 해당하는 3개 시나리오

를 기반으로 한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과, 1일 4시간동안 1개의 

시나리오로 진행된 고성능 환자 모형(척추수술노인)과 표준

화 환자(보호자)를 결합하여 대상자로 설정하여 시행한 하이

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입학 이

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수강하는 교과목인 성인간호, 정

신간호, 노인간호학 실습에서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이 

있으며, 고성능 환자 모형 및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

션 학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1) 양적연구

양적연구대상자 산출은 G*Power 3.1.9(University of 

Dusseldorf, Dusseldorf, Geramny)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ndependent t-test, 단측검정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기존 선

행연구[22] 결과를 통해 산출한 효과크기(d) 0.53과 유의수준

(⍺) .05, 검정력(1-β) .80을 투입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

단에 45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각각 50명의 대상자

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집된 가상 시뮬레이션 

45명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49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선행연구[8]와 포커스그룹 인

터뷰 방법론을 바탕으로 각 그룹당 7명씩 4개 그룹으로 총 28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설계에 따라 양적연구 대상자 중, 연구

참여가 교과성적에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양적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학습태도 

12문항과 자신감에 대한 1문항, 일반적 특성(연령 및 전공만

족도)으로 구성하였다. 연령과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학습태도와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동질성 

검토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both virtual simulation and hybrid simulation.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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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태도: 한국간호교육평가원[23]이 한국교육개발원

[24]의 학습태도 평가도구와 학습습관 평가도구를 바탕

으로 제시한 학습태도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노인간호 시

뮬레이션 측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총 12개 항목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최하 12점에서 최대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였다. 

 자신감: 시뮬레이션 학습 후 환자 간호에 대해 스스로 평

가하는 자신감 정도를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최소 1점에

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환자간호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1) 양적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수집을 통해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

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각각의 결과를 동일한 학습태도와 자신

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모집 문건을 게시

하였다. 모집문건을 읽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

한 연구참여자가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시뮬레이션 

중 최근에 시행한 시뮬레이션을 선택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방

식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적 자료는 구글폼(Google 

Forms)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대상

자는 연구참여 동의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적 자료

수집기간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28일이다. 

2) 질적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는 방법으로 주제에 대한 탐색과 발견, 연구 주제에 대한 해

석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다양하고 의

미 있는 자료 도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모집 문건을 게시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1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로, 참여자의 경험을 보

다 완전하게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렴적 설계 방법에 따

라, 양적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21].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고 인터뷰 내용의 비 이 보장되는 조용한 강의실에서, 

각 그룹당 7명씩 4개 그룹으로 총 28명이 참여하였으며, 그룹

당 40~60분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끌어

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텨뷰 경험이 있고 ‘노인간호학 이

론 및 실습 수업과 전혀 무관한 연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

하여 진행하였고, 주제 질문은 가상/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하이브리드 시뮬레

이션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가상/하이브리드 시뮬

레이션 실습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학습 적응과정은 어떤 것이

었습니까? 가상/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 방법 두가지(가

상,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습니까? 가상/하이

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

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동의하에 인터뷰 내

용을 녹음하였고, 보조 연구자는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며 현장 기록을 병행하였다. 인터뷰 시 모호하

거나 이해되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질문하고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참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포화에 도달할 때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1) 자료분석

(1) 양적 자료분석 

양적 자료분석은 가상 및 하이브리드 노인간호 시뮬레이션

에 대한 학습태도,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자신

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test, t-test를 SPSS/WIN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질적 자료분석

① 질적 자료분석방법

질적 자료분석은 Elo와 Kyngas [25]가 제시한 귀납적 접근

을 통한 질적내용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

드 시뮬레이션 경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

며 의미를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cel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

고 연구자 각자가 반복적으로 전사 자료를 읽으며,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문을 분리하여 의미 단위로 나누

고 의미 단위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하부주제로 추상화한 후 

핵심주제를 추출하고, 핵심주제를 분류하는 개방코딩, 범주

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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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의 선이해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연구자는 다년간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학 이론 

및 실습 교육 경험이 있으며, 시뮬레이션 교육 관련 워크숍 및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교수법을 수련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변화되는 실습과정을 경험하면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임상실습의 효과적인 대안이며, 간호학생의 임상간호역량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긍정적인 선이해가 반영되는 유도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

입견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 [26]가 연구의 엄 성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신빙성

(credibility),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

립성(neutrality) 측면에서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공동연구자가 함께 자료검토 및 자료분석을 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학문적 언어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전

환되었는가에 대해 서로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 후 참여자의 

진술로 회귀하여 분석 결과와 면담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

하며 신빙성을 추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명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적용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내용 분석방법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분석 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조율하였고,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 감정이 개

입되지 않도록 연구자들이 충분한 사전 사후 성찰 활동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E 대학교의 생

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 받았다(IRB No. 202201 

-0001-01). 연구의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이기 때

문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심리적 불편을 고려하여 연구절

차, 연구참여, 연구중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수집

은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성적과 무관한 연구자가 일대

일 인터뷰가 아닌 그룹인터뷰를 진행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경우 녹음과 기록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녹음 내용 전사 시 참여자 이름은 개인정보

가 드러나지 않도록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연구대상자의 비  

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잠금 설정된 컴퓨터에 3년간 보관한 

뒤 폐기될 것이다. 

연 구 결 과

1. 양적연구 결과

가상 및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노인간호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 총점과 자신감은 시뮬레이션 방법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가상 시뮬레이션

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따른 학습태도 3개 문항에서 하

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상 시뮬레이션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1)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대해 응답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어, 설문에 참여한 각각의 두 집단 간 일반적 특

성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2)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따른 학습태도 

가상 시뮬레이션의 학습태도(52.60±6.23)와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의 학습태도(53.65±4.85)는 두 가지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며,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

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94)

Variables Categories
Virtual (n=45) Hybrid (n=49)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5.07±9.07 23.61±3.22 -1.02 .313

Satisfaction of major Middle
High
Very high

 4.24±0.57
3 (6.7)

28 (62.2)
14 (31.1)

 4.14±0.70
 9 (18.4)
24 (49.0)
16 (32.7)

3.27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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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항에서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이 

‘1. 이번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노인간호에 대한 흥미가 유

발되고 학습의욕도 증진되었다.’ 항목에서 4.61±0.49로 가상 

시뮬레이션(4.22±0.67)보다 높게 나타났다(p=.002). 하이브

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이 ‘2.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하여 

활발한 토론과 의견의 공유가 이루어졌다.’ 항목에서 4.78± 

0.42로 가상 시뮬레이션(4.51±0.55)보다 높았고(p=.010), 하이

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이 ‘5. 이번 시뮬레이션 학습방법을 통

해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게 되었다.’에서 4.69±0.51

로 가상 시뮬레이션(4.22±0.64)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Table 2).

3)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따른 자신감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7.66±1.37)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

션 실습(7.61±1.10) 후 노인 환자 간호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

은 두 가지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7점 이상(10점만점)의 점수

로 자신 있는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가상 시뮬레이

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0.46, p=.831). 

2. 질적연구 결과

가상 및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모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 28명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터뷰 자료를 내용분석 방법과정에 따라 가

상 및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간 경험 비교에 대해, 

총 246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추출되었고, 39개의 하위범주

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범주로 구조화되었고 

총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공간과 관계에 따른 차이

(1) 실제감 부족으로 몰입 저하(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은 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며, 가상 

Table 2. Learning-Attitudes after Simulations (N=94)

Variables
Virtual (n=45) Hybrid (n=49)

t p
M±SD M±SD

1. Through this simulation practice, my interest and learning desire 
to gerontological nursing increased. 

4.22±0.67 4.61±0.49 10.45 .002

2. Debriefing enabled me to communicate with other students and 
share their opinions actively in discussion.

4.51±0.55 4.78±0.42 6.93 .010

3. Through this study, I could systematically approach some 
problems of gerontological nursing.

4.47±0.62 4.63±0.53 1.94 .167

4. Through this study, I got motived to study more than before in 
gerontological nursing. 

4.29±0.79 4.51±0.61 2.32 .131

5. Through this learning method, I realized my weaknesses and 
strengths. 

4.22±0.64 4.69±0.51 15.90 ＜.001

6. Through this study, the fear of clinical practice for gerontological 
nursing was reduced. 

4.13±0.89 4.08±0.81 0.09 .770

7. I could diagnose the elderly patient's conditions with knowledge 
which I have learned.

4.47±0.59 4.51±0.58 0.13 .719

8. I could identify the nursing problem and set priorities for elderly 
patients. 

4.42±0.58 4.43±0.50 0.00 .955

9. I could find the rationales for setting priorities in nursing of 
elderly patients. 

4.49±0.55 4.31±0.65 2.14 .147

10. I could find the appropriate interventions to solve the nursing 
problems of elderly patient.

4.44±0.59 4.39±0.60 0.21 .646

11. I could find the rational evidences for the gerontological nursing 
intervention. 

4.47±0.55 4.37±0.67 0.62 .435

12. I could evaluate the gerontological nursing intervention provided 
in this simulation according to the goal achievement criteria.

4.47±0.50 4.35±0.56 1.18 .281

Sum 52.60±6.23 53.65±4.85 0.92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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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irtual versus Hybrid Simulation Experience with the Gerontological Nursing Contents

Themes Categories Sub-categories

Differences in space 
and relationships

Unable to focus as it 
was not realistic

V ․ Did not feel like the real patient
․ Unable to know whether the patient understood the training
․ Unable to communicate
․ Less nervous

Able to focus as it 
was realistic

H ․ Satisfied with the realistic environment 
․ Able to focus on the job as the older adults responded
․ Able to learn as there were Standardized Patients (SP) and real 

communication
․ Felt frustrated and mortified as if it was real
․ Felt nervous and panicked

Differences in roles 
as learners

Iterative learning V ․ Tried to resolve problems focusing on the disease
․ Found doing it like a machine without thinking as the longer it lasts 

Active learning H ․ Actively involved through the team play
․ Check feedback immediately by debriefing

Differences in 
higher-order 
thinking skills

Acquiring theoretical 
knowledge

V ․ Able to practice what was learned in class
․ Understood the overall flow of caregiving
․ Simulation helped when I did not have background knowledge
․ Able to learn through iteration
․ Found it hard to apply what I learned; all I did was click

Advancement of 
knowledge

H ․ Able to perform nursing by considering the given situation
․ Acknowledging self-knowledge (metacognition: my imperfections)
․ Learned how to care for elderly patients with emotional support
․ Learned what the healthy elderly cares for the elderly who needs help due 

to illness or other reasons means and that the scope of care includes their 
caregivers.

․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elderly better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Able to understand senior caregiving better

Differences in 
experiential 
learning

Limitations of 
practicing

V ․ Could not communicate as I had learned
․ Unable to practice nursing skills as it was done through clicks
․ The practice was predictable

Proficiency 
improved

H ․ Got better at solving problems
․ It was regrettable that I did not have experience in caregiving. So it was 

nice to practice it in person
․ Able to learn nursing skills
․ Experienced things I learned in caregiving class in person

Differences in 
perspective on the 
elderly

Solving the 
disease-centered 
problem

V ․ Focused more on the task rather than learning what was simulated
․ The results of what I learned are tasks
․ Felt irritated when it was repeated

A holistic perspective 
to understand and 
help the elderly

H ․ Felt confident that I could practice without panicking
․ Learned what I need to know when I care for senior patients
․ It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think about how to behave when caring 

for senior patients
․ My mindset and attitude toward caregiving for the elderly have changed
․ Promise to taking good care of the elderly in clinical settings in the future

V=Virtual simulation; H=Hybri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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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순·조미정·유리호 등

시뮬레이션의 노인 환자는 말하는 속도와 크기도 일정하여 실

제로 의사소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긴장감이 저하되며, 

실수를 해도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아 몰입이 

저하됨을 느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번엔 틀려도 괜찮겠지, 이렇

게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

요.(참여자 7)

그냥 말하는 속도도 일정하고 크기도 일정해서 그 분

이 잘 안 들리는지, 아니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참여자 6)

(2) 현장감이 있어 몰입이 됨(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분위기와 조성된 환경을 통해 실제 병실 환경에 있는 듯한 긴

장감과 불안함을 느꼈다. 또한, 노인 대상자(고성능 환자 모

형, SimManⓡ)와 보호자(표준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과 직

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답답함과 당황스러움도 느꼈지만, 환

자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실제로 환자를 간호하

는 느낌을 받아 상황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환자를 간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 임상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았어요.(참여자 1) 

보호자분 연기가 사실적이어서 실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느낌이어서 좋았

어요.(참여자 16)

2) 학습자로서의 역할 차이

(1) 기계적 학습(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을 수행하면서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 

질환 중심 간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

상자와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

다. 또한,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답을 찾기 위해 기

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학습에 임하게 되었다. 

vSimⓡ 할 때는 ‘나 이거 수행해야지’ 하고 클릭하면 그

냥 아무런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참여자 2)

처음에 할 때는 궁금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대상자만 

달라지고 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뭔가 계속 기계적으

로 클릭, 클릭, 하고 확인한 느낌.(참여자 1)

(2) 능동적 학습(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하이브리드 실습은 실제 임상과 같이 팀플레이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지만, 이러한 부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나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능동

적으로 실습에 임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후에는 디브리핑 시

간을 통하여 SP와 교수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

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을 보완할 수 있어 만족

하였다.

디브리핑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점

이 유익했어요.(참여자 6)

팀별로 하는 것이다 보니 혹여나 민폐가 될까봐 파트를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참여자 13)

3) 고차원적 생각 기술의 차이

(1) 이론적 지식의 습득(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시나

리오에서 순서대로 진행되어 어떠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에 대해 이론적 틀을 정립할 수 있었고, 입원부터 퇴원 후 간호

까지 전환기 간호를 경험할 수 있어 한명의 환자에 대해 흐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Pre-Post quiz를 통해 이론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시나리오 관련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

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

었다. 

전체적인 틀을 잡고 어떤 순서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지 틀을 잡아 놓고, 하나씩 해 볼 수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참여자 19)

근거중심 접근과 pre와 post Quiz 시 문제에 대한 설

명도 좋았고, 간호과정을 하면서 다시 복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참여자 26)

(2) 지식의 고도화(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참여자들은 하이브리드 실습에서 직접 간호 수행을 하면서 

실제 수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려움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다. 실습이 팀플레이로 진행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환자

와 보호자를 직접 사정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질환에 대한 간

호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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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 노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간호의 시야가 확장되어야 

함을 알았다. 더욱이, 청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낮고 또렷한 목

소리 등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노인의 기

저질환에 대한 복합적인 사정, 인지기능 저하와 독립적인 수

행이 어려운 노인의 상황, 일련의 간호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등의 노인간호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 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3)

실제로 직접 중재를 해보니 의학적인 상태도 중요하지

만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에 대한 의지가 치료에 많은 영

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참여자 24)

4) 습득에 의한 체화된 지식 차이 

(1) 실제적 수행의 한계(가상 시뮬레이션)

가상 시뮬레이션은 모든 의사소통과 처치가 클릭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술기를 할 수 없어 아쉬웠으

며,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고 정확하여 실습 내용이 예측이 

가능하였다. 

vSimⓡ 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클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

희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입력을 다 못 하고요.(참여자 7)

자막도 나오고 환자와 보호자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맞

는 답을 정확하게 줘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실습에서 한 것처

럼 간호과정에서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을 써야겠다 

이런 감이 오는데...(참여자 21)

(2) 숙련도가 향상됨(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참여자들은 하이브리드 실습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고, COVID 

-19로 현장 실습의 경험이 어렵고, 실제 현장실습에서도 관찰

만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 임상간호사처럼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술기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어 만족하였다. 또한, 병

원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상황을 

직접 실습하며 새롭게 체감할 수 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엇지만 병원에서 임상 실습 중에는 

겪은 적이 없는 것을 새롭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참여자 21)

이번 실습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간호 수

행을 직접 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참여자 23)

5)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1) 질병중심 문제 해결(가상 시뮬레이션)

참여자들은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하였지만, 결과물을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는 것에 중점을 맞

추어 실습을 하였다. 또한, 가상 시뮬레이션 장면이 반복적으

로 진행되고, 학습을 빠르게 마치기 위해 단순 순서 암기를 통

해 학습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뭔가 이 환자를 진짜 분석하고,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게 

궁금하다기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background를 

보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일지에 옮겨 써야겠

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참여자 18)

그냥 진짜 답만 외워서 할 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쉬

웠고..(참여자 20)

(2) 환자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전인적 관점(하이

브리드 시뮬레이션)

임상실습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직접 환자, 보호자와 소통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였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

해 실제 임상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간호 수행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한, 임상에서 노인과 보호자

에 대해 이해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적절한 태도와 

효과적인 간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향후 임상에

서 노인에게 효과적인 간호 제공을 위해 의사소통 능력의 향

상과 정서적 지지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사로서 어느 정도까지 케어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

하게 되었어요. 또 노인의 돌봄체계에 관심을 갖는 계기

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7)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환자간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즉각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

처해보면서 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노인특성에 대해

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참여자 11)

논 의

간호학실습의 학습목표는 이론 과목을 통해 함양한 간호학 

지식을 실무 상황에서 실제로 통합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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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하

는 것에 있다[27]. 하지만, COVID-19 중 간호대학 대면 실습

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

에서 대면 실습을 대체하여 웹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과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대면 실습이 활성화되었다[8].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간호실습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

대면 실습으로 활용된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를 혼

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앞으로 노인간호학 비대면 

실습에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웹기반 가상 시뮬레이

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 내용 및 종류가 달

라도 당장 신규 간호사로 일할 것을 염두하고 있는 4학년 학생

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자체만으로도 실습에 만족하고 유용한 

수업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10].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

상 시나리오 및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기존 실습에서 경험

하지 못한 상황이 제공되었다. 이에 실제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나 가상 및 표준화 환자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수

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만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4]. 따라서 학생

들이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 투입되기 전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함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사례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양적연구결과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

션 실습에 따른 학습태도가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른 학습태도

보다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COVID-19 이후 주로 가상 시뮬

레이션을 활용한 실습이 진행되었고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하

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은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대상자 특

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상 상황의 현장감을 느

낄 수 있는 실습이 가상 시뮬레이션에서보다 하이브리드 실습

에서의 강점으로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간호에 

대한 흥미가 유발과 학습의욕 증진’, ‘디브리핑을 통한 활발한 

토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인식’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질적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서 현장감이 

느껴서 몰입이 증가하며 흥미가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디브리

핑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또한 주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직접 수행해 봄을 통

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간호

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시뮬레이션 실습 상황에서 

간호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브리

핑 시간 동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브리핑 제공자에 대한 전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가상 시뮬레이션의 실습 경

험의 특징을 ‘실제감 부족으로 몰입 저하’, ‘기계적 학습’, ‘이

론적 지식의 습득’, ‘실제적 수행의 한계’, ‘질병중심 문제 해

결’로 보고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실습의 특징을 

‘현장감이 있어 몰입이 됨’, ‘능동적 학습’, ‘지식의 고도화’, 

‘숙련도가 향상됨’, ‘환자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전

인적 관점’라고 보고하였다. 특정 실습이 더 나은 실습이었다

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

습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언어, 비언어적 

반응이 가능한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이션은 현실감, 학습

동기를 증가시키고, 지식 재적용화를 통하여 지식이 향상된다

고 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웹기반의 가상 상황과 직접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현장을 체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 또한 질병 

중심 간호 문제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주도적으로 문제 

상황을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시뮬레이션의 장점으로 평가된 학습자의 

자발적 사고 촉진, 즉각적 피드백을 통해 간호지식과 임상 수

행능력 향상과[29],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 또한 간호 

문제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주도적으로 문제 상황을 판

단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던 가상 시뮬

레이션 실습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14]. 간호대학생의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에 대

한 연구에서는 안전한 가상에서 스스로 고민하여 다양한 판단

을 해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

다[14]. 또한 반복적 학습이 가능함으로 비기술적 능력을 교육

하는데 적합하였다[16]. 따라서 두 가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유

사한 사례를 활용하여 질병 중심의 간호문제 해결과 환자 중

심의 전인간호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간호학 교과목표는 질병 중심이 아닌 노인 및 노화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를 갖추고 제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합적 사고를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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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30]. 따라서 이러한 노인간호학 교과

목표를 비대면 실습에 반영하여 운영한다면 대면 실습에서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려했던 것보다 효과

적인 실습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을 

통한 대면 실습의 장점이 있으나, 학생이 대상자의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고, 간호 술기도 직접 

수행하는데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COVID-19 이후에

도 대면 실습과 비대면 실습의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노인간호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웹기반 가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

션을 통해 노인간호실습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평

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두 가지 시뮬레이션 노인 실

습에 대한 학습태도와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습태도 중 흥미유발, 활발한 토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인식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 높게 나타났으

며, 자신감은 두 가지 노인 실습 모두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시뮬레이션 노인 실습에 대한 경험에서는 공간과 관계에 

따른 차이, 학습자로서의 역할 차이, 고차원적 생각 기술의 차

이, 습득에 의한 체화된 지식 차이,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점이 다른 

각 시뮬레이션을 병행하여 노인간호실습 교육을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이론 지식의 습득에 용이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선행되고 지식의 내면화 및 체화가 이루어

지는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실습한다면, 간호지

식, 간호수행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두 가지 시뮬

레이션 노인 실습을 학기 중 경험하고, 방학 중 자료수집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경험에 대한 혼동이 연구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간호실습에서 가

상 시뮬레이션과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간호대학

생의 학습태도 및 자신감을 파악하고,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

구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

문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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