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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Effects of Simulation Program for Fal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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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simulation scenarios for the management patient fall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using the scenarios with student nurses.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methodology study. Study participants were 30 students who were in 4th year of nursing at one College of
Nursing. Results: When comparing knowledge of falls before and after the simulation program, it was found that
knowledge increased by 4.90 (from 24.60 pre-test to 29.50 post-test). For clinical performance of fall management,
the score for assessment was 10.17 out of 16, for intervention 5.97 out of 10, and for evaluation 7.33 out of 8. The
average score for reporting a fall to the doctor was 19.87 out of 30 based on SBAR.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imulation program, the confidence of reporting to the physician was less than 5 in all four areas, but self-confidence improved by more than 6 points in all four areas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results of fall management simulation practice can contribute to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falls,
as well as to nursing interventions and post-treatment following a patient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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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용하며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고 평가하는 실제적인 현장체험
학습이다[1].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이론적 지식이 직접 전이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
게 하여, 학생들의 자신감 증진,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문

시뮬레이션 교육은 멀티미디어 기술, 모형, 환자시뮬레이

제해결능력, 학습만족도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터(Human Patient Simulator, HPS)와 표준화 환자를 활용

[2]. 이에 간호교육에서는 간단한 OSCE (Objective Structured

하여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상호작

Clinical Examination) 실습을 할 수 있는 기본간호학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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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환자 관리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아동, 모성간호학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실제 해결해보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신간호학의 경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교육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단계별로

을 실시하고 있는 등 많은 간호교육에서 학생의 수행능력을 평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최적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6]. 이

가하는데 시뮬레이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3].

에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제 중 낙상 환자관리를 중심으로 시나

그러나 간호관리학의 경우 시뮬레이션 수업과는 약간은 동

리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떨어진 교과목으로 생각되어왔고 실제 간호교육에서 시뮬레

낙상은 기절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 넘

이션 실습과 병행한 간호관리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어지는 것을 제외하고,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인해 발

많지 않다. 이것은 간호관리학 교과목 특성상 간호술기(skill)

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하거나, 몸의 위치보다

측면보다 조직과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이 많으므로 이를 시뮬

낮은 곳이나 바닥으로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7].

레이션 교육을 접목한 상황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고의 하나지만, 환자안

다. 그러나 최근 시뮬레이션 교육에 의료진간의 협동이나 협력

전과 관련된 적신호 사건으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을 주제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발생하면 환자의 위해를 최

고 있다. 즉, 의사와 간호사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실제 임상 상

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

황과 비슷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 팀 간 의사결

살피는 간호사는 우선적으로 낙상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

정능력이 향상된 연구[4],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위기자원

야 하고, 낙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

관리(Crisis Resource Management, CRM) 프로그램을 적용

절한 보호와 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하고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한 후 의

야 한다[7].

료진들과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파악한 연구 등이 수

한편 환자안전을 개선하고 의사소통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발

행되었다[5]. 이처럼 외국에서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된 표준화된 의사소통 도구인 SBAR (Situation, Background,

상황들을 현직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적용한 시뮬레이션

Assessment, Recommendation)는 상황, 배경, 사정, 제안 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를 대

계로 구성되며[8], 응급상황에서 환자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상으로 간호관리 상황을 접목한 연구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기 위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수업에서 시뮬레이션과 관

[9]. 병원에서 SBAR의 활용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의사소통

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도 확인하기 어렵다.

을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강화하였으며[10], 의사소통의 명

간호관리학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간호에 관한 역사관과 윤

확성을 높이고 의사와의 협력관계를 향상시켰다[11]. 그러나

리적 자질을 갖추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고, 간호관리 이론

간호대학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의료

및 관리기능에 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조직

진 간의 의사소통을 학습하지 못한 신규간호사들은 의사와 환

에 적용하며,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

자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

여 간호관리를 수행한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간호관리학을 이

고되었다[12]. 국외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SBAR

수한 학생은 환자권리 옹호를 위한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을 수

를 활용한 연구로는 간호사의 인수인계나 의사와 의사소통에

행할 수 있어야 하고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의 간

서 SBAR를 사용하는 역할극 교육[13], SBAR를 활용한 시뮬레

호관리 과정에서 관리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이션 교육[14] 등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간호관리학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조직의 팀원으로 협력과 조정을 통해 혁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 SBAR에 대하여 교육하지

신적 간호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만, 실습이나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SBAR를 활용한 연구[14,

달성하고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간호관리학 학

15]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개

습방법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

발한 낙상관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간호관리학 실습의 내

제해결을 하고 협력과 조정 기술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실을 기하고 역동적인 교과목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중 환자안전관리는 특히 중요한 주제
로 간호사들의 안전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사건보고 및 기록과

2. 연구목적

관련된 지식과 실무능력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간호
조직 내에서 발생되는 임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만들고 이를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실습에서 낙상 환자관리 주제의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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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

① 시나리오 개요(Scenario outline)

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나리오 개요에는 학습자, 학습목표, 상황 등이 포

연구방법

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낙상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의사소
통 중 의사보고’ 상황에 관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에서

1. 연구설계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학습목표는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 방
법을 알고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진간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학습목표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시나

수행한다’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낙상위험요인을

리오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와 시뮬레이터와 표준화 환자를

사정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며 상황에 대해 의사보고

이용하여 낙상 환자 관리와 의사보고 상황을 적용한 후 그 효과

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낙상예방 교육과 사건 보고서를 작

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

성한다.’ 라고 명확한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이다.
② 시나리오 진행(Scenario progression)

2. 연구수행 절차

시뮬레이션에서는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

1) 시나리오 개발단계

이 환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사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16]

(1) 시나리오 주제선정

가 제안한 형식을 토대로 시간, 마네킨 행동, 기대되는 중재, 단

간호관리학 학습목표를 성과기반으로 개편(2016년 4월)하

서 등으로 나누어 시나리오 진행 과정을 구성하였다.

여 한국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습목표를 기준으

우선 학습자들이 완전한 경험 안에서 몰두할 수 있고 실제

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간호관리를

환자들의 증상과 징후를 신뢰성 있게 재현하기 위해서 환자시

수행하기에 요구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뮬레이터(HPS)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였으며 초기 사정 5분,

간호전문직의 이해,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및

중재와 평가 5분으로 시간을 구성하였다.

간호단위관리의 7개 분야, 26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 내용은 간호학과 4학년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고려

이에 본 연구자들은 7개 분야의 26개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

하여 교과목 및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

보고 시나리오로 구성이 가능한 영역을 선별하였는데, 지휘 분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나리오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학습

야에서 ‘의사소통’, ‘갈등관리’, ‘조정과 협력’ 영역을, 통제 분

자에게 검사결과지, 전화, 단서(cues)를 제공하여 환자의 문제

야에서 ‘간호의 질 관리’ 영역을, 간호단위관리 분야에서는 ‘간

를 직접적으로 사정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본

호단위 환자관리’ 영역을 우선 선택한 후 3가지 영역을 포괄하

시나리오에는 환자의 동공반사 그림, 의사와의 전화보고, 표

여 설명할 수 있는 ‘낙상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의사소통 중 의

준화 환자의 목소리나 표현을 통해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자들

사보고’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시뮬레이션 설계

③ 디브리핑(Debriefing)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시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활동 후 수행한 간호에 대해 교수자

뮬레이션의 충실도와 문제해결(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

와 학습자 간에 느낀 점을 공유하는 반영적인 사고과정으로 본

준),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충분한 단서(정보)제

연구에서는 GAS (Gather-Analysis-Summarize)의 모델을 사

공, 반영적 사고(디브리핑)과정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

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여[17], 실습 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록 시뮬레이션이 설계되어야 한다[16]. 이러한 시뮬레이션 설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수집(gather)단계는 시

(design)에는 목표(objectives/information), 충실도(fidelity),

뮬레이션 활동 후 학습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으로 간호수행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단서(cues), 디브리핑(debriefing)

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들어보는 것이고, 분석(analysis)단계

이 포함되어 있다[16].

는 수행에 대한 분석을, 요약(summarize)단계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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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나리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전문가
타당도를 이용하였으며, 간호관리학 교수 5인, 시뮬레이션 실

③ SBAR 평가 체크리스트

습 담당 교수 1인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내

SBAR는 매우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상황(situation, S), 배

용 타당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평가 내용은 시뮬레이

경(backgroud, B), 사정(assessment, A), 추천(recommenda-

션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내용이

tion, R)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의사소통전략이다[8]. 본 연구

나 진행과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4점 척도로 ‘전혀 적합하지 않

에서는 SBAR에 근거하여 의사 보고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

다’ 1점에서 ‘매우 적합하다’ 4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

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SBAR 의사보고 평가

과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가 .80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SBAR 영역별 각각 S영역 6, B영역

상인 문항을 채택하고 의견 사항은 수정 ․ 보완하여 시나리오와

4, A영역 4, R영역 1항목의 총 15항목을 점검하여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내용을 수행할 경우 ‘잘함’ 2점, ‘보통’ 1점, ‘미시행’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SBAR를 적용한 보고를 잘

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1) 연구대상자

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는 .69
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 개 지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학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자

④ SBAR 기반 의사보고 자신감

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sbar를 기반으로 한 의사보고 자신감 정도는 상황, 배경, 사

3.1.2 프로그램[18]을 이용하여 paired t-test에 필요한 최소 대

정, 추천의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자신감이 매우 높다’ 10점,

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는 .05, 검정력(1-β)=.08, 효

‘자신감이 매우 없다’ 1점까지의 NRS (numeric rating scale)

과크기 0.5일 때 28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명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 Cron-

을 대상으로 하였다.

bach’s ⍺는 .96이었다.

(2) 연구도구

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① 성인용 낙상안전관리 지식 평가지
낙상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발한 평가지를 이용하였다. 낙상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

승인(IRB-A17-Y-0051) 후,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

인으로 환자요인(18개 항목)과 투약력(9개 항목), 낙상예방 및

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

관리(8개 항목)의 총 3개 영역 35문항의 정답수를 합산하였다.

를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문건을 부착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한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의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점수가 높을수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

록 낙상안전관리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에게 익명성 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는 KR-20 .85였다.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
이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②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

설명하였고, 이 내용을 포함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배포하고 이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과정을 적용한 실무지침서

에 서명을 받은 후 조사 및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후 대상자

과 평가도구’[8]의 낙상예방 간호 내용을 토대로 낙상관리에

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고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관해 간호관리학 교수 5인을 통해서 내용타당도(CVI)를 검증

별도 회수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전산

한 후 본 연구팀이 개발한 자가보고형 낙상간호 체크리스트를

코딩 처리하였다.

통해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정 7문항, 중재 5문항, 평가 5문
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4. 자료분석

문항은 ‘시행’ 2점, ‘부분시행’ 1점, ‘미시행’ 0점의 2점 척도로
평가하여, 총 3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 프로그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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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2. 프로그램 효과 평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 후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 정도와
SBAR를 이용한 의사보고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개발된 시나리오가 포함된 낙상관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으며, 프로그램 적용 전후 지식과 의사보고 자신감의 차이는

을 적용하기 위해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학과 4학년 30명(여학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생 24명, 남학생 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세(범위 21~31
세)이었다.

연구결과

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후 낙상 관련 지식 비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후의 낙상 관련 지식을

1. 시나리오 개발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35점 만점 중에서 시행 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나리오 주제는 ‘낙상예방 관련 환자

에는 24.60점, 시행 후에는 29.50점으로 4.90점 증가하였다. 사

안전관리 및 의사소통 중 의사보고’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전-사후 짝비교로 지식수준을 비교했을 때(t=4.13, p<.001) 통

주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나리오 운영 시간은 시나리오 개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낙상 위험요인- 환자요인, 낙

요 설명, 환자 확인법, 환자 모니터 작동법(EKG, BP 측정법),

상 위험요인-투약력, 낙상예방 및 관리 3개 영역에서도 시뮬레

ENR을 이용한 낙상보고서 작성안내, 실습실 투어 및 개별 연

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

습을 위한 준비 시간이 30분, 본 시나리오 운영 10분, 디브리핑

었다.

30분이 소요되도록 구성하였다.
모듈 개요는 고혈압치료제, 이뇨제 및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2)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

있는 고령의 노인 환자가 야간 배뇨를 위해 화장실에 가던 중

시뮬레이션 시행 중에 평가자가 학생을 관찰하면서 낙상관

수액걸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

리 임상수행능력 3가지 영역(사정, 중재, 평가)을 평가한 결과는

다. 야간 근무 중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간호사정과 응급처치

Table 2와 같다. 낙상관리 사정 영역의 8개 항목(조명, 대상자

를 수행한 후 담당의사에게 SBAR를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하

확인, 의식수준, 동공반사, 움직임, 호흡/맥박, 손상, 주변상황)

였다.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고 침상안정을 취한 후 낙상예방교

의 임상수행능력은 16점 만점 중에 평균 10.17점이었다. 중재

육을 실시하고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영역의 5개 항목(도움 요청, 의사에게 보고, 상해 부위 응급처

시뮬레이션은 간호학생 1인이 10분 내에 간호사정, 중재, 평가

치, 재사정, 활력징후 측정)은 10점 만점 중 5.97점이었다. 평가

에 해당되는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 낙상

영역 4개 항목(환자 이동/진정/상태 설명, 낙상예방 교육 재실

관련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표

시, 낙상보고서 작성, 시간 준수)은 8점 만점 중 7.33점이었다. 3

준화 환자는 노인역할을 하면서 초기 의식저하, 강한자극에 대

가지 영역의 임상수행능력은 34점 만점 중 평균 23.47점이었다.

한 위축 반응, 이마에 열상이 있는 상태를 재현하도록 하였으며
간호사의 사정과 중재 후 의식회복 후 낙상교육을 받는 상황을

3) SBAR에 근거한 의사에게 낙상발생 보고(report to physician)

연출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학생들은 시뮬레이

시뮬레이션 시행 중에 학생이 의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SBAR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상황 6개

션 실습과 관련된 디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Related to Risk Factors,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for Patient Falls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Simulation Program
(N=30)
Possible
range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Risk factors-Patient factors

0~18

13.43±3.32

16.07±3.80

Risk factors-Medication history

0~9

5.77±1.63

Prevention and interventions

0~8

Overall

0~35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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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ed t

p

2.63±4.21

3.43

.002

6.97±1.40

1.20±1.84

3.56

.001

5.40±1.59

6.47±1.48

1.07±2.38

2.46

.020

24.60±5.04

29.50±5.33

4.90±6.50

4.1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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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for Fall Management

(N=30)

Possible
Range

Min

Max

M±SD

Assessment
1. Turning on lights in the patient room
2. Identifying the patient using ID band
3. Assessing the level of consciousness
4. Performing pupillary light reflex test
5. Assessing the patient's movement
6. Checking respiration and pulse rates
7. Assessing the site of injury
8. Checking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all

0~16
0~2
0~2
0~2
0~2
0~2
0~2
0~2
0~2

5.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0.00

1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00

10.17±2.15
1.80±0.61
0.67±0.84
1.23±0.73
1.87±0.51
0.83±0.70
1.93±0.25
1.33±0.61
0.50±0.51

Intervention
1. Asking another nurse for help
2. Telephone reporting to physician (using SBAR)
3. Performing first aid for fall injury
4. Reassessing the patient's condition
5. Checking vital signs

0~10
0~2
0~2
0~2
0~2
0~2

3.00
0.00
1.00
0.00
0.00
0.00

10.00
2.00
2.00
2.00
2.00
2.00

5.97±1.47
0.20±0.61
1.93±0.25
1.53±0.78
1.73±0.52
0.57±0.86

Evaluation
1. Moving the patient to bed and relieving the patient by explaining the situation
2. Providing fall prevention education again
3. Documenting fal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the incidence report
4. Complying with the time frame

0~8
0~2
0~2
0~2
0~2

4.00
0.00
0.00
2.00
0.00

8.00
2.00
2.00
2.00
2.00

7.33±1.03
1.70±0.53
1.73±0.58
2.00±0.00
1.90±0.40

Overall

0~34

13.00

30.00

23.47±3.47

Variables

항목(병동/간호사 이름, 환자 이름/진료과/주치의, 낙상발생

감(6.73점)이 가장 높고 권유에 대한 자신감(6.23점)이 여전히

시간, 낙상발생 장소, 낙상발생 상황, 낙상발생 후 상태)의 총점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사전-사후 짝비교를 했을 때 권유 영역에

은 12점 만점 중 평균 7.13점이이었다. 배경 4개 항목(진단명,

서 가장 큰 자신감의 향상(3.17점)를 보였다(p<.001). 나머지 3

병력, 치료-투약 약물, 환자 원상태/낙상 관련 요인)의 총점은

개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8점 중 4.80점이었다. 사정 4개 항목(낙상 관련 증상, 낙상발생
후 활력징후, 낙상발생 후 의식수준/동공반사/움직임, 상처)
은 8점 만점 중 5.93점이었다. 권유 1개 항목은 간호사가 현재

논

의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결방법(의사가 직접 환자 상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의사결정능력

태 확인)을 의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2점 만점에서 전원이 2

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낙상예방 관련 환자안전관

점이었다. 4개 영역의 의사보고 점수는 총점 30점 만점 중에서

리 및 의사소통 중 의사보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균 19.87점이었다.

교육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관리학 학습목표와
여러 주제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검토한 결과, 임상에서 발생

4)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후 SBAR를 이용한 의사보고에

확률이 높고 간호사의 판단과 대처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매

대한 자신감 비교

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낙상관리를 시뮬레이션의 주제로 선정

SBAR를 이용하여 의사에게 낙상발생을 보고하는 것에 대

한 후, 간호학생의 낙상 관련 환자안전관리 및 의사소통 중 의

한 학생의 자신감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후로 비교하

사보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효과를 평가하

였다(Table 4).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4개 영역 모

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에서 학생들이 낙상관리와 함께

두에서 자신감이 5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상황 보고에 대한 자

SBAR 의사소통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

신감(4.60점)이 가장 높았고 권유에 대한 자신감(3.07점)이 가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전후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낙상 관련

장 낮았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4개 영역 모두에

지식,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 SBAR 의사보고 내용 및 자신감

서 6점 이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배경 보고에 대한 자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표준화 환자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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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Reporting the Patient Fall to Physician Using SBAR

(N=30)

Possible
Range

Min

Max

M±SD

Situation
1. Ward and nurse her/his name
2. Patient name, medical department, attending physician
3. Timing of the fall
4. Location of the fall
5.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all (lights, side rails, IV pole etc.)
6. Patient's condition after the fall (posture etc.)

0~12
0~2
0~2
0~2
0~2
0~2
0~2

2.00
0.00
0.00
0.00
0.00
0.00
0.00

12.00
2.00
2.00
2.00
2.00
2.00
2.00

7.13±2.53
1.80±0.48
1.77±0.50
0.53±0.82
1.13±0.90
1.03±0.89
0.87±0.82

Background
1. Diagnosis
2. Medical history including the chief complaint
3. Treatment including medications (antihypertensives, diuretics, antithrombotics)
4. Patient's condition prior to fall and risk factors (age etc.)

0~8
0~2
0~2
0~2
0~2

1.00
0.00
0.00
0.00
0.00

8.00
2.00
2.00
2.00
2.00

4.80±1.90
1.73±0.69
1.07±0.98
1.63±0.67
0.37±0.76

Assessment
1. Fall-related conditions distinct from the chief complaint (dizziness and history of fall)
2. Vital signs after the fall
3. Level of consciousness, pupillary light reflex, and movement after the fall
4. The site of injury

0~8
0~2
0~2
0~2
0~2

4.00
0.00
1.00
1.00
0.00

8.00
2.00
2.00
2.00
2.00

5.93±1.08
0.50±0.82
1.97±0.18
1.93±0.25
1.53±0.63

Recommendation
1. Suggestion or request to solve the patient problem

0~2
0~2

2.00
2.00

2.00
2.00

2.00±0.00
2.00±0.00

Overall

0~30

12.00

30.00

19.87±4.48

Variables

Table 4. Comparison of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Reporting Patient Falls to Physician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Simulation Program
(N=30)
Pretest

Posttest

Difference

M±SD

M±SD

M±SD

0~10

4.60±2.19

6.57±1.70

Background

0~10

3.93±2.15

Assessment

0~10

Recommendation
Overall

Variables

Range

paired t

p

Situation

1.97±1.97

5.46

＜.001

6.73±1.86

2.80±2.02

7.58

＜.001

3.77±1.79

6.63±2.04

2.87±2.18

7.21

＜.001

0~10

3.07±1.98

6.23±2.05

3.17±2.42

7.16

＜.001

0~10

3.84±1.83

6.54±1.82

2.70±1.87

7.91

＜.001

하면 평가자가 학생의 문제해결과정을 직접 관찰하여 간호술

교한 선행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강의식 교육보다 지식

기,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고[19], 학생

점수 향상이 더 높았다는 결과[22]와 유사하였고, 시뮬레이션

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과 강의식 교육의 지식 향상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

[20,21]. 이에 본 연구의 낙상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의사소통

과[23]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간호학생의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낙상간호 임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 고찰을 수행한 결과 Lapkin 등[24]은 분

상수행능력 뿐 아니라 낙상 관련 지식, SBAR 의사소통, 사고보

석 대상 연구들 중 75.0%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집단의

고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지식 향상이 높았으며, 시뮬레이션 교육이 다른 교육방법보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전후 낙상 관련 지식을 비

지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라 했으며, Cant와 Cooper [25]

교한 결과, 프로그램 참가 후 학생들의 낙상 관련 지식이 유의

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학생의 지식과 심동적 기술, 비판적

하게 증가한 것(t=4.13,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능력,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대조군과 비

Lee와 Oh [26]가 국내외 시뮬레이션 기반 간호교육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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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학습자의 지

뮬레이션 사전, 사후 SBAR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후 SBAR의

식습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Norman [2]은

배경 단계의 활력징후 보고와 사정 단계의 간호 판단 전달 점수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을 합성하고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SBAR의 단계별 진행도가 높아진 것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

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달리 Kim과 Kim [14]의 연구에서는 간

션 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지식점수가 향상된 것은 새로운 지식

호관리학 실습에서 SBAR에 대하여 소개하고 학생들이 팀을

을 습득한 결과로 해석되기보다는 간호관리학 교과목에서 낙

구성하여 SBAR 사례를 작성하고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교육

상관리를 배운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전에 학습한

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성은 증가하였지만 의사소통능력과

지식을 확인하고 적용함으로써 이전 지식수준보다 더 증가된

비판적 사고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지식을 증가시키

러한 결과를 통해서 간호학생의 SBAR 활용과 의사소통능력

고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

을 향상시키는데 역할극보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식을 통합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4학년을 대상으로 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 대조군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파악하는 반복연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전후 SBAR를 이용하여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에게 낙상발생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간호관리학에서 교육하는 낙상관리 내

유의하게 증가한 것(t=7.91, 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용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과 환자안전관리 내용을 종합하여 시

과는 간호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에 임상술기수행에 대

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를

한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결과와[27] 유사한 것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

해석되었다. 시뮬레이션 교육에 따른 자신감 변화를 비교한 선

일군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행연구에서 호흡곤란 응급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향후 본 연구의 시뮬레

실험군의 응급관리 수행자신감이 더 높았으며[22], 하이브리

이션 프로그램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하는 반복

드 모델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배뇨곤란 환자 간호중재에

연구를 제언하며, 간호관리학 교육에서 조정과 협력, 갈등관

대하여 실험군의 자신감이 더 높았고[28], 중환자간호 기계환

리, 감염관리 등 다양한 주제들과 성인, 아동, 여성, 노인, 지역

기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교육 2주 후에 실험군의 자신감이 증

사회 등 타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혼합하여 통합 시나리오를 개

가한 반면 대조군의 자신감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

발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다[29].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학생의 자신감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향상시키며 실무적인 지식으로 전환시키며[30], 학생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20].

결

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
게 낙상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책으로 배운 낙상관리와

본 연구는 낙상 환자관리 주제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

SBAR 의사소통을 직접 수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

발하고 이를 적용 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연

생들의 자신감이 향상된 것이라 생각된다.

구설계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와 낙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이 의사에게 보고한 SBAR 내용을
평가한 결과, 단계별 의사소통 내용의 충실도는 상황 7.13/12

상 환자 관리와 의사보고 상황을 적용한 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점(59.4%), 배경 4.80/8점(60.0%), 사정 5.93/8점(74.1%), 제

연구의 대상은 일 개 지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

안 2/2점(1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SBAR 단계에서 상

생으로 연구에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과정은 시

황, 배경에 관한 내용이 사정이나 제안에 비해 충실하게 전달되

나리오 개발단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 단

지 않은 결과는 학생들이 SBAR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미숙하

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적용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연

기도 하지만, 낙상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에서 학

구결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후 낙상 관련 지식을 비교

생들이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환자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시간

하면 35점 만점 중 시행 전에는 24.60점, 시행 후에는 29.50점으

이 부족하였고 낙상관리에서 중요한 간호사정을 충분히 수행

로 4.90점 증가하였다. 낙상관리 임상수행능력 중 사정영역은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Ha 등[15]의 연구에서 시

16점 만점 중에 평균 10.17점, 중재영역은 10점 만점 중 5.9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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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은 8점 만점 중 7.33점이었다. SBAR에 근거한 의사에

A, et al. Improving handoff communications in critical care:

게 낙상발생 보고 점수는 총점 30점 만점 중에서 평균 19.87점이

Utilizing simulation-based training toward process improve-

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4개 영역 모두에서 의
사보고의 자신감이 5점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시행 후
에 4개 영역 모두에서 6점 이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 낙상관리 시뮬레이션 실습 결과는 간호학생들
의 낙상 관련 지식 뿐 아니라 환자 낙상 시 간호중재 및 사후 관
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관리학 실습의 내실을
기하고 역동적인 교과목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nt in managing patient risk. Chest. 2008;134(1):158-162.
https://doi.org/10.1378/chest.07-0914
11. Kim HY, Jeong YJ, Kang J, Mun HS. The Effect of SBAR reports
on communication clarity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16;23(2):105-113.
https://doi.org/ 10.5953/jmjh.2016.23.2.105
12. Thomas CM, Bertram E, Johnson D. The SBAR communication
technique: Teachi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Nurse educator. 2009;34(4):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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