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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자는 국내 간호학과 2곳의 4학년 학생 117명이었으며,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

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로 분석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미 가상현실을 접해본 경험이 있었

고, 정신간호 실습 교육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콘텐

츠는 조현병 환자 간호에 대한 것이었다. 본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통해 정신간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서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내용과 전략들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virtual reality and needs for virtual reality simulation in mental 
health nursing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 117 fourth-grade nursing students from two colleges of nursing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from June. 25, 2020 to July. 10, 2020, an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Most 
of students had already experienced VR and recognized that the virtual reality simulation was quite necessary in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The students most needed to care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rough virtual reality simulation in Mental Health Nursing. On 
the basis of the survey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some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programs in ment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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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0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펜데믹 현상으

로 인한 소위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

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

두되고 있다. 이는 교육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인간

을 대상으로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간호

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방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대학의 대면 교육이 제한되

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의 간호학과에서는 현장에서 임

상실습 시행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교내 대면 실습 혹은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하여 실습을 운영해 왔다. 
현재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요구 

이외에도, 간호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한 간호현장에서의 임상실

습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왔다. 간호학과 정원

의 증가로 인해 임상실습 환경이 부족해지고[1], 환자의 안전 

및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임상실습에서도 환자에

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보다는 간호 행위 관찰 위주의 실습을 

시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교육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2].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학에서는 현재의 임상실습 교육의 대안으로 현

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 상황을 대리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왔다[3].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재하는 세계에서의 실질적인 한 

국면을 복제하여 협업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리경험

하게 하는 기술로[4], 간호교육에서는 주로 고성능 시뮬레이터

(high fidelity simulator)를 이용한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간호 영역에서는 대화를 통

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고성능 시뮬레이터의 한계점으로 인해 

시나리오를 이용한 표준화 환자(standard patient) 시뮬레이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5-9].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

레이션의 경우 표준화 환자 훈련과 교육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물리적 지원이 동반되

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10]. 또한  표준화 

환자의 역할 수행 능력에 따라 생생한 시나리오 구현 정도에 질

적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이로 인한 교육 효과가 감소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신간호 교육 영역에서는 이를 보

완할 교육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 모색

의 결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가상현실은 프로그램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작용하게 하는 첨단 기술로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로 그 가상공

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11]. 테크놀로지

의 이러한 특성을 교육 장면에 도입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

육은 간호사례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가상현실을 제작하고 학

생들로 하여금 상황에 맞는  임상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게 하는 교육방식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실제 환

자 간호를 대리 경험하게 한다. 이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 학생들을 노출시켜 반복적인 실습을 가능케 하며 즉각

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12]. 
오늘날 국외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뇨, 환자 사정, 

투약, 정맥염 관리, 수술 후 간호 장면에 가상현실을 적용한 시

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시행되

어 왔고[13-17], 복합적인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임상실습 난

관에 봉착한 국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신간호 실습에 있어서도 양질의 실습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전문지식 및 기술부족’, ‘치료적 의사소

통 기술부족’,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습에 어려

움을 호소하는 바[18]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현실 기반 시뮬

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들

의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 가상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이를 활용한 정신간호 교육 요구도를 파악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정

신간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할 점을 제

안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

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C도와 G도에 소재한 두 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이며 정신건강간호학 교과목을 수강한 4학년 간호대학생으

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4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으며 

구글설문지 폼을 활용한 온라인설문법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총 121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오기입한 

4건을 제외한 117건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자 

수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를 중간(.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02명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2-3 연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기존의 가상현실 기술이나 요구도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문항을 구성한 설문 문항이었다. 설문 문항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뉘며, 첫째,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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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및 정신간호학 실습 영역에서의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에 대한 인식, 셋째, 필요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포함하여 총 9문항의 폐쇄

형 질문이었다.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도 및 정신간호 영역에서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질문은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

다’의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였다.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부 문항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으로 부

연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였다.

Ⅲ.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0.3%, 남자가 19.7%로 여학

생이 많았고, 연령은 휴학을 하지 않고 정규 코스를 밟은 대학

교 4학년 학생의 나이인 만 22세 이하가 64.1%, 만 23세 이상

이 35.9%였다.
 대상자 중 여학생이 4배 정도 많은 것은 여학생이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간호학과의 특성 때문이다. 정신건강간호학 실

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가 59.0%로 더 많았으며 이수하지 않

은 경우가 41.0%였다(Table 1). 

3-2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상현실 

체험 여부, 기기 보유 여부, 체험 장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상현실 콘텐츠의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92.3%로 대

다수였지만, 개인 용도의 가상현실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로 적었고 이들은 게임 용도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현실 이용 장소는 복수 응답으로 답하게 하였으며, 총 

276개의 응답 중 41.7%가 극장, 39.9%가 PC방, 오락실 등을 포

함한 게임방이었다. 실 인원으로 본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

상자 대다수가 극장과 게임방에서 가상현실을 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3%는 휴대전화, TV 매체 등의 홍보부스에서 가상현

실을 접해 보았으며 박물관, 집에서 이용한 경우가 각각 2.9%, 
2.5%로 적었다. 학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가상현실을 이용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혀 없었다(Table 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7)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 23 19.7 

F 94 80.3 

Age
≤22 75 64.1 

≥23 42 35.9 

Clinical practice in 
mental health nursing

Yes 69 59.0 

No 48 41.0 

표 2.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

Table 2. Experience with Virtual Reality 

(N=117)

variable category n %

Experience using VR
yes 108 92.3 

no 9 7.7 

possession of VR 
devices

yes 5 4.3 

no 112 95.7 

Total 117 100.0 

Place using VR*

theater 115 41.7 

game room 110 39.9 

promotional 
booth

36 13.0 

museum 8 2.9 

home 7 2.5 

school 0 0.0 

Total 276 100.0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표 3.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도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필요성

Table 3. Understanding of VR and Needs of VR 
simulation training 

(N=117)

category

Understanding of 

of VR

Needs of VR 
simulation training in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Mean SD t(p) Mean SD t(p)

Total 3.13 0.31 4.28 0.62

Gender
M 3.15 0.31 2.19

(.030)

4.36 0.54 3.01
(.003)F 3.01 0.31 4.16 0.39

Age
≤22 3.15 0.46 0.40

(.628)

4.27 0.38 0.67
(.590)≥23 3.14 0.50 4.29 0.41

Clinical 
practice 
in 
mental 
health 
nursing 

Yes 3.15 0.57
0.61
(.548)

4.33 0.47
2.03
(.038)

No 3.13 0.44 4.21 0.29

3-3 가상현실 및 정신간호 실습 영역에서의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에 대한 인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도는 5점 만점

에 평균 3.13±0.3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해도를 살펴보았을 때, 남
학생이 3.15±0.31점으로 여학생 3.01±0.31점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19, p=.030). 연령과 정신

간호학 임상실습 유무는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 않았다(Table 3).
정신간호 실습 영역에서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5점 만점에 평균 4.28±0.6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

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필요성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t=3.01, p=.003), 임상실습을 한 학생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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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03, 
p=.038).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장점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

은 ‘실제 환자와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음’(25.4%)을 가장 많

이 선택하였으며, ‘안전한 환경’(24.4%), ‘다양한 상황을 실습

할 수 있음’(20.0%), ‘학습의 재미’(16.6%), ‘반복 학습’(8.9%), 
‘교수자나 동료로부터의 빠른 피드백’(5.8%), ‘동시에 여러 학

생들이 함께 실습 가능’(2.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 실습 운영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으로는 ‘장비와 소

프트웨어 구비의 어려움’(35.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실습 시간의 부족’(26.4%), ‘익숙하지 않은 교육 방식

에 대한 두려움’(13.4%), ‘숙련되지 않은 교수자의 스

킬’(13.0%), ‘학생 수 대비 교수 수의 부족’(10.7%) 순으로 응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장비 착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어
지러움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기계 작동 오류시 원활한 실습

이 어려움 등이 있었다(Table 4). 

표 4.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장점과 장애 요인

Table 4. Advantages and Barriers of VR Simulation
(N=117)

variable category n %

Advantages 
of VR 
simulation*

simulates real-life patient 
experiences

116 25.7 

risk-free environment 110 24.4 

Interesting learning 75 16.6 

exposes to diverse patient 
conditions

90 20.0 

repeated practice 40 8.9 

rapid feedback 26 5.8 

simultaneous practice in 
which multiple students 
participate together

11 2.4 

Others 3 0.7 

Total 451 100.0 

Barriers of 
VR 
simulation*

Difficulty preparing 
equipment and software

110 35.8 

Lack of time 81 26.4 

Fear of unfamiliar education 41 13.4 

Lack of professors 33 10.7 

Less skilled professors 40 13.0 

Others 2 0.7 

Total 307 100.0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3-4 가상현실을 적용한 정신건강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요구도

 가상현실을 활용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하

고자 하는 질환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하나의 질환을 선택하

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선택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떠

한 상황을 학습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11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조현병(34.2%)과 주요우울장 

그림 1. 정신질환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요구도

Fig. 1. Needs to Contents of VR Simulation by mental 
illness 

표 5. 기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콘텐츠 요구도

Table 5. Other Needs to Contents of VR Simulation
Category Contents

Situations a scene of managing violent patients

a scene in which a patient speaks insulting 
words or blames a nurse

a scene in which a patient refuses to talk to 
nurse

a scene of managing a patient sexually 
harassing a nurse

a scene of seclusion or restraints

a scene in which the patient refuses to take 
the medication

a scene in which a patient complains of side 
effect of medication 

애(20.5%) 두 질환을 합하여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12.0%, 공황장애 9.4%, 강박장애 6.8% 
등의 비율을 보였다. 그 외의 정신질환으로는 식이장애(6.0%), 
경계성 성격장애(2.6%),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1.7%), 양극성 

장애(1.7%)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Fig.1). 각 질환별로 

구체적 상황을 기술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 응답을 분석한 결

과, 조현병의 경우 환각, 망상을 경험하는 대상자나 정신증이 

심하여 현실감이 없는 대상자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주요우울장애 및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살사고가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경

우 성폭력,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불의의 재난으로 가족을 잃

은 대상자,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대상자 간호에 대해 실습하

고자 하였다. 그 밖에 공황발작을 일으킨 대상자 간호, 강박사

고와 행동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간호, 극단적으로 

체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구토하는 식

사장애 대상자 간호,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섬망

을 경험하는 대상자 간호, 고양된 정동으로 인하여 위험한 행

동을 하는 양극성 장애 대상자 간호, 기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

년, 주변 환자들을 괴롭히는 품행장애 청소년 대상자 간호 등

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하고자 하였다.
질환과는 별개로 정신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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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 요구도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간호사에게 물리

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행하는 대상자, 간호사를 비난하는 대

상자, 간호사의 접근이나 간호행위를 거부하는 대상자, 격리

혹은 강박 상황, 투약을 거부하는 대상자, 투약 부작용을 경험

하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 등이 있었다(Table 5).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 실습 교육에  가상현실을 활용하기 위

해 학생들의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 대다수인 92.3%가 게임, 영화 관람 

등을 통해 가상현실을 접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간호학생

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기 사용 경험을 조사한 

Kim 등[19]의 연구 83.7%보다 높았고, 가상현실(VR) 기술의 

도서관 서비스 적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 조사[20]
에서의 87.6%보다 높은 결과이다. 컴퓨터, 휴대전화, 비디오 게

임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인 본 연구대상

자들은 Prensky[21]가 정의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에 

가까우므로 본 연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Prensky[22]
는 디지털 원주민은 컴퓨터 게임, 시각 이미지, 3차원 공간, 주
의 분산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인지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일방향식 교

육방식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집중하지 못하므로 게임 기반의 

교육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학생의 특

성, 기존 임상실습의 한계에 대한 대안과 비대면 교육 콘텐츠의 

요구도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본 연구 결과(4.28점/5점 만점) 
및 Kim 등의 연구[19]에 나타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상현실을 정신간호학 

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정신간

호 영역은 아니지만, 도뇨, 환자 사정, 투약, 정맥염 관리, 수술 

후 간호 장면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행한 연구들에서 간

호 수기술과 지식의 향상, 자기효능감 증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임상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의 함양, 몰입감의 증대, 높은 

만족도 등이 보고된 바 있어[10][23], 정신간호 영역에서의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효과도 기대되는 바이다. 
한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도와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

를 개발하고 적용하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프로그램 개발시 정신간호 실습 교과

목의 학습 목표와 학생들의 요구도를 면밀히 반영하여야 한다. 
학습 목표 분석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우선순

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교육요구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시

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경험해보고

자 하는 질환 혹은 상황들은 주로 교과서에서 배웠으나 임상 실

습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기 힘든 사례이거나 임상 실습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환자나 상황들에 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질환은 조현병으

로(34.2%) 특히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행동과 언어를 보이는 

대상자 간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원하였다. 환각, 망상, 와해

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는 조현병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렵

고, 이런 두드러진 증상으로 말미암아 임상 실습 전에는 사회적 

범죄와 연계시켜 환자를 대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24].  
둘째, 실제 상황을 실재감 있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

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 환자와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 점은 학습자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가상현실 기반 학습 플랫폼은 

사용자가 원하는 교육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실제 상황과 유

사한 시나리오, 가상공간의 동선 구현, 실물에 가까운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25]. 특히 정신간호학 영역에서는 주로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간호가 이루어지며 학생

들도 상황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요

구도와 관심이 높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정신간호 영역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표준화 환자는 대화의 주제나 상황, 또는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모의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어 학생들의 의사소

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26],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는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만한 수준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

작용을 구현해 내는 것이 우선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

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게임, 자료 찾기 등을 통해 온라인 콘

텐츠 상에서의 협업에 익숙한 이 세대의 특성[21]에 맞도록 가

상의 공간에서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한 예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Second Life®는 다른 

접속자들과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대화방 화면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음성이나 텍스트로 의사소통이 상호 가능하다[27]. 또, 가상현

실 시뮬레이션에 대학생들에게 익숙하고 흥미를 주는 게임 요

소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며, 한 선행

연구는 도뇨 학습에 게임 기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비해 기술 습득과 보유, 흥미와 몰

입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28].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비에 어려

움이 있을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문적

인 기술 개발과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간호학 

전공 교수자가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질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

해서는 교수자, 임상 전문가, IT 기술 전문가 등 다학제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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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또한 교수자의 역량 강화, 실습 시간의 적절한 재

배치, 기술 전문 인력의 배치,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을 통한 디

지털 멀미(VR sickness)[29]의 최소화 등도 원활한 운영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연구대상자들의 가상현

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3.1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20]에서의 전체 대상자 

평균 3.35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공학 전공의 학생 

평균 점수 3.54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

이 간호학과 학생들이므로 전공 관련 학생들에 비해 기술의 지

식적인 측면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과 두려

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간단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시 이

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바 없는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 및 정신간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도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일부 대학에 한정되었고, 기타 정신간

호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 설문지는 연구자가 선

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계속적인 수정작업과 연구

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 정신간호 실습 영역에서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생 뿐만 아니

라 정신간호 교수자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인식과 요

구도를 확인하는 연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과 표준화 환자 시

뮬레이션의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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