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710-717,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71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710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지식과 만족도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문태영1*

1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The Effects of Trauma-patient Training Education Using Simulation on
Knowledge, Satisfaction and Problem-solving in Emergency medical 

Students

Tae-Young Mo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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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지식과 만족도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조사하 다. 이를 해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 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Win 20.0을 사용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동질성 검사,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 

후 지식  문제해결은 t-test와 수업만족도의 하 요인인 피어슨상 계를 이용하 다.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교육의 성을 규명하기 하여 남녀 학생 28명을 상으로 실험군 14명과  조군 14명으로 두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

다. 실험군은 시뮬 이터를 용한 외상환자 시뮬 이션을 실습교육을 조군은 통 인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이론  실기 

교육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4주간의 각각의 교육방식을 진행 후 사후 지식조사와 만족도에 있어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2.09, p<.05). 한, 만족도 하 요인의 변수간의 상 계 결과 흥미와 임상에 도움,
는 흥미와 문제해결능력간의 상 계를 보 다(p<.05, p<.01). 본 연구 결과를 기 로 응 구조학과의 시뮬 이션 실습교

육이 필요하고 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지속 으로 실습교육을 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rogessed from March 3, 2015 to March 31 for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trauma-patient practice education using simulation on knowledge, satisfaction and problem-solving in paramedic 
students. To closely examine the adequacy of education for paramedic students in one university, a comparison was
made by dividing 28 male and female students into two groups of experimental group with 14 students and control 
group with 14 studen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carried out the practice education of the trauma-patient 
simulation using simulator. The control group was conduc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rough a 
traditional instructor-led clas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experimental group can be known to be significantly
higher(t=2.09, p<.05)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post-knowledge survey and satisfac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in each educational method for 4 weeks. Also, in consequence of the variable-based correlation in the sub-factors of
satisfaction, a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interest and clinical help or between interest and problem-solving 
ability(p<.05, p<.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the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is demanded and that the practice education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applied through 
developing a proper scenario.

Keywords : Trauma-patient, Training Education, Simulation, Knowledge, Satisfaction, Problem-solving, Emergency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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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계열에서는 교육과정 에 임상실습교육을 

보완하고 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시뮬 이션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 우리나라의 시뮬 이션을 

용하는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동기  성균 학교 의과

학이 1998년부터 시뮬 이션을 용한 문제 심학습

은 5-6명의 소그룹 단 로 이루어지는 교육법으로 이 교

육과정을 용시켜 재까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

고, 이를 통해 비  사고능력, 동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어릴 부터 단순암기 심의 

통  강의교육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효과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없다고 부분의 교육학자

들이 지 하 다[2]. 시뮬 이션 교육은 실제상황의 일

부를 연속 으로 재 하는 집단학습과정이다[3]. 시뮬
이션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과 에서 응 구조학과는 졸

업 후 응 구조사가 되어 병원 과 병원내에서 다양한 

응 상황을 마주한다. 학 내에서 응 구조학과 학생들

은 임상실습을 통해 응 환자에게 정확한 응 처치를 수

행하는 것을 보고 직  경험하여 배우게 된다[4]. 하지만 
임상 장에서는 환자에게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미숙한 

학생에게는 치료를 받기를 꺼려하고 사고의 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은 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5]. 
임상실습이 모니터링 주의 실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 시뮬 이션교육을 용함으로써 기존

의 교육보다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6]. 
따라서 시뮬 이션 교육은 환자를 험에 빠뜨리지 

않고 임상실무를 반복하여 교육이 가능하고 임상을 신

하여 안 하게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7].
문심폐소생술 시뮬 이션은 심폐소생 회  응

구조사 회 등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외상을 문

으로 하는 시뮬 이션은 재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상 시뮬 이션 로토콜은 

한국의 경우 병원  이송시간  응 구조사의 업무 범

가 달라 국내의 외상환자 처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

확하게 목시키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외상 환자 발

견 시 정확한 술기 진행을 한 로토콜이 국시원에서 

제시한 외상환자 1차평가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

상 시뮬 이션에 한 언 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 구조학과 학생들이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한 후 그 효과를 악하기 하여 시뮬

이션에 한 지식, 문제해결능력, 학생들의 교육 만족
도 등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 더 효과
인 시뮬 이션 로토콜의 개발을 한 기  자료로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응 구조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실시한 후 용

효과를 평가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사후지식이 높을 것이다.
둘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수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셋째, 시뮬 이션 교육을 받은 집단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K 학교 응 구조학과 3학년 남
녀학생 28명을 상으로 2015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
까지 4주 동안 실시하 으며, 교육  연구의 목 을 설

명한 후 연구허락을 받은 학생들을 실험에 참가 시켰다. 
4년제 학교의 응 구조학과 학생수는 한 학년 당 40
명으로 그  연구 참여자는 시뮬 이션 경험이 없는 3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통계상 정규분포가 가정되어 시

뮬 이션 수업을 용한 실험군과 통 인 강의식 수업

을 용한 조군으로 각각 14명씩 총 28명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2.2 시뮬레이션 절차

본 연구는 시뮬 이션 수업의 용효과를 확인하기 

해 시뮬 이션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과 강의식 교육에 

참여한 조군 사이에 사후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를 확인하기 한 연구로 연구자가 미리 실험 참가자들

의 익명 보호와 본 연구의 목   연구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 후 동의를 얻고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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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는 첫째 두 집단으로 나 어 실험군은 시뮬 이

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 교육을 4주간 진행하고, 조군
은 통 인 강의식 교육으로 외상 이론  단순 실기수

업을 진행하고 4주 후 두 집단 간의 사후 지식  체
인 만족도를 측정하 다. 

2.3 시뮬레이션 수업절차

시뮬 이션 교육 시나리오의 용은 일 방향 미러룸

(One Way mirror room)으로 되어 있는 시뮬 이션 룸

에서 각 조당 시뮬 이션 학습을 10분 이내로 실시하
으며, 10분 이 이라도 환자상태가 치명 이 되면 종료

하 다. 연구자가 직  시뮬 이션 실 오퍼 이터로 시

나리오를 심맨을 통해 구 하며, 디 리핑(debrefing)을 
해 학생들의 수행 내용을 로그램에 장하고 동시에 

오퍼 이터룸에서 학생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 다. 
두부손상 시나리오를 4개조, 흉부손상 시나리오를 3

개조, 척추손상 시나리오를 3개조에 할당한 뒤 각각의 
시나리오에 속한 조들은 1개의 동일한 시나리오를 시행
하게 할 수 있도록 1조가 시뮬 이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다른 조는 다른 시뮬 이션 룸에서 기하 다. 
모든 시뮬 이션 교육이 끝난 후 모든 조를 상으로 

연구자가 디 리핑을 실시하 다.  

2.4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 을 규명하기 하여 사용된 측정도구

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
은 일반  특성 4문항, 교육 후 수업 만족도 16문항, 교
육 후 지식은 20문항 측정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측정하는 도

구는 김진 [8]의 교육만족도를 서혜진[9]이 수정⦁보완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 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응

구조학 교수 3인, 임상 5년이상의 1 응 구조사 5인
의 문가들의 자문과 사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일반사용이 허가된 측정도구
이다.

한 수업만족도에 한 하 요인으로 흥미, 평가  
처치 능력향상, 수업이해도, 동지식습득, 임상에 도움, 
역량향상으로 구성하 으며,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의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수

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문항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α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846로 나타났다. 
지식측정도구는 김효경[10]이 개발한 문제해결형 문

항을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지 내용은 외상환자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각각 문항은 4지 선다형으로 맞으면 0  틀리면 1
을 주어 총 20  만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문항
내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α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846로 나타
났다. 
문제해결 측정도구는 우옥희[11]가 수정⦁보완한 측

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총 25문항
이다. 문제해결 과정의 하 요인으로는 문제의 발견 5문
항, 문제의 정의 5문항, 문제의 해결책 5문항, 문제의 해
결책 실행 5문항, 문제해결의 검토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의 
리커트(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과

정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하여 문항내  일치도를 측정하

는 Cronbach’α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본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α=.925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시뮬 이터는 METI에서 제조

한 모델 ECS, JS-800으로 Emergency Care Simulator을 
사용하 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20.0을 사
용하 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  .05에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사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동

질성 검사, t-test, 수업만족도의 하 요인인 상 계 피

어슨 상 계수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사

본 연구의 상자에 한 일반  특성에 따라 동질성 

검사를 살펴보기 하여 빈도분석  t-test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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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group

Control 
group t P

Post-
knowledge 17.71±1.64 16.35±1.78 2.09* 0.46

Table 1. Homogeneity test of research subjects
Experiment group Control group

t p
N % N %

Gender
Male 8 57.1 8 57.1

0 1
Female 6 42.9 6 42.9

Age
20~22 years 13 92.9 10 71.4

1.486 0.149*
23~25 years 1 7.1 4 28.6

Knowledge 13.21 2.45 13.57 2.13 0.41 0.685

Simulation Experience
Yes 2 14.3 4 28.6

-0.901 0.074
No 12 85.7 10 71.4

*p<.05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개 학의 응 구조학

과 3학년을 상으로 일반  특성에 따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  특성에 한 내

용은 나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다른 
일반  특성  성별, 지식  시뮬 이션 경험에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 

후 지식의 차이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일개 학

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을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으로 

나 어 4주간 교육 후 사후 지식을 t-test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4주간 교육 실시 후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09, p<.05).  

Table 2. Difference in knowledge following the 
          trauma-patient eduction using simulation

 *p<.05   

3.3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

의 만족도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일개 학

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실험군과 조군의 교육 후 

만족도를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만족도 하 요인  흥미도(t=-4.341, p<.001), 
문제해결 능력(t=-2.757, p<.05), 새로운 지식습득(t=-3.942, 
p<.01), 임상에 도움(t=-2.492, p<.05), 역량향상(t=-2.526, 
p<.05), 체  만족도(t=-2.453, p<.05) 문항에서 조

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4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

이 문제해결 과정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일개 학

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t-test을 실
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개 학의 응 구조학

과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5가지 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발견(t=5.232, p<.421), 문제의 정의(t=3.675, 
p<.134), 문제의 해결책(t=2.061, p<.167), 문제의 해결책 
실행(t=4.831, p<.259), 문제해결의 검토(t=3.381, p<.219)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5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 

후 만족도 변수의 상관관계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일개 학

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만족도 변수들의 상 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

상환자 실습교육 후 만족도 변수의 상 계에서 흥미에 

따른 문제해결능력(p<.01), 수업의 이해도(p<.05), 새로운 
지식습득(p<.01), 임상에 도움(p<.01), 역량향상(p<.01), 
만족도(p<.01) 문항은 모두 양(+)의 상 계를 나타내

었고, 문제해결능력은 수업의 이해도(p<.01), 새로운 지
식습득(p<.05), 임상에 도움(p<.01), 역량향상(p<.05), 만
족도(p<.05) 문항에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이해도는 임상에 도움(p<.01), 역량향상(p<.01), 만족도
(p<.05) 문항과 양(+)의 상 계를 나타났다. 한 새로
운 지식습득은 임상에 도움(p<.05), 역량향상(p<.05), 만
족도(p<.05) 문항과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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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tisfaction with the trauma-patient training eduction using simulation 

Control group Experiment group F t P

Interest level 5.07±1.77 7.57±1.22 1.539 -4.341 0.000***

Problem-solving ability 3.14±0.94 4.07±0.82 1.630 -2.757 0.011*

Understanding about class 3.93±0.73 3.93±0.73 0.360 0.000 1.000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2.43±1.22 3.93±0.73 4.085 -3.942 0.001**

Clinical help 3.79±0.57 4.36±0.63 0.758 -2.492 0.019*

Enhance capacity 3.57±0.64 4.21±0.69 0.007 -2.526 0.018*

Satisfaction 3.14±0.77 3.86±0.77 0.290 -2.453 0.021*

*p<.05, **p<.01, ***p<.001

Table 4. Problem-solving process in the trauma-patient training eduction using simulation

Control group Experiment group t P

Discovery of a problem 6.23±0.77 6.47±1.12 5.232 .421

Definition of a problem 4.14±0.84 4.18±0.63 3.675 .134

Solution of a problem 2.75±0.83 2.83±0.62 2.061 .167

Execution of problem solution 3.32±1.31 3.96±0.62 4.831 .259

Review of problem solution 4.67±0.35 4.45±0.53 3.381 .219

*p<.05, **p<.01, ***p<.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satisfaction following the trauma-patient training eduction using simulation

Interest 
level

Problem-solving 
ability

Understanding 
about class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Clinical 
help

Enhance 
capacity Satisfaction

Interest level 1

Problem-solving 
ability .712** 1

Understanding 
about class .386* .479** 1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631** .448* 0.328 1

Clinical help .831** .672** .528** .493** 1

Enhance capacity .536** .395* 0.195 .707** .450* 1

Satisfaction .663** .422* 0.37 .461* .584** 0.21 1

*p<.05, **p<.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 어 한 집단은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시

뮬 이션 수업을 용하고 다른 집단은 통 인 강의식

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수업을 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일반  특성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동질성이 확인 되었으며,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것은 한 학년을 상으로 한 실험이기에 동갑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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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데 비해 한 집단의 복학생의 분포가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동질성
이 확인 되었다. 
둘째, 두 집단의 4주간 각각의 방법으로 시뮬 이션 

교육과 강의식 교육을 용하고 사후 지식의 평가 결과 

두 집단의 모두 사후 지식이 향상 되었으나, 시뮬 이션 

교육을 용한 집단에서 강의식 교육을 한 집단보다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민정, 최순희, 김정순[12]
의 연구에서도 시뮬 이션 교육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지식 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고, 양진주[13]의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한 성신부  환자 시뮬 이션 교육에서도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시뮬 이션 교육이 몰입정

도나 지식의 습득 정도에 있어서 잘 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한, 응 구조학과를 상으로 연구 한 원 덕[14]
의 연구에서도 기본소생술의 시뮬 이션 교육이 일반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수행술기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설

명하 고 Ackerman[15]의 연구에서도 시뮬 이션 교육

집단이 강의식 교육 집단보다 사후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허혜경, 박소미[16]의 호흡곤란 
응 리에 한 시뮬 이션기반 교육이 강의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지식증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
는 시뮬 이션 교육을 활용한 교육이 술기수행능력을 향

상 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김윤
희, 장 성[17]의 연구 시뮬 이션기반 심폐응 간호교

육이 신규간호사의 지식, 임상수행능력  문제해결 연
구에서 조군과 실험군 두 집단에서 수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최소 4주 이상의 시뮬 이션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군과 조군의 두 집단에서 문제

해결의 하 요인에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명선, 한숙원[18]의 연구에서
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결과

와 유사하 고, Shepherd[19]는 시뮬 이션 활용한 교육

이 의사결정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식과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유의한 

향상을 보 으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련해서 김윤희[20]는 지식이나 임상수행능력

은 2-6시간 정도의 단기교육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문제해결 과정을 향상을 해서는 최소 4-6주기 정도의 
충분한 재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에 시뮬
이션 실습교육이 문제해결에 유의한 향을 미치기 하

여 어떤 교육방법이 필요한지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추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해서는 시뮬 이션 

실습과 더불어 문제해결 근방식을 유도하기 해 보다 

집 인 학습과정이 필요하며 자율 인 참여와 학습동

기를 유발하고 학습자들이 문제 심 학습에 반복 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의 실험에 한 만족도 
 흥미도, 문제해결 능력, 새로운 지식습득, 임상에 도
움, 역량향상, 체  만족도 문항에서 조군에 비해 실

험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피혜 [22]의 연구에
서도 응 구조학과를 상으로 시뮬 이터를 이용한 수

업 후 실습만족도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하 고, 
Baillie & Curzio[21]의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서 술기에 한 자신감이 임상 장에서 미치는 정  

향에 해 이야기 했다. 
이 듯 시뮬 이션 교육 통해 간 경험과 다양한 술

기 기회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나가기 에 

경험과 정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강의식 수업
은 어렸을 부터 늘 받아오던 수업형식이었으므로 신선

함이나 주의 집 이 시뮬 이션 교육보다 떨어져서 차이

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강의식 수업보
다 시뮬 이션 형태의 수업이 지식도, 만족도 등에서 높
은 수를 받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국의 모든 응 구조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뮬 이션을 활용한 외상환자 실습교육이 

응 구조학과 학생들의 지식과 만족도  문제해결에 미

치는 효과를 평가하 다. 일개 학의 응 구조학과 학

생들의 교육의 성을 규명하기 하여 남녀 학생 28
명을 상으로 실험군과 조군 두 집단으로 나 어 비

교하 다. 실험군은 시뮬 이터를 용한 외상환자 시뮬

이션을 실습교육을 조군은 통 인 강의식 수업을 

통해 이론  실기 교육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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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  특성에 따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질

성을 확인하 고, 4주간의 각각의 교육방식을 진행 후 
사후 지식조사와 만족도에 있어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

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실험군과 
조군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두 집단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만족도 하 요인의 변수간의 

상 계 결과 흥미와 임상에 도움, 는 흥미와 문제해
결능력간의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 결과를 기 로 

응 구조학과의 시뮬 이션 실습교육이 필요하고 

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지속 으로 실습교육을 용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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