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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

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J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4학년 성인간호학교과목을 수강한 35명의 학생으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전·후에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전문심폐소생술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실무능력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

다. 전문심폐소생술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을 상승시키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의 실습모듈 개발 및 교육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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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test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on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to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of

nursing student. This study used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35 senior nursing students who underwent training in the medical-surgical nursing education. Data were

collected by utilizing the questionnaire in two separate occasions: before and after the simulation-based

training.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improvements of the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to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simulation-based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nursing students in the area of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to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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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간호학에서 현장실무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1].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따라강의, 임상실습교육, 컴퓨터를이용한교육,

시뮬레이션등 여러가지교육방법들이이용되고있다

[2]. 이 중간호분야에서지난수년간시뮬레이션은많이

사용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의 변화로 인해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

고환자권리가보장되면서임상실습동안간호대학생이

수행할수있는 간호가제한되어임상실습을통한다양

하고복잡한질병에대한지식과기술습득이어려운상

황이다[3]. 시뮬레이션교육은간호대학생들이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기반으로실무와유사한상황에서반복하

여학습하는기회와환경을제공하며, 고위험상황의시

나리오를 통해 임상실습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술

기를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할수있도록 안전한실습

환경을 제공한다[4].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교육은 환자

를생명에위협이가하지않고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

특히 심정지상황과같이치명적인결과를 낳는위험한

상황에 대한 교육 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5].

응급의료분야에서의료인뿐만아니라관련전공학

생에게 술기와 관련된 의사소통이나 팀워크 학습, 발생

빈도가낮은질환의진단과간호에대해교육을할때에

도 시뮬레이션이 유용하다[6].

미국심장협회의전문심폐소생술프로그램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program, ACLS)[7]이 국내에 도입

되면서시뮬레이션을사용하는교육은간호학계에도널

리 보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가 주도적으로 고충

실도(high-fidelity) 시뮬레이터를이용한술기습득위주

로교육하고있는실정이다. Wayne 등의연구에서의사

들에게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후 술기가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8].

현재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간호대학생에게 전

문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방법들

의효과를비교한연구들이있었으나[9], 영향요인을찾

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고충실도(high-fidelity) 시뮬

레이터를활용한시뮬레이션기반전문심폐소생술교육

을간호대학생에게제공하여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 등의 변수를 모두 포함

하여 평가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연구는고충실도(high-fidelity) 시뮬레이터를이용하

여 임상에서의 심정지 등의 심폐응급상황을 재현한 시

뮬레이션기반전문심폐소생술교육을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 중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

성향, 임상실무능력에미치는효과및이들변수간의관

계를파악하고전문심폐소생술관련임상실무능력에미

치는영향정도를파악하여전문심폐소생술관련임상실

무능력을 높일수있는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개

발·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

의전문심폐소생술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

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

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

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

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의관계

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

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무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

생의전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

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자 시도된단일군전·후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연구의연구대상자는연구자가속한대학의간호

학과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의 수는 유의

수준(α) .05로, 검정력(1-β) .80로, 효과크기(effe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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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으로 설정하였을 때 Cohen에 의하면 26명이 필요하

다[10].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5명으로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을이해하고참여하기로하여서면동의한자, BLS

Provider 이수증을 소지한 자, 성인간호학 실습을 이수

한 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자이다.

2.3 연구도구

2.3.1 지식

지식 측정도구는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7]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Chae[11]가 개발

한측정도구를저자의사용허락을받은후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4지 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맞

으면 1점 틀리면 0점, 총 2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고, 점

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e[11]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의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79이였다.

2.3.2 수행에 대한 자신감

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 도구는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Manual[7]을 토대로

Chae[11]가 수정․보완한도구를저자의사용허락을받

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0문항으로 환자 확인, 도

움요청등으로구성되었고, 전혀그렇지않다(0점), 매우

그렇다(10점)로 제시된숫자에수행에대한자신감정도

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ae[11]의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80이였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사고성향의측정도구는 Yun이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개발한 도구를저자의사용허락을 받은후사

용하였다[12]. 본 도구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27점부터

135점까지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Yun의 연구에서 Cronbach’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α. 82이었다.

2.3.4 임상실무능력

임상실무능력 측정도구는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7]와 Hwang & Lim[13]의 심폐소생술과

전문심폐소생술을 토대로 Chae[11]가 수정․보완한 측

정도구를저자의허락을받은후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44문항의 체크리스트로각문항은 1점, 2점, 3점으로

채점하여최저 44점에서최고 100점으로산출된다. 합산

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상실무능력체크리스트는연구자의주관적오류가있

을수있으므로신뢰도를유지하기위해본연구자와대

학병원 18년 이상의임상경력과 4년이상의시뮬레이션

경험이 있으면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평가자와

함께 평가한 임상실무능력 점수의 평균로 사용하였다.

Chae[11]의 연구에서도구의신뢰도 Cronbach’s α는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7이였다.

2.4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방법

본연구는대상자에게연구자가직접연구의취지와

목적, 익명보장, 연구 참여자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발

적으로 연구에 수락한 자에게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미국심장협회의전문심폐소

생술 프로그램(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program,

ACLS) Provider course 진행 7일 전에 실시하였고, 사

후조사는 AHA 전문심폐소생술 의료제공자 코스 둘째

날에실시하였다. 교육후바로사후조사를실시하여제

3 변수 개입과 성숙 효과를 줄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7일에 걸쳐서

대상자 선정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에 참여하기로 한 간호대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연구진행은 연구보조원 훈련,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조사 이후에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WINDOW 21.0 Program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은빈도, 백분율의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2) 시뮬레이션기반교육의효과차이를분석하기위

하여전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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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은평균과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전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전문심폐소생술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

려를위하여 S 대학교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IRB No: SMU-2016-04-002)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하였고, 측정도구는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시대학의정해진프로토콜에따라협조승인을받았다.

그리고, 연구가시작되기전대상자에게연구를하는취

지와목적, 익명보장, 원치않으면언제든지중도에그만

둘수있음을설명하고연구참여에동의한대상자에한

해서 프로그램 참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 대상자의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성별은여성이 33명(94.29%), 남성이 2명(5.71%)

이었고 연령분포는 22-23세가 31명(88.57%), 24세 이상

이 4명(11.43%)이었다.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은 30명

(8.57%)은 경험이 있었고, 32명(91.43%)은 경험이 없었

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33

2

94.29

5.71

Age(year)
22-23

24≤

31

4

88.57

11.43

Simulation-based

Education

Experience

Yes

No

3

32

8.57

91.43

3.2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

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후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

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

향, 임상실무능력은 Table 2와 같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 지식은(10.20±2.27)보다 시

뮬레이션 기반교육 후지식(17.15±1.36)이 높게 나타났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41.20±9.27)보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후 수행에 대한

자신감(72.15±11.36)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 비판적 사고성향은

(91.20±7.27)보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후 비판적 사고

성향(102.15±7.36)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 임상실무능력은

(61.20±5.27)보다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후 임상실무능

력(82.15±6.36)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p<.001).

Table 2. Difference of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N=35)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Knowledge

score
10.20±2.27 17.15±1.36 -7.97 <.001

confidence 41.20±9.27 72.15±11.36 -15.97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1.20±7.27 102.15±7.36 -7.97 <.001

Clinical

Competence
61.20±5.27 82.15±6.36 -16.97 <.001

3.3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

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

력간의 상관관계

Table 3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 임상

실무능력은모두유의한상관관계가있었다. 즉, 전문심

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 65

향이 높을수록 임상실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N=35)

Knowledge confid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Knowledge 1

confidence
.478

(p<.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830

(p<.001)

.586

(p<.001)
1

Clinical

Competence

.415

(p<.001)

.239

(p<.001)

.124

(p<.001)
1

3.4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관련 임상

실무능력에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관련 임상실무능력에

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기위하여전문심폐소생술

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을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들과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했을 때

공차한계(tolerance)는 .82-.91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

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1

-1.69로 기준인 10이상을넘지않는것으로보아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임상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전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

적사고성향이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

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20.1%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전문심폐소생술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한 변수가 임상실무능력 변량의 총

35.2% 설명하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N=35)

B S.E β t p
Adj

R2
F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02 .038 .43 2.68 <.000 .201 44.03 <.001

Knowledge .032 .041 .11 3.78 <.000 .319 35.51 <.001

confidence .242 .058 .60 4.17 .002 .352 25.13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효과를확인하고연구결과를선행연구들과비교하

여논의하고자한다. 본연구결과시뮬레이션기반교육

을 받은 후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

신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장교를 대상

으로 하여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션 실습 후 술기에

대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Hyun[14]의 연구, 산모의심정지 상황과관련하여전문

심장소생술에대해시뮬레이션교육을운영한 Fisher et

al.[15]의 연구, 간호사를대상으로ACLS 모듈을가지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운영한 Gordon과 Buckley[16]의 연

구등을비교한결과교육전보다후에수행에대한자

신감또는수행수행에대한자신감이유의하게높아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계환기 환자간호에 관한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육 후에 임상실무능력이 향상된

Kim[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을대상으로기본심폐소생술을시행한결과시뮬레이션

으로교육받은간호대학생의전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 임상실무능력의

상관관계는모두정적상관관계를보여전문심폐소생술

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이높을

수록임상실무능력이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Chung[18]

의 연구에서도간호대학생의임상실무능력과비판적사

고성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

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으로나타났다. 가장높

은영향요인은비판적사고성향으로 20.1%의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에 대한 자

신감을포함한변수가임상실무능력을 35.2%설명하였

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무능력에 영향을 미

쳤다는 Chung의[18] 연구결과와일치하였다. 간호대학

생의전문심폐소생술관련임상실무능력에비판적사고

성향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입식 강의를 강조하는

것보다 토론식의 상호교환 방법을 등의 교육기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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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어야 한다[19]. 또한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비

판적사고성향을 높일수있는다양한시뮬레이션을개

발하여 4년간의교육과정이수를통해체계적으로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

문심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

고성향, 임상실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들

요인들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시뮬레

이션 기반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심폐소생술 관련

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향, 임상실무능

력향상에효과적인교육방법으로확인되었으며전문심

폐소생술관련지식, 수행에대한자신감, 비판적사고성

향, 임상실무능력은각각양의상관관계로나타났다. 대

상자의 임상실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 수

행에 대한 자신감,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35.2%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의 시나리오

적용과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기반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바탕으로다양한시나리오를개발하여교육프로

그램을만들어지속적인교육질개선에반영할것을제

언한다. 또한 일 대학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여러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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