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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 참여자는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4학년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6

일까지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실습을 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을 서술식

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성찰일지를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은 ‘시뮬레이션 수업유형에 대한 기대감’, ‘아쉬움이 밀려옴’, ‘미리 겪어보는 심정지 상

황’, ‘팀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적극적 대처’,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역할이 확장됨’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

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시뮬레이션, 심정지, 질적연구

Abstract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a nursing 
simulation practice focused on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with 50 4th-year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the 
simulation practical educatio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12/4/2017 to 12/6. Subjects were asked to 
write a self-reflection journals  with a narrative style in order to explore the cardiac arrest simulation practice 
experi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by Braun & Clarke. The results were “Expectation for 
types of simulation education”, “A great deal of regret”, “Pre-experience in cardiac arrest situation”, “Cognition 
in the importance of team interaction”, “Active reaction ”, “Extended role from a nursing student to a nurse.” 
The results indiate that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a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will 
be able to be used as baseline data which is needed to manage the method of the simulation educatio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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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x.doi.org/10.17703/JCCT.2018.4.1.119

JCCT 2018-2-15

Ⅰ. 서 론

임상환경의 환자안전 및 권리인식의 증가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직접적인 간호실무

기회가 줄어들어 관찰위주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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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술기를 습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이론수업과 연

계한 임상실습의 수행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 이러한 제한된 임상실습 환경은 간호사의 실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실습교육을 대체할 수 있

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3][4].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신규간호사는 스트레스, 불안, 자신감 부족을

경험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결과뿐 아니라 신규

간호사의 적응과 직업유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응

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

이다[5]. 또한 병원 내 심정지 발생 시 대부분 간호사가

목격하므로 최초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나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전반적

으로 심정지 상황에서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의 기회, 수

행능력 및 자신감의 부족 때문이었다[6]. 따라서 향후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

육을 제공하는 것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7] 학교 내 학

습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반복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심정지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

험한 상황에 대해 환자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고 신

속,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식과 술기를 통

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매우 유

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8]. 이에 국내에서는 시뮬레

이션 실습교육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

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로서 심정지

환자 응급간호적용을 High-fidelity와 Multi-mode 시뮬

레이션을 이용해 학습 효과 비교한 [9]의 연구와 간호

대학 4학년 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응급상황관리 시뮬

레이션 교육의 효과[10], 시뮬레이션 기반 심정지 응급

간호교육에서 팀 디브리핑의 효과[11]를 본 연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가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연구에 맞추어져 있

고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

하고자 하는 질적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질적주제분석방

법을 통하여 탐색하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효과적

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을 받는 동안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

육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

를 질적 주제분석(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으

로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였

으며 G도 C군에 소재하는 일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

인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7년도 4학년 2학기에 13주간 실시된 심정지 시뮬레

이션실습 참여자 135명 중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

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명이 최종 연구 참여자

로 선정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G도 C군 소재 간호학과에서 13주

간의 심정지 시뮬레이션실습이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시뮬레이션 실습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하

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

까지였다.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은 선행학습 10분, 시

뮬레이션 오리엔테이션 10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운

영 20분, 디브리핑 20분으로 진행되었다. 성찰일지는

A4 용지 1매 분량으로 일정한 양식을 부여한 후 실습

지침서 에 첨부하여 실습을 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일지에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

성하도록 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출한 성찰일

지에 대한 비밀 유지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

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하

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성적 반영 등 어떠한 불이

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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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로 인한 보상은 없으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가 종

료된 후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성찰일지에는

참여자의 어떤 개인정보도 기재하는 난이 없으며 일련

번호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관심 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Braun과 Clarke

[12]의 주제 분석 6단계를 따랐으며 전체 자료로부터

182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이 추출되어 코드화 하였고

주제 찾기 단계로 63개의 잠정적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63개의 잠정적 주제로부터 17개의 하위 주제와 최종적

으로 6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진술을 그대로 수

용하면서 그 의미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한질

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질적 연구 방법(질적

주제분석)에 대한 특강 및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적

세미나와 워크샵 등에 참여하여 현상학 등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7.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3]가 제시한 사실

적 가치, 중립성, 적용성, 일관성의 측면에서 연구방법

의 엄격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Ⅲ.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분석

한 결과, 17개의 하위주제로 구성된 6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중심주제는 ‘시뮬레이션 수업유형에

대한 기대감’, ‘아쉬움이 밀려옴’,‘미리 겪어보는 심정지

상황’, ‘팀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적극적 대처’ , ‘간호

학생에서 간호사로 역할이 확장됨’이다 (Table. 1 ).

표. 1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Table. 1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Simulation Practice

focusing on Cardiac Arrest: Themes and Sub-theme

Sub-themes Themes

The most awaited course

Expectation for types

of simulation

education

A great deal of anxiety

Sense of novelty

Realize the deficiency in coping

ability to the cardiac arrest situation

A great deal of regret

Have a sense of regret for the

coping ability to the cardiac arrest

situation

Have a desire for learning

Got to know the real conditions are

helpful in increasing nursing

competency

Pre-experience in

cardiac arrest

situation

Recognize the deficiency in a real

clinical setting

Feel sense of kinship between

simulator and the actual patient

Get to know the importance of team

interaction
Cognition in the

importance of team

interaction

Increase team spirit sharing

technique, knowledge and attitude

Try for the effective communication

Have sense of reward due to

improvement on the ability to cope

with cardiac arrest situation

Active reaction
full Confidence in reaction to cardiac

arrest patients

Find oneself hard(strong) due to the

simulation practice

Have sense of resposibility

necessary for nurses Extended role from a

nursing student to a

nurseFeel like being a nurse

1. 시뮬레이션 수업유형에 대한 기대감

현실과 가장 근접하게 임상상황을 구현한 시뮬레이

션 실습유형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며 또한 간호대학생

들에게 이 수업유형이 불안감과 새로움을 동시에 경험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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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기다린 수업

시뮬레이션 실습을 기다렸던 간호대학생은 실제로

실습에 임하면서 시뮬레이션 수업 유형이 신기하고 학

습효과가 높은 것을 경험한다.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

는데 실제로 수업하면서 신기했고 배울 점이 많았으며

응급간호 시빠르게 대처할 수있는 능력, 상황에대한

판단력, 의사소통능력과 동료와 선배간호사와의 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한다.(#15)

2) 시뮬레이션 실습 시 불안감이 밀려옴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실습 시직접수행하면서 새

로운 실습 상황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 떨림을 경험한다.

임상실습 시 간호사들의간호수행을 관찰 하는 입장에

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직접 간호 수행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보다 많이 떨렸고 대상자를 대할 때 좀더 자

신을 가지고 행동해야겠다.(#35)

3) 시뮬레이션 실습이 새로움으로 다가옴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하여 직접 수

행해봄으로써 기존에 실습교육과는 다른 새로움을 느

낀다.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

니다. 원래도 심장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배워 볼 기

회는 많지 않았는데 직접 배워봐서 새로웠습니다.(#28)

2. 아쉬움이 밀려옴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론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하였으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실습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부족함과 적절하게 이론을 실습에 적용하

지 못하여 아쉬움을 경험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

1) 심정지 상황 대처에 부족함을 실감함

시뮬레이션 실습 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이론에서

심정지 상황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나 심정지 상황에 맞

닦드리게 되면서 대처에 미흡함을 경험하면서 부족함

을 느낀다.

아직 이론에 대해서는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

였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1)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한번 적어봄으

로써 실습과정을한번더 생각했고 실습 후에 토론을 통

해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즐거움이 있었

다.(#50)

2) 심정지 상황 대처에 아쉬움을 느낌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심정지 상

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쉬움을 느낀

다.

마지막 시험을 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술기를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25)

임상에 나가기 전에 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케이스로 연

습해 보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잘하지 못해 아

쉬운 마음이 있다.(#26)

3)학습에 대한 욕구가 일어남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경험하면서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깨닫게되며 학습에 대한 동기가 유발됨을 경험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깨달았다. 졸업했다고 해서 공부

에 손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는 간호사 되어야겠다.(#19)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도 공부

를 해서 더 잘할 수 있을것 같았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31)

인공기도나 TTM치료에 대해 미숙하므로 더 공부해야

할것이다.(#46)

3. 미리 겪어보는 심정지 상황

임상실습환경이 점점 관찰위주로 직접 수행할 수 있

는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

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실습에 투입되어 실습을 진행하

면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었을 때 마주할 심정지 상황

대처를 미리 겪어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충실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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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터를 환자와 동일시 하면서 실습에 몰입하게 된

다. 그 과정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역향을 키워짐을 경

험한다.

1) 실제 상황이 간호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됨을

느낌

실제 심정지 상황을 접하고 대처 하면서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느낀다.

핵심술기때와 다르게 상황이 주어져서 좀더 실제적인

환자사정, CPR을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통

해 환자의 심전도나 V/S등에 대해 실시간 체크를 해본

것이 나중에 임상에 가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11)

임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훨씬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상황처럼 시뮬레이션 실습을 해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18)

실제 상황처럼 재현해 봄으로써 임상에 있는 것처럼 와

닿아서 배우는것이 이론 수업보다 훨씬 기억에 남고 잘

알 수 있었다.(#6)

2)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임상현장을 인식함

심정지 상황을 임상실습에서 직접 해보지 못하는 현

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미리 심

정지 상황을 겪어보게 된다.

간호 실무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환경에서의 지

속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호학생의 임상경험의 기회

는 줄어들었고 모든 학생이 충분히 임상경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정말 꼭 필

요한 실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학년 실습을 나가기

전 경험을 했더라면 임상실습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23)

실제병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겪어봄으로

서 실제 임상에서 더 침착하고 종종히 대응 할 수 있을

것 같다. (#21)

3) 시뮬레이터와 실제 환자와의 동질감을 느낌

시뮬레이션 실습 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환자를 동일시 하는 과정에서 학습성과

의 성취를 경험한다.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습을 해보면서 정말 환자

에게 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았다. (#15)

CPR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제세동, 기도확보, 흉부압박

등을 제대로 하는지 기계로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

다.(#18)

4 . 팀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심정지 상황 발생시 개인의 수행보다는 팀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인식하였으며 팀활동

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학습효과가 높아짐을 경험한다.

1) 팀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알게 됨

시뮬레이션 실습 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이론에서

심정지 상황에 대하여 학습하였으나 심정지 상황에 맞

닦드리게 되면서 대처에 미흡함을 경험하면서 부족함

을 느낀다.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간호사로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고 팀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9)

한명만(리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중요하다

는 것을 알게됨.(#39)

2) 기술, 지식, 태도를 공유하며 협동심을 키움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 가진 지식,

기술, 태도를 공유하며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협동심을

키운다.

저는 친구들이 심전도를 잘읽을 수있도록 심전도를 정

확하게 알려주었고 심전도에 맞는 다음 상황대처까지

연결시켜 알려주어 친구들이 학습을 도왔습니다.(#46)

조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서

로 알려주고 찾으면서 공부하였다. 또 어떤 상황이 발생

하여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심전도를 보고 상황을 연습하

였다.(#40)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지식이 많이 부

족하다.(#38)

각자 맡은 역할을 돌아가면서 예행해보고 팀원이 잘 모

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내가 모자랐던 부분도 팀원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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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배우면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27)

3)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함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서 역할분배가 이루어

졌으며 역할에 따른 성과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술

을 적용한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잘 된 점은 팀원과의 협력 및 업무

조정역할 수행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해내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

했고, 팀원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 하였다. 

(#23)

팀원들과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뮬레이

션 상황을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 점이 좋았다.(#7)

5. 적극적 대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였으나 실습을 진행하면서 발전해

가는 자신을 보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익숙하게 대

처하면서 자심감이 생기고 심정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

음을 경험한다.

1) 심정지 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보람을 느낌

실습 초기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랐으나 점점 실습에 몰입하게 되면서 발전해가는

자신을 보고 뿌듯함과 보람을 경험한다.

처음에는 막상 한번 보니 잘할 수 있을것 같았는데, 실

제로 해보니 많이 헷갈리고,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치만 2번 연속 연습하고 익히니 많이 도움되었고, 임

상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

다.(#40)

처음에는 그 상황이되어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

하였으나 나중에는 내가 해보고 하고 있으니 뿌듯했습

니다.(#41)

2) 심정지 상황 대처에 자신감이 충만함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반복 실시 하면서 대처

능력이 향상되면서 실제 임상에서 심정지 상황에 잘 대

처할 수 있는 자심감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만약에 심정지 상황이 있다면 CPR을 배웠지만 무서워

서 선뜻 나서지 못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배우고 친구들

과 협동해서 하고나니깐 실전에서도 자신감이 생겨서

할수 있을것 같았다 병원에가서도 배운 대로 환자 사정

을 하고 상황에 대처 해야겠다.(#31)

실제 병원에서 심정지환자를 마주해야하는 응급상황에

서 당황해하지 않고,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

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간호를 제공 할 수 있을 것

같다.(#21)

입원환자 간호부터 수술 후 간호, 심정지 응급 상황 발

생시 응급처치, 투약 등 여러 가지 핵심간호술기를 바탕

으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할 것이고 심질환 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13)

3)시뮬레이션 실습으로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함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

게 대응할 수 있게 자신이 단단해짐을 경험한다.

CPR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면서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임상에 나가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흔

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30)

임상에 나가기 전에 확실히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불안하지 않다.(#24)

어떠한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더라도 CPR상황에 당황하

지 않고 배운데로 차분하게 적용할 수 있을것 같

다.(#19)

6.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역할이 확장됨을 경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서 적절한 대처가 환

자의 생명과도 직결됨을 인식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책

임이 생기고 진짜 간호사가 된 것같은 경험을 한다.

1) 간호사가 가져야할 책임감을 느낌

환자의 생명이 간호사의 적절한 대처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심정지 시뮬레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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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임상에 나가보지 않으면 직접 학생 간호사로서의 신분

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임

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실제와같은상황을 만들어 연습

하여 상황 대처 능력과 신속한처치능력을 기를 수 있었

고 제가 당황한다면그 순간 환자의소중한 생명이 오갈

수 있었기에 간호사가 지녀야할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ER. ICU가 아닌 병동에서도 언제든지 CPR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며 리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넓은 시야, 유연성, 대처능력 등을

배울 수 있었다.(#19)

2) 마치 간호사가 된 것 같음

실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실습환경에 놓여지면서 간호

대학생은 마치 진짜 간호사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한다.

정말 간호사가된 듯 임상에서도 이경험이 값진 배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43)

진짜 간호사 처럼 환자에게 가서 사정하는 방법과 긴급

상황에서 의사노티를 하는 순서를 알수 있었다.(#31)

Ⅳ. 논의

본 연구는 Laerdal사의 SimMan 3G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AHA(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개발

한 ACLS Scenario를 바탕으로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

서 개발한 KALS Scenario를 적용하여 일 대학의 간

호학과 4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심정지 시

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탐구하기 위

해 진행되었다.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은 5-6명의 구

성원으로 이루어진 학습팀에게 심정지 환자 시나리오

를 바탕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1주, 심정지 환자

중재 시나리오 4주, 평가 1주의 순서대로 총 13주 동안

운영되도록 하였다. 총 13주의 시뮬레이션 실습이 끝난

후 수거한 실습일지에 작성한 성찰일지를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시뮬레이션 수업유형에 대한 기대감’,

‘아쉬움이 밀려옴’,‘미리 겪어보는 심정지 상황’, ‘팀 상

호작용의 중요성 인식’,‘적극적 대처’ , ‘간호학생에서 간

호사로 역할이 확장됨’이다.

간호교육기관이 늘어나고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

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되면서 점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환경은 수행보다는 관찰위주의 실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호평가원은 임상실습을 시뮬레

이션실습으로 12% 대치해도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참여자들은 고충실도 시뮬

레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기대를 하며

또한 새로운 실습에 대한 불안감도 경험하였다.

이 결과는 Chung과 Lee [14]의 연구에서 제시된 간

호대학생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에 대한 기대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한 학생

들은 실습에 참여하면서 지식이나 술기 부족으로 심정

지 시뮬레이션 실습에 만족스럽지 못하여 아쉬움이 밀

려옴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Kim [15]의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활용학습경험의 연구에 나타난 이론과 실

제의 차이를 실감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

다. 이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

습에서 헷갈리고 실제 실습은 어렵다는 경험을 하였다

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수업 전에 대표적인 심정지 심전도에 설명

하고 kals 프록토콜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한 참여자들은 이미 임상실습과정을 완료하고 3학년 2

학기에 성인간호학에서 순환기계를 학습한 상태였지만

임상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여지면서 무

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당

황한 모습을 보였고 소그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면서

실습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모

습을 보였다.

시뮬레이터의 반복적인 반응 재현은 간호학생들이

환자 시뮬레이터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시뮬레

이터에게 느끼는 생소함이나 거부감 등의 부정적인 느

낌을 감소시켜 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10] 에 비추

어 볼 때 수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뮬레이터 작

동에 대해 연습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시뮬레이션 수

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가 심정지 환자의

간호중재에 대해 충분한 학습시간을 두어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참여경험 결과로 제시된 것은 실제상황의 만남으로 아

주 뜻깊은 시간의 경험이었으며 시뮬레이터와 실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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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즐기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문제를 파악하기위해 간호과

정을 직접 이해하고 분석, 판단하게 됨으로써 간호학

생은 생생한 간호지식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기회를

경험한다는 정승은[14]의 연구와 일치한다. 심폐소생술

은 일상적인 간호활동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식

및 술기 능력이 감소될 수 있어[8] 반복 훈련이 필요하

며 생동감 있는 현실적 상황설정이 필요하다 [16].

생리적인 지표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술기의 정확성

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지원되고 임상현장과

근접한 환경설정으로 실습학생들은 실제 상황에 몰입

할 수 있었으며 기계작동 시 표시되는 음향을 들으면서

실제상황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고충실

도 시뮬레이터 사용을 권장하고 실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교수자의 능력도 배양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

들이 동료평가 방법과 팀활동으로 팀학습에 대한 책임

감을 갖게 되어 능동적인 학습태도로 수업에 임하였고.

팀기반 시뮬레이션 학습과정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친밀하지 않았던 팀 동료들과도 긍정적인 상호작

용이 일어났다는 Kang [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병원내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의 간호활동보다

는 팀활동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역할분담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서 처럼 [10]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있다.

참여자들이 심정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서로 역

할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뮬레이

션 과정이 무사히 진행되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팀활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자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학습기회를 제

공하고 팀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요소를 개발해

[10] 간호대학생의 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

켜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심정지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심

정지 상황대처에 관해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취업을 앞

둔 자신이 단단하게 성장함을 경험하였다. 시뮬레이션

수업 후 지식발달과 술기 획득으로 간호에 대한 자신감

이 생긴 것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17] .또

한 Kwak [18]의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학습해보는

시뮬레이션 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촉

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면 서 지식이

확장됨을 경험하였으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심정

지 상황을 임상실습에서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참여

자들에게 심정지 상황대처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

황이다. 무엇보다도 자신감결여로 인한 소극적 대처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덜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것

으로 사료되므로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반복

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능력이 향

상되어 취업 시 간호사로서 심정지 상황대처에 자신감

이 생기고 간호사의 자질을 갖추어 가면서 스스로 단단

해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업초기 심정지

시뮬레이션 상황에 소극적이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심정지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자신감

의 향상이 곧 간호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에

서 나타난 경험은 간호대학생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이

확장됨이다. 병원내 심정지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참여자

가 간호사가 된것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는 Jung

& Lee [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Theresa [19]는

환자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제 심정지 상황을 재현할 수 있으며 학

습자의 수행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실습 경험, 성찰, 디브리핑이 통합

된 교육과정이 지식수준을 향상, 보유시켜 임상 현

장으로의 전이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심정지 시뮬

레이션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극적

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Kim

[20]의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생각의 연구에서 취

업시에 실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상에서 연구 결과에서, 간호학생의 심정지 시뮬레

이션 실습에서의 실습경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

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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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참여한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어떠한 경험인지를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료는 4학년 간호대학생 50

명을 대상으로 개인성찰일지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질

적 주제분석(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연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

은 6개의 중심주제로 ‘시뮬레이션 수업유형에 대한 기

대감’, ‘아쉬움이 밀려옴’, ‘미리 겪어보는 심정지 상황’,

‘팀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적극적 대처’, ‘간호학생

에서 간호사로 역할이 확장됨’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를 통해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심정지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전문적인 간호사로

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되

기를 기대한다. 또한 심정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

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 임상현장에서 심정지 상황

에 노출된 후의 경험에 대해서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심

정지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로

임상현장에서 심정지 상황에 노출된 후의 심정지 대처

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양적연구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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