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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The Experiences of Virtual Reality-based Simulation in Nursing Students

이순희*, 정승은**

Soon Hee Lee*, Seung Eun Ch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질적 연구이다.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성인간호학Ⅰ,Ⅱ’를 수강하면서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을 시행한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학생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성찰일지를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주제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으며, 5개의 주제범주는 “필요한 간호역량을 깨달음”, “지식이 확장됨”, “심리

적으로 안전함을 느낌”, “문제 중심으로 사고함”, “만족감을 얻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현실 온라인 실습이 안전

한 실습 환경에서 사고와 지식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가상현실 실습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훈련, 가상현실,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to understand the virtual reality-based simulation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recruited 53 students who conducted virtual reality-based simulation 
while attending the course of Adult NursingⅠ and Ⅱ in the third year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 
univers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content analysis method from a reflection journal created 
anonymously by students. The results emerged 5 categories and 12 subcategories. The categories were consisted 
of "realizing the necessity of nursing competence", "expanding nursing knowledge", "receiving safety 
psychologically", "thinking focused on problem" and "getting satisfaction". It suggests that virtual reality online 
program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oughts and expansion of knowledge in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it needs to develop various contents for the virtual reality education and train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Simulation training, Virtual realit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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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ronavirus disease-2019, 이하 코로나 19)의 등장

으로 펜데믹(Pandemic) 상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

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제한되며 철저

히 집안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1]. 이러한 현

상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며 갑작스럽게 변화된 낯선 온라인 교육 환

경으로 교육계는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학

과의 경우 임상실습지인 병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생 실습이 불가능함을 통보받고, 학교

마다 임상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많은 간호학과에서는 대면실습

대안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온라인 술

기 프로그램 등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간

호학과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간호학과 정원의 양

적 팽창과 의료현장에서의 소비자 권리 향상에 따른 간

호학생의 실습기회 부족으로 임상실습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대안으로 임

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뮬

레이션 기반 학습이 점차 확대되었고[2], 이와 더불어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 작용과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었다[3].

이렇게 실습 환경이 변화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코로나

19는 간호실습 교육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도입을 앞

당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상현실 기반의 교육용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시나리오를 구현한 3차원의 가상

현실 세계로 대상자와 현실감 있는 상호작용 구현이 가

능하다[4][5][6]. 또한, 동시에 많은 수의 학습자를 수용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반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3],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점을 갖고 있다[4]. 이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시뮬레이션

에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 원거리 교

육도 가능하다는 점[7]에서 펜데믹을 겪고 있는 현 시

점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의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는 시나리오로 잘못 운영할 경우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8], 현실과 차이가 있는 화면 구현

등으로 인해 학습의 효과성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

[4]이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 대

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급성상부 위장관

출혈 시나리오를 적용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 프

로그램 개발[3]과 같이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보편적이었으며, 실습의 총

체적 이해를 위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학

생의 관점에서 학습의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습 경험을

확인하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이 실습 교육 방법

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기존의 이론이나

연구문헌이 제한적일 때 사용한다. 연구 참여자의 자료

에 어떤 기존의 범주나 이론적 관점을 대입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결과를 얻어낸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료분

석 과정을 통해 범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9].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체

계적인 준비 없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도

입하였지만 이러한 실습 방법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교육 방법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을 적용

하여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을

탐색하고 향후 실습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현

실 시뮬레이션 실습의 경험적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이론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실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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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실습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적

용한 기술적 질적 연구이다. 기술적 질적 연구는 귀납

적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사람들의 맥락에서 인간 경험

의 역동적이고 개별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방법이다[10].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을 경험

한 간호대학생의 성찰일지를 통해 그들의 입장에서 경

험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생 중

‘성인간호학Ⅰ,Ⅱ’를 수강하면서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

이션 실습을 수행한 후 성찰일지를 제출한 53명이었다.

3. 자료수집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비대면 수업방식에 따

라 성인간호학 이론 수업 중 1주차에 해당하는 가상현

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Sim for Nursing (Laerdal

Medical 제작)을 수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

실습에 앞서 프로그램 접속 주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를 전달받고,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사용방법 및 기간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아이디로 로

그인하여 임상의사결정술, 역량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현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은 시나리오에 대한 간략한 상황 설명, 시뮬레이션

에 앞서 사전 퀴즈, 시뮬레이션(vSim), 사후 퀴즈, 시나

리오의 전반적인 간호와 관련된 질문지, 그리고 제공된

성찰질문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

양한 간호중재안들이 목록화되어 있어 시뮬레이션 수

행 시 선택된 간호중재는 학생의 간호수행으로 기록된

다. 시뮬레이션이 구동된 후 개별화된 맞춤형 피드백이

제공되어 학생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 피드백 로그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간

호대학생은 천식 환자 간호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

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한 후 연구자가 제공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강의 1주차에 교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후 성찰일지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성찰일지는

“오늘 수행한 vSim 실습 중 의미 있는 생각과 느낌, 새

로운 경험은 무엇인가요?”, “ 실습 중 좋았던 점, 어려

웠거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실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 중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은 익명으로 제

공된 성찰일지에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2020년 4월과 10월에 작성한 성찰일지를 수집

하였다.

4. 자료분석

내용분석은 기술적 질적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분석

기법이다[11]. 이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구,

문장이나 단락을 코딩하여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인 잠

재적(latent) 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자료의 코드화 작업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

각자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

였다. 또한, 자료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과

관련하여 인상적이거나 흥미로운 문구, 문장이나 단락

에 연구자들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연구자들은 각자 코

딩한 자료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한 후 공통적인 코딩을 확인하였다. 예

를 들면, “자율실습 시간을 통해 반복해서 활력징후를

사정해본 것이 중요하고”는 “자율실습이 중요함”으로,

“다음 주에 있을 핵심술기 연습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었지만, 오늘 실습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시간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핵심기본간호술 연습을 열심히 해

야 함”으로, “그냥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라

는 것을 느껴 인상 깊었다.”는 “신속한 술기가 중요함”

으로 코딩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범주화 작업이 이루

어졌다. 연구자들은 원자료와 함께 코딩을 재확인하면

서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코딩 내용을 분류하고 하위

범주와 범주로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함께 하였다.

예를 들면, “자율실습이 중요함”, “핵심기본간호술 연습

을 열심히 해야 함”, “신속한 술기가 중요함”은 “신속하

고 숙련된 간호술을 습득해야 함”으로 하위범주를 설정

하였고, 이 하위범주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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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됨”의 하위범주와 함께

“필요한 간호역량을 깨달음”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간호대학생에게 강의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학습경험

에 관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연구

자는 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번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도록 하였고, 자료는 연구자만

이 관리하고 보관할 것이며 자료의 분석 결과는 간호교

육과 관련한 연구물로 발표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

는 간호대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에 동의

를 표한 학생이 제출한 성찰일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는 충북 지역의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총 53명으로 성별은 남학생 7명

(13.2%), 여학생 46명(86.8%)이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는 내용분석을 통해 5개의 주제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Table 1).

1. 필요한 간호역량을 깨달음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하

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된 이론

수업은 근거 중심의 정확한 지식이어야 함을 깨달았으

며, 기본간호학 실습, 핵심술기, 자율실습 등을 통해 신

속하고 숙련된 간호술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몸소 체험하였다. 또한 간호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침착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됨을 알게

되었다.

1)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확

한 이론 학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학

점을 취득하기 위한 이론 학습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교에서 책 가지고 공부한 간호 이론이 실제 실습

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이론 공부의 중요성을 더더욱

절실히 느꼈다. 간호적용을 위한 정확한 이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부 방법에도 변화를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실제 간호를 수행하려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확실히 알고 많이 경험해봐야 하는구나를 깨

달았다.

2) 신속하고 숙련된 간호술을 습득해야 함

연구 참여자들은 활력징후, 산소요법 등의 간호 술기

를 숙련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동안 환자 상태가 급격하

게 악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간호 술기의 중요성을 깨닫

는 경험을 하였다. 단순하게 시험을 위해 암기하는 것

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호술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교내실습 시간을 활용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고 자각하였다.

이전에 기본간호학 실습을 할 때는 실습항목이 정해

져 있어서 절차, 방법만 외우고 실습하면 됐고, 건강사

정 과목에서 실습을 할 때는 미리 대본을 써두고 외워

서 실습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처음 환자를 만날 때부

터 내가 생각해내서 실습을 해야 하는 시뮬레이션 실습

은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틀리는 것들이 많

았고 환자의 상태는 더 나빠져만 가는 것 같았다.

간호술기 능력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만 대상자에

게 간호사로서 임할 수가 있겠다고 느꼈다. 약물 투여

도 해야 하고 5분마다 V/S check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그중 하나라도 잘할 줄 모르는 게 있으면

제시간 안에 다른 수행들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에게 부적절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간호사처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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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할 수 있어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제공하는 간호에 따라 환

자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 더욱 책임

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침착

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환자의 상태를 결정

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나의 부족한 면으

로 오히려 환자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늘 실습은 환자를 여러 번 간호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내 한 번의 행동이 환

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아니 정말 책임감 있

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다.

임상에서는 당황하더라도 침착하게 기억을 떠올리면

서 실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2. 지식이 확장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 중 주어진

반복학습 기회를 통해 지식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각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매체

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함으로써 지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

1) 실수-수정의 반복학습을 통해 지식이 명확해짐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시나리오를 구현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였으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

고 수정한 후 다시 실습을 시행하는 일련의 반복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이 명확해짐을 경험하였다.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점점 늘고 있다는 생

각이 들어서 뿌듯했고 내가 틀렸던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 vSim 실습을 시작할 때, 대상자의 큰 호흡 소

리에 당황하고 마음만 초조한 채로 무엇을 해야 하나

몰라 실수도 했는데, 실습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잡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순서로 해야 하며, 나오

는 결과를 따라 어떤 간호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아 갈 수 있었다.

2) 통합적으로 사고함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과목별로 배운 약물, 사정,

간호술기, 간호내용 등 각각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고

하고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지적 수준이 향상됨을

경험하였다.

시나리오상의 상황뿐만 아니라 질환과 간호의 더 넓

은 부분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다시 한번 질환의 병태생리, 환자의 문제를 파

악하기 위해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사정하는 것, 가족

지지를 제공하는 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심근경색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심실세동임을 느끼고

질병 하나만 보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원

인이 되는 기저질환, 그 질병자체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이나 처치, 환자교육 내용까지 다 공부해야 함을

느꼈다.

3)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폭넓게 학습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서 자

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

었다. 보통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실습인 경우 주로 팀

별로 이루어져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친구들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혼자 환자를 간호해야 하

는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의 경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폭넓은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내가 공부했던 부분 이외에도 내가 더 공부하게 만

들고 싶다는 욕구를 생기게 만들어 주도록 느끼게 해준

것 같다. 수업 시간 이외에도 이번 실습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인 특히 약물이나, Lab data 분석에 관해서

도 더 공부할 수 있었다.

성인간호학 책에 분류한 것 이외에도 만성기도폐쇄

성 질환 임상연구센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급성

천식 악화의 치료지침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좀 더 깊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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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얻을 수 있었고, 논문이나 이런 공식적인 학회에

서 나온 지침들을 보면서 천식이라는 하나의 질병에 대

해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 이점이 가장 효

과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3.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구현하면서 처음에는

긴장감, 당황스러움,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

였으나 재시도가 가능한 가상현실 상황이란 점을 인지

하는 순간 이러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1) 긴장감, 당황함이 재시도에 따라 해소됨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는 시나리오

상황에 촉박한 마음이 생겨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긴

장감과 당황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여러 번의 반복시

도를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간호문제가 해결되고

환자가 호전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는 심

리변화를 경험하였다.

처음에는 대상자 상태를 보니 빨리 간호를 해야겠는

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당황감이

막 밀려오다가 피드백 보면서 여러 번 돌리다보니 어느

정도 감도 잡히면서 재미도 느껴졌다.

진짜 환자처럼 기침과 숨소리 등 진짜 환자처럼 표

현을 해서 조금 긴장되고 무서웠다. 그러나 진짜 사람

이 아니고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편

안하게...덕분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기억에

더 잘 남아 있는 것 같다.

2) 악화된 상황일지라도 가상이어서 안도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실패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 자신의 부족한 실력으로 환자

상태가 즉각적으로 나빠지고 실수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공포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으나 실제 상황

이 아닌 가상현실이어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의 클릭 하나하나에 편해지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

도 하는 환자를 보며 조금 무섭기도 했다. 이게 실제

임상이었으면 나의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수도 있으니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막중한 책

임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실제 임상실

습을 나가기 전에 vSim을 한 것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틀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말

임상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

질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약

오류라든지, 아니면 미처 검사를 안 해서 내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 등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실습을 통

한 경험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했다. 실제 사람이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4. 문제 중심으로 사고함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면서 환

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고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

으며 우선순위 간호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간호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1) 먼저 해야 할 간호의 순서를 정함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

저 해주어야 우선순위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

였다. 임상실습에서는 독자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간

호를 제공할 기회가 없으므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먼저 해야 할 간호순서를 정해보고 정한 순서대로 간호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하였

다.

처치를 순서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환

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의학적 지식, 처치 기술을 제대로 갖추어야 그

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이번 급성 천식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시

급하게 사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내가 스스

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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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에 맞는 간호를 판단함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단순히 의사의 처방대로 간호수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는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였다.

자율적으로 간호중재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병동에서 의사의 order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반응에 대한 간호를 해

준다는 것에서 긴장을 했었다. 상황을 보고 어떤 간호

를 하느냐가 중요하여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습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해서 환자에 맞게 간호를

제공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vSim 실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주

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내가 수행한

간호 결과에 대해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

해 미리 예상하고 상황에 맞는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5. 만족감을 얻음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주도적 반복학습을 통해 점차

간호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성취감을 경험하였으

며 실제 임상실습에서도 간호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이 매우 만족

스럽다고 하였다.

1) 문제해결에 따라 성취감을 얻음

연구 참여자들은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이 제공한 간

호로 환자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서 성

과를 달성했다는 생각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피드백 로그를 보며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점점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고 내가 틀렸던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vSim을 수행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결국 대상자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실제 사람을 살린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

었다.

제가 간호하여 환자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뿌

듯했고 그에 대한 성취도가 100%였을 때 내 간호가 정

확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순간 매우 뿌듯했습니

다.

2)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김

연구 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같은 상황에 처해지다면 실수 없이 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관찰 위주의 임상

실습과 달리 자신이 실수하면서 반복학습을 통해 습득

한 지식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거 같다고 하였으며 간

호사가 되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고 하였다.

활력징후 측정하는 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하는 것,

nebulizer와 IV로 약물요법 적용하는 것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천식 대상자를 간호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오늘 배운 내용만큼은 천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실제에서도 절대 실수 없이 잘 적용할 수 있

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다 보니 앞으로 절대 잊어버

리지 않을 것 같다. 또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정한 여러 항목들도 나중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았고, 나

중에 임상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표 1.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Table 1. The Experiences of Virtual Reality-based Simulation

in Nursing Students

Categories Subcategories

Realizing the
necessity of
nursing

Important to know accurately
Need to acquire rapid and skilled
nurs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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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작성한 성찰일지를 중심으

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

습 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가상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의 범주로는

“필요한 간호역량을 깨달음”, “지식이 확장됨”, “심리적

으로 안전함을 느낌”, “문제 중심으로 사고함”, “만족감

을 얻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을 함으로써 간호지식, 술기 및 태도가 중요함을

느꼈으며, 이는 간호역량으로써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

다.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라는 집합적인

의미이며[12], 간호역량은 간호사가 다양한 임상 상황에

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포괄적이고 실

천적인 능력을 뜻한다[13].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

생에 따르면 가상현실 속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정확한 지식, 숙련된 술기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서

간호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ABONE[14]이 제시한 7가지의 간호역량 중 전공지식

과 간호술의 통합적용능력과 법적‧윤리적 책임인식능

력에 해당하며, 간호교육의 핵심역량 모델[15]에 따라

전공지식과 간호술로 구성된 기저역량, 책임인식을 포

함하는 인성역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호

대학생은 2개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을 구현해 본 경험만으로도 핵심기본간호술의 중

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인증프로

그램에 따라 빽빽하게 구성된 정규 교과과정과 함께 비

교과과정인 자율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간호대학생은

술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규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

습 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인 자율실습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훈련을 위한 내적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실수-수정의 반복학습을 통해 지식

이 명확해지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폭넓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이 확장되

었음을 경험하였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반복하고 이전의 시뮬

레이션을 통합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 가상현실 시뮬

레이션 실습은 이러한 반성적 성찰 기회를 통해 시뮬레

이션을 수행한 후에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피드

백과 디브리핑을 통해 학생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16][4], 반복적인 훈련으로 지

식이 체계화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학습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

다[17]. 본 연구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인 교

육전략으로서 지식 확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18], 간호대학생이 현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분야에 대해 학습의 경험이 양적, 질

적으로 지식을 확장 시켜준다는 연구[19]와 일치된 맥

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신

의 지식을 수정, 보완하면서 축적하고 확장해가는 과정

에서 정확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함을 인지하고 교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

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을 반복적으로 시도함에 따라 긴장감이나 당황함이 해

소되었고,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동안 환자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가상현실이어서 안도할 수 있는 등 심리

적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을 기

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20],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보고한 연구결과[21]와 일치하고 있

다. Muckler[22]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상현실 시

competence
Requiring calm and responsible
attitude

Expanding

nursing

knowledge

Clarify knowledge through repeated

learning of mistake-correction

Integrated thinking

Study extensively to cover

insufficient knowledge

R e c e i v i n g
safety
psychologically

Tension and embarrassment are

resolved by retrying
Even in the situation is aggravated,

it is virtually relieved

Thinking
focused on
problem

Prioritizing the order of nursing

care
Judging the right care for the
situation

G e t t i n g
satisfaction

Gain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through problem solving
Confidence that can be applied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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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은 심리적 안전성이 보장된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심리적 안전성이란 편안

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으며, 팀원이나 교수자

등 조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태이다[23]. 심리적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학생

이 학습의 중심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팀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3][24]. 특히 본 연구는 이론교과목에서 강의내용과

연계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

였기에 간호대학생은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이

론적 간호내용을 습득할 수 있고, 실제 환자를 만나는

임상실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교수자

는 간호교육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을 기반으

로 한 시뮬레이션을 운영할 때 학생의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먼

저 해야 할 간호의 순서를 정하고, 상황에 맞는 간호를

판단하면서 문제 중심으로 사고한 경험을 밝혔다. 이러

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식 환아 간호의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한 후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25]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인지적 지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신체적 활동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이므로[4] 학생의

비판적 사고나 의사결정 및 판단이 정확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 실습의 주된 교육적 효과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은 문제해결에 따

라 성취감을 얻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통해

만족감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가상 정맥 주입펌프 교육을 한 연구[26], 정맥 내 카

테터 삽입술 훈련을 위해 팔모형의 가상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연구[27] 결과 만족감이 보였다고 보고한 결과

와 일치한다. 가상세계는 실제 상황의 맥락 내에서 학

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역할을 통해 실제로 몰입하고

[28][29],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과 실재감으로 학습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특히 실제

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학생 스스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므로 문제해결

력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4]. 한편

마네킹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상현실을 기반

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보다 만족감을 더 느꼈다고 하

였으며[30], 웹기반의 시뮬레이션과 고충실도 시뮬레이

션 교육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31] 가상현

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만이 만족스럽다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유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는 학생

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

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후의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실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은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 실습 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 역량이 무엇

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간호문제와 상황을 중심으

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

부족함에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지식 습득을 하였으며,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이 임상실습에서 습득하

기 어려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간호역량

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간호 현장에서 임상실습이 재개되어도 가상현실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경험 분석을 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

적용한 반복연구와 과목별 효과를 비교하는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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