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 pp. 121-128,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2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121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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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며 3개월 후 재측정을 통해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 4학년 41명이었다.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은 
2018년 1월에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교육 한달 전, 교육 직후 시행되었으며 교육의 지속성을 확인
하기 위해 3개월 후에 재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간호학생의 지식은 교육 전
8.56점, 교육 직후 16.34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p<.001), 3개월 후 13.36점으로 교육 직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1).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2.37점, 교육 직후 
4.07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p<.001), 3개월 후 3.40점으로 교육 직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이 간호학생의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교수법이지만 교육 후 상승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3개월 이후 재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and continuity of simulation-based KALS education training on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41 nursing students in
4th grade in Gyeonggi-do. KALS education was conducted in January 2018.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e month before and after KALS education and three months later to check the continuit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knowledge of KALS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and three months
later were 8.65, 16.34 (p<.001), and 13.36 (p<.001), respectively. The self-efficacy of KALS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and three months later were 2.37, 4.07, and 3.40 (p<.001), respectively. 
Therefore, simulation-based KALS education training is a suitable teaching method for enhancing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On the other hand, re-education measures must be 
performed after three months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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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순서였으며 그 중 심

장 질환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률에 비해 약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 

더욱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구화
된 식생활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령화, 만성 질환 
및 각종 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심장질환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심장질환 증가와 고령화는 예측할 
수 없는 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발생 가능
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생 후에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2] 
급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응
급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는 병원 밖에서 평소 건강문제를 인식하지 못하
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환자 천 명당 3.9-9.9명으로 높
은 편이다[3]. 특히 국내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된 Eo등[4]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후 24시간 생존율이 23.7%, 
생존 퇴원율이 6.4%인 것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로 인한 
환자의 생존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외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5].

심정지 후 약 4-5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
하기 시작하므로[2] 심정지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최초 목격자의 빠른 심폐소생술이다. 그 중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곁에서 돌보며 병원 내 발생하는 심정지
를 처음 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지 인
식 및 초기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병원 내 심정지 발생
시에는 기본소생술에 약물의 사용, 전문기도유지술이 포
함된 전문소생술을 시행하게 된다[2].  치료과정에서 심
전도 리듬에 따라 제세동의 필요 유무와 투여 약물이 달
라지므로 전문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정지 리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6].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이 저하되거나[7] 
간호사 스스로 제세동 사용을 비롯하여 심폐소생술에 대

한 지식과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심정지 상황에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8]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선행연구들 [9-10]에 따르면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보
다 심폐소생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관련 지
식이 낮고 수행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병동 입원 환자
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심정지 발생 장소는 중환자실, 
일반병실, 응급실 순서로 나타나므로[11]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상관없이 심정지 발생 시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과 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은 후에 심정지 환
자를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이므로 이들
에게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나, 
현재의 간호교육에서는 단편적인 술기교육과 성인간호학 
관련 교과목을 통한 부정맥 이론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
어 통합적인 심정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이 심정지 환자의 전문소생술을 
익히고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부터 교
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발
생하는 상황은 매우 급작스러운 일이며 한 번의 교육만
으로는 그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
[12-13]를 통해서 볼 때 전문소생술 교육 후 반복교육을 
통해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존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심정지 환자의 전
문소생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지식과 수행능력,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8, 14], 교육효
과에 대한 연구[15]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전문
소생술의 효과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교육 전후 
효과를 확인하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교육 효과의 지속성
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에게 대한심폐소생협
회에서 전문소생술(ACLS: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구성한 시뮬레이
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KAL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전, 교육 직후, 3개월 후 전문소생술의 지식,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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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에게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
형 전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전, 교육 직후와 3
개월 후 간호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의 지식,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전, 직후, 
3개월 후  간호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의 지식변
화를 확인한다.

2)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전, 직후, 
3개월 후 간호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의 자기효
능감의 변화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심폐

소생협회의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KAL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직후 그리고 3개월 후에 간호학생
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를 확인하는 연구로 단일군 사전사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연구이며 종단연구(longitudinal 
research)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A시에 소재한 1개 간호학과 4학년

에 재학중인 학생 중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
에 동의한 간호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의 값 0.5, 검정력(1-β)
은 .80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은 34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4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 
중에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중도탈락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41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유무

의 3가지와 학교 생활 관련 특성은 지난 학기 학점, 대학
생활 만족도, 간호학과 만족도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2.3.2 한국형 전문소생술 지식
심정지 전문소생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한심폐

소생협회 한국형 전문소생술 사전테스트 문항을 수정·보
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ACLS강사이면서 
응급실 경력 10년 이상의 간호사 1인, 성인간호학 담당 
교수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여 각 문항별 
CVI(Content Validity Index) 80% 이상 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이 도구는 기본소생술에 대한 문항 
4 문항, 우선순위 3문항, 응급약물 2문항, 환기 및 기도
유지 3문항, 의사소통 2문항, 심전도 4문항, 자발순환 회
복 후 관리 1문항의 총 7개 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최저 0점에서 2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형 전문소생술
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3 한국형 전문소생술 자기효능감
한국형 전문소생술 자기효능감은 Rho[16]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인지, 디브리핑
과 기록, 반응과 구조, 보고에 대한 내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자신없음”이 1점이고 “매우 자신있음”
이 5점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ho[16]
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0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780이었다. 

2.4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2.4.1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전문소생술(KAL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교육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구
성되었다.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4.2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은 S병원 KALS 

Training Site에서 4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 중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
영하였다.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강사들은 S병원 한국형 전문
소생술 Training Site에 소속된 전문 강사와 A대학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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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로 총 2명이다. 2명의 강사는 모두 대한심폐소
생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과 한국형 전문소생술 강
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한국형 전문소생술은 팀구성
으로 실습을 진행하므로 1회 교육 당 2명의 강사가 참여하
고 한 팀당 5명, 2개의 팀으로 진행하였으며 1회 교육시마
다 학생 수는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1회 당 교육시
간은 약 5-6시간이며 총 5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술기 
및 시뮬레이션 상황을 주고 수행해 보도록 하였으며 모
든 술기가 끝난 뒤 술기 및 필기 평가를 하였다. 강사는 
담당 학생들의 술기를 지도해 줄 뿐 아니라 각 술기에 따
라 과학적 근거를 함께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Contents Method
Course summary, Review of ALS² ECG³ 
rhythm, video review Lecture

Procedure Lab
Room A: Recognition and team activation Skills

Room B: Compression and BVM⁴ Skills

Room C: Alternative airway Skills
Room D: Defibrillation-paddles, pads; 
medication Skills

Team work concept & Simulation 
checklist review Lecture

Simulation
Arrest 4 rooms: PEA, Asystole/VF session Skills

Remind time: ECG guided KALS Algorithm
TROICA Simulation Test Simulation Test

Written test
¹: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²: Advance Life Support
³: Electrocardiogram
⁴: Bag Valve Mask

Table 1. Contents of KALS¹ Provider Course

2.5 연구에 따른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 언제라도 아무
런 불이익이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궁금증이 해
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설문 작성 후 대상자에게는 기념품
을 제공하였다.

 

2.6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다. 자료수집은 연구자 2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경기
도에 위치하고 간호학과 4학년에 진학할 예정으로 전문
소생술 교육을 받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시행하기 한달 전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서면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자는 교육이 실시되기 약 한달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소생술 교육 직후에 설문조사 실시, 
교육 3개월 후 같은 도구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
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15분이었다. 

2.7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

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3

개월 후 간호학생의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차이는 평
균과 표준편차, 일원(One Way)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전·후 ·3개월 
후 간호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One Way) 반복측정 분산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41명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세였으며 여성

의 비율이 85.4%(35명)로 대부분의 학생이 여성이었다
(Table 2).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58.5%(24명)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 학기 성적은 평점 
3.00-3.99사이가 73.2%(30명)로 대다수가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7.07점
이며 40-70점 사이가 61.0%(25명)로 중 정도가 가장 많
았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1.95점이고 80-100점
이 51.2%(21명)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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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 Post After 

3months F p
M±SD M±SD M±SD

Self efficacy
2.37±0.42 4.07±0.74 3.40±0.64

84.77 <.001⌊p<.001⌋    ⌊p<.001⌋
⌊   p<.001  ⌋ 

-Recognition of 
heart arrest

2.12±0.44 3.97±0.79 3.40±0.64
89.03 <.001⌊p<.001⌋   ⌊p<.001⌋

⌊   p<.001  ⌋ 

Table 4. Self efficacy about cardiac arrest emergency 
situation difference pre-post-after 3 months

      (N=4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Gender 
Male 6(14.6)
Female 35(85.4)

Age(yrs)
20-24 39(95.1)

21.85±1.76 20-29
25-29 2(4.9)

Religious
Have 17(41.5)
Don’t have 24(58.5)

Previous 
Credits

≤2.99 5(12.2)
3.0-3.99 30(73.2)

≥4.0 6(14.6)

Satisfaction
of College

≤30 1(2.4)

67.07±18.33 30-10040-70 25(61.0)
80-100 15(36.6)

Satisfaction
of major

40-70 20(48.8)
71.95±18.05 40-100

80-100 21(51.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1)

3.2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
    3개월 후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차이

연구 대상자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교육 
전 8.56점(SD=2.49), 교육 직후 16.34점(SD=1.29), 교
육 3개월 후 13.36점(SD=2.33)으로 교육 후 지식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189.02, p<.001)(Table 3). 한
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았
을 때  BLS에 대한 지식(F=61.64, p<.001), 우선순위에 
대한 지식(F=23.34, p<.001), 약물에 대한 지식(F=25.24, 
p<.001), 기도유지에 대한 지식(F=130.32, p<.001), 심전
도에 대한 지식(F=50.30 p<.001),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지식(F=39.00, 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의사소
통에 대한 지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0.19, p=.822).

3.3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
    3개월 후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차이

연구 대상자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은 교육 전 2.37점(SD=0.42), 교육 직후 4.07점
(SD=0.74), 3개월 후 3.40점(SD=0.64)으로 교육 후 한
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 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
였다(p<001)(Table 4).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심정지에 대한 인
지(F=89.03, p<.001), 심폐소생술 상황에 대한 보고
(F=67.44, p<.001), 심폐소생술 수행(F=99.04, p<.001)

으로 모든 하위요인이 교육 3개월 후 유의하게 감소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 전에 비해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Variables
Pre Post After 

3months F p
M±SD M±SD M±SD

Knowledge

8.56±2.49 16.34±1.29 13.36±2.33
189.0

2 <.001⌊p<.001⌋    ⌊p<.001⌋
⌊   p<.001  ⌋ 

-BLS²
1.53±0.67 3.02±0.75 2.73±0.51

61.64 <.001⌊p<.001⌋   ⌊p=.044⌋
⌊   p<.001  ⌋ 

-priority 
1.87±1.12 3.07±0.26 2.39±0.86

23.34 <.001⌊p<.001⌋    ⌊p=.016⌋
⌊   p<.001  ⌋ 

-Medication
1.12±0.59 1.90±0.30 1.63±0.58

25.24 <.001⌊p<.001⌋    ⌊p=.001⌋
⌊   p<.001  ⌋ 

-Airway

0.36±0.53 2.41±0.63 2.26±0.80
130.3

2 <.001⌊p<.001⌋⌊p=.294⌋
⌊   p<.001  ⌋ 

-Communica
tion

1.07±0.84 1.14±0.58 1.04±0.80
0.19 .822⌊p=.645⌋⌊p=.599⌋

⌊   p=.864  ⌋ 

-ECG³

1.63±0.91 3.34±0.72 2.60±0.86

50.30 <.001⌊p<.001⌋    ⌊p<.001⌋
⌊   p<.001  ⌋ 

-ROSC⁴
0.29±0.46 0.95±0.21 0.39±0.49

39.00 <.001⌊p<.001⌋⌊p=.352⌋
⌊   p<.001  ⌋ 

¹: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²: Basic Life Support
³: Electrocardiography
⁴: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Table 3. Knowledge about KALS¹ difference pre-post-after 
3 months                               (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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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y about 
CPR situation

2.48±0.59 4.06±0.77 3.69±0.66
67.44 <.001⌊p<.001⌋    ⌊p<.001⌋

⌊   p<.001  ⌋ 

-Performation 
of CPR

2.43±0.46 4.11±0.75 3.70±0.59

99.04 <.001⌊p<.001⌋    ⌊p=.003⌋
⌊   p<.001  ⌋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소생
술 교육 전·직후· 3개월 후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 자기
효능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행된 단일군 사전사
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연구이며 종단연
구(longitudinal research)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41명 간호학생의 전문소생술에 대
한 지식점수를 교육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직후 
16.34점으로 교육 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 
결과는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의 효과
를 보고자 했던 기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연구 결과이
다[17]. 그러나 3개월 뒤 같은 문항으로 지식 정도를 다
시 재측정해 본 결과 교육 직후의 지식 점수에 비해 2.98
점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
본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3개월 뒤 확인한 Jung, 
Oh, Choi[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실제 임상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습을 하면서 한국형 전문
소생술을 연습하게 되는 경우 교육 직후에는 교육 대상
자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나 3개월 후에는 지식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학습과 망각에 대한 Ebbinghaus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발생하게 되
므로 학습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8]. 이번 연구에
서와 같이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전문소생술을 1회성 교
육으로 하는 경우 교육 전에 비해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
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 직후의 지식 정도를 유지하기
는 어려우므로 반복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의 세부요인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교육 3개월 
후 기본소생술, 약물, 기도유지, 심전도, 자발순환회복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은 교육 전과 후 그리고 3개월 후에도 유의미한 변
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
이 입학 후부터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함께 
임상실습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역량을 어느 정도 발전시

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의 세
부요인 중 심전도에 대한 지식은 교육직후와 3개월 후의 
차이가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심전도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로 심정지 시 정확한 한국형 전문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전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 기본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교육이 가장 필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점수를 교육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2.37점에서 교육 직후 4.07점
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중환자실 신
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수행한 Chang
등[19]의 연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전
문소생술 교육을 한 뒤 자신감을 확인한 Byun 등[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심정지 상황과 유사
한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이 심정지 
시 전문소생술을 수행하고 심정지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1회의 
교육만으로도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기존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8, 21]. 

그러나 3개월 후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
감을 재측정해 본 결과 유의미하게 자기효능감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3개월 후 재측정 시 지식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교육 후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 내용에 대한 망각이 진행되면서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
육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매우 효과가 좋은 교수
법이지만 1회성 교육으로는 지속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직후에 비해 3개
월 후 자기효능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 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간호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인구와 각종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입원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며 간호사는 심정지 발생 상황을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심정지 환자
의 전문소생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간호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127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교육을 성인간
호학 이론 시간에 받게 되며 관찰 위주의 임상 교육 현장
에서 실제적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어려
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현실과 유사한 심정지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에 기반
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심정지 발생 시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약물 사용, 제세동
기 사용, 팀워크를 연습해 보도록 하여 심정지에 대한 지
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심정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간
호학 선행연구들이[20, 21] 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국한
된 반면 이번 연구는 좀 더 심화된 한국형 전문소생술을 
심정지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에 기반하여 교육하였으며 3
개월 뒤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여 재교육의 시기를 제시
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
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한국형 전
문소생술 교육은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볼 수 있으며 3개월 뒤 지식과 자
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므로 한국형 전문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교육이 필요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한 학교의 대상자들을 임의 표출하
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전·후·3개월 후 한국형 전문소생
술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의 효과와 지속성을 파악하고
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연구이며 종단연구이다. 
시뮬레이션 기반 전문소생술 교육 직후 지식과 자기효능
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3개월 뒤 재측정한 지식
과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후 상승한 지식과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3개월 이후 재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3개월 후에도 지식과 자기
효능감이 교육 전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후 교육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12개월 후 지
식과 자기효능감 등을 확인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한국형 전문소생술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술기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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