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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ptimal type of patient simulation for different levels of learners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preclerkship medical student responses and course achievement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patient
simulations in an 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IALS) course.
Methods: A full-day, simulation-based IALS course was developed for preclerkship medical students who attended a four-week
introduction to a clinical medicine program. One hundred eighteen students were trained in three days. Onsite interactive simulation
with verbal debriefing (interactive type) was applied on the first day, and full-mission, realistic simulation with video-assisted debriefing
(realistic type) was applied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At the end of course, students evaluated the course and their simulation
experiences and completed a written post-test.
Results: Student responses to the course and patient simulations were very positive.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realistic type
of patient simulations more highly rated in realistic experiences, such as patient care, than the interactive type group (3.83±0.88
vs. 3.41±0.84, p=0.018). Values for team communication training were more highly rated by students in the interactive type group 
than the realistic type (4.69±0.52 vs. 4.39±0.86, p=0.02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t-test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realistic, 67.63±10.80; interactive, 66.73±9.93, p=0.654).
Conclusion: Both types of patient simulation provide valuable learning experiences to preclerkship medical students, with their
own advantages in an IALS course. Onsite interactive simulation with verbal debriefing may be more cost-effective tool for preclerkship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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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시뮬레이션은 현재 의학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적

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의학시뮬레이션의 범주에는 

임상상황의 재현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

공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좁게는 1990

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통합 환자시뮬레이터

(integrated patient simulator)를 이용한 환자시뮬레이션

(patient simulation)을 보통 의미한다[1]. 환자시뮬레이션은 

그 특성상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가장 적합한데, 특히 다양

한 수준의 교육생들에 대한 전문소생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3].

  환자시뮬레이션은 교육대상이나 교육 시간,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진행(running)이

나 시뮬레이션 후 디브리핑(debriefing) 등이 다양한 방식으

로 적용될 수 있다[4,5]. 시뮬레이션 진행에 있어 재현성이 낮

거나 높은 시뮬레이터가 이용될 수 있고, 장비나 장소도 별다

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교육실부터 임상현장과 유사하

게 꾸며지고 실제 장비를 갖춘 시뮬레이션 실습실, 나아가 실

제 임상현장까지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강사가 시뮬

레이션 현장에서 함께 진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반면 학생들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진행해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재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된 배우나 표

준화 환자 등이 이용될 수도 있다. 디브리핑 또한 개별적으로 

혹은 촉진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구두로 진

행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면서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장 상호대화식 환자시뮬레이션 및 구두 디브리핑(onsite 

interactive patient simulation with verbal debriefing, 이

하 Interactive) 방식은 비교적 재현성이 낮은 시뮬레이터로

도 진행이 가능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현재 여러 전문소생

술 교육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다[3,6]. 한편 보다 실재감 있는 

경험과 효과적인 회상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완전 임무수행

식 환자시뮬레이션 및 비디오를 이용한 디브리핑(full- 

mission realistic patient simulation with video-assisted 

debriefing, 이하 Realistic) 방식 또한 그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7]. 하지만 전문소생술 교육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환자

시뮬레이션 교육 방식에 대해 교육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또한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 효율적인지, 그리고 보다 나은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최근 다

양한 수준의 교육생들에게 서로 다른 환자시뮬레이션의 진행 

방식이나 디브리핑 방식을 적용하여 비교한 연구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의 전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

육을 전공의들에게 적용한 한 연구에서는 완전 임무수행식 

환자시뮬레이션이 기존의 교육방식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8]. 반면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심장소생술 교육과정 동안 재현성이 낮고 높은 환자시뮬레이

터를 각각 적용한 한 비교 연구에서는 두 군 간의 교육 후 필

기시험 및 술기 평가 점수의 차이는 없었고 또한 시뮬레이션 

방식에 대한 만족도나 시뮬레이션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 한편 환자시뮬레이션 

후 진행되는 디브리핑 과정 동안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비

디오 활용의 효과를 평가한 두 개의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달

리 비디오를 이용한 디브리핑이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10,11]. 또한 아직까지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환자시뮬레이션의 진행 방식이나 디브리핑 방식을 적용

하여 비교한 연구 보고는 없었다.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실기 시험이 도입되면서 국내 여러 

의과대학에도 임상술기 실습실이나 시뮬레이션 센터가 갖추

어지고 다양한 기본 술기 훈련 모형들이 활발히 이용되고, 이

와 더불어 재현성이 높은 고가의 환자시뮬레이터 역시 도입

되어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환자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에 대해 과연 학생들의 반

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

에 관한 국내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

  이에 저자 등은 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환자시뮬레

이션 교육 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 임상 실습 직전 

임상의학입문과정에 참가한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뮬레이션 바탕 전문소생술 입문과정 중에 서로 다

른 두 가지 방식의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후 입문과

정 및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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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Cours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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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IALS: 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TL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MCQ: Multiple choice questions;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정에 대한 성취도를 비교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 

직전에 시행된 4주간의 임상의학입문(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ICM) 과정 동안에 실시된 1일 전문소생

술 입문(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IALS) 과정

에 참가한 의학과 3학년 1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IALS 과정 9주 전에 전문소생술에 대한 180분간의 이론 강의

를 듣고 선택형 시험문항을 통한 평가를 이수한 상태였다. 학

생들은 3일에 걸쳐 세 그룹으로 나뉘어 IALS 과정에 참가하

였는데, 각각 첫 날에 40명, 둘째 날에 38명, 그리고 셋째 날

에 40명이 배정되었다. 

2. IALS 과정의 개발 및 적용

  1) IALS 과정의 개발 및 준비

  IALS 과정은 ICM 과정 마지막 주에 진행된 시뮬레이션 바

탕 교육과정으로 전문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

이 그 동안 획득한 지식, 술기, 태도, 임상 의사결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전문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과정의 학습목표는 1) 급성 흉통 환자 및 급성 심정지 환

자의 초기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2) 다발성 외상 환

자의 초기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3) 소생술 상황에

서 역할분담 및 의사소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로 정하였

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각각의 구성원들 (교육과정 담당교수, 시뮬레이션 코디네이

터, 강사진, 학생)이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Fig. 1). 

  교육과정 2개월 전에 교육과정 담당교수가 시뮬레이션 코

디네이터와 함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및 

환자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자가 학습 

교재, 그리고 평가 방법들(설문지와 사전/사후 필기시험) 등

을 구상하여 개발을 시작하였다. 증례 시나리오는 교육과정 

담당교수가 시나리오 개발 템플릿을 이용해 초안을 작성한 

후 시뮬레이션 코디네이터와 몇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완성하여 컴퓨터로 조정되는 통합 환자시뮬레이터(SimMan 

UPSTM; Laerdal, Stavanger, Norway) 구동용 소프트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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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하여 저장하였는데, 전문심장소생술 증례(응급센

터 내원 후 갑자기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흉통 환자)와 전문외

상소생술 증례(추락 후 응급센터에 내원한 술 취한 외상 환

자)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증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 차례(교육과정 1개월 전과 3주 전, 

그리고 3일 전)에 걸쳐 시뮬레이션 교육동안에 강사 및 촉진

자 역할을 담당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한 훈련을 시행

하여 두 가지 방식의 환자시뮬레이션 및 디브리핑의 특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브리핑은 

Steinwachs [1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기술단계(descrip-

tion phase), 분석단계(analysis phase), 응용단계(applica-

tion phase)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기술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후의 참가자들 서로 간의 느낌과 경험을 공유하

면서 진행된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분석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수행

과제의 시행 여부와 판단 및 행동 등을 분석하고, 응용단계에

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적

용될 것인지를 토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뮬

레이션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준비를 위해 ICM 과정 시작일

(IALS 과정 3주 전)에 교육 전 필기 시험지와 자가 학습 교재, 

그리고 팀별 과제(환자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하나 ICM 과

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임상술기들) 등을 배부하여 

자가 학습을 유도하여 전문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미리 갖추도록 하였고, 환자 평가, 의사소통 및 기본적인 임상

술기 및 태도 등은 3주간의 ICM 과정 동안의 각 과별 실습과 

두 차례의 객관구조화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IALS 과정 및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의 진행

  IALS 과정은 1) 오리엔테이션, 2) 전문소생술 퀴즈, 3) 전

문소생술을 위한 핵심 술기 실습, 4) 전문소생술에 쓰이는 약

물 및 기록지, 4) 스크린 바탕 시뮬레이션, 5) 환자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날짜에 배당된 학생들은 교육 당

일 첫 시간에 다함께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한 조에 

8명씩 5조로 나뉘어 1시간씩 조별로 각각의 교육에 참여하도

록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동안에는 이전에 시행된 환자시뮬

레이션 교육 동영상 시청 및 시범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시

뮬레이터의 기능과 한계점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교육과정의 

진행 순서 및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환자시뮬레이션은 두 군데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각각 4

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30분씩 두 가지의 전문소생술 시

나리오에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

를 위해 첫 날의 학생들에게는 Interactive 방식의 환자시뮬

레이션이 적용되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Realistic 방식

이 적용되었다. Interactive 방식은 강사가 학생들에게 5분간 

시뮬레이션 방의 구조와 장비 등을 설명한 후 학생 팀에게 구

두로 증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시

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강사는 학생들 옆에서 환자의 증

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임상정보를 구두나 

미리 준비된 자료(심전도, 검사결과지)로 제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적절히 개입을 하거나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정하면서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다. 10분 정도의 예정된 시

나리오가 진행된 후 강사는 시뮬레이션의 중단을 알리고 침

상 주위로 둘러앉거나 서서 학생들과 구두로 10~15분간 디브

리핑을 진행하였다. Realistic 방식은 강사가 역시 학생들에

게 5분간 시뮬레이션 실습실의 구조와 장비 등을 설명한 후 

학생 팀을 실습실 바깥에서 잠시 대기하도록 한 후 환자의 도

착을 강사가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환자에 대한 임상정보는 

학생 팀이 요구할 경우 보호자나 응급구조사 역할을 담당하

도록 훈련된 배우에 의해 구두로 제공되거나 시뮬레이션 방

에 설치된 스크린에 제시되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

안 강사는 시뮬레이터 조정자와 함께 조정실에서 한쪽 방향 

거울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마이크로 환자의 

증상을 표현하거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임상정보를 제시하였

는데 필요한 경우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터를 수동

으로 조작하면서 시나리오를 진행하였다. 10분 정도의 예정

된 시나리오가 진행된 후 강사는 시뮬레이션의 중단을 알리

고 침상 주위로 둘러 앉아 학생들과 10~15분간 디브리핑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부분의 녹화 비

디오 영상을 이용하였다.

  환자시뮬레이션 동안 이용된 시뮬레이터는 두 방식 모두 

중등도의 재현성을 가진 통합 환자시뮬레이터(SimMan 

UPSTM; Laerdal, Stavanger, Norway)를 사용하였는데, 

interactive 방식의 경우는 시뮬레이터의 최소한 기능(전문소

생술 교육용 전신마네킹에서 구현되는 정도의 기능)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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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ent Responses to the 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Course

Question
Interactive type (n=39) Realistic type (n=70)

p-value
Mean SD Mean SD

1. The course was enjoyable and was satisfying 4.49 0.64 4.41 0.86 0.645
2. The course was helpful for understanding advanced 

life support
4.49 0.60 4.36 0.89 0.415

3. Contents of the course were understandable 3.87 0.83 3.87 0.87 0.998
4. Contents of the course were matched with learning 

objectives
4.28 0.60 4.23 0.82 0.722

5. Facilitating role of instructors was adequate 4.31 0.61 4.26 0.83 0.740
6. Time allocation on each session was appropriate 3.67 0.98 3.64 0.99 0.904

SD: Standard deviation.

사가 직접 이용하도록 하였고, 반면 Realistic 방식의 경우는 

구동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만들어 저장된 기능들과 시뮬

레이터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자의 도움

을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다. 환자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임상 

자료는 실제 응급의료센터에서 있었던 유사한 증례 환자들의 

자료들로부터 얻어졌는데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식이나 번호 등은 삭제한 후 이용하였다. 환자시뮬레이션 실

습실은 학생들이 실제 병원상황과 같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유사한 시설로 구성하였으며 장비나 

소모품은 응급실에서 실제 사용되는 장비들과 약물들로 준비

하였다.

3. 평가 및 자료 분석

  평가는 Kirkpatrick[13]이 제시한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

를 평가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참가자들의 반응(reaction)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IALS 과정 및 환자시뮬레이

션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

루어졌다. 각각 6가지 질문에 대해 5점 Likert 척도(5: 매우 

좋았다, 1: 매우 나빴다)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을 끝부분에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IALS 과정의 학습 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

하기 위해 20개의 선택형 문항(팀 행동 관련 K형 1문항, 전문

심장소생술 관련 K형 5문항과 A형 4문항, 전문외상소생술 관

련 K형 6문항과 A형 4문항)으로 구성된 교육 후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3.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IALS 과정 및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두 군의 반응 및 교육 후 필기시험 결과의 차이 비교를 

위해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

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결과

1. IALS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전체 학생 중 109명(92%)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Interac-

tive 방식군은 39명(98%), Realistic 방식군은 70명(90%)이 

응답하였다. IALS 과정에 대한 6가지 질문에 대해 두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군의 학생들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였다. 특히 과정이 즐거웠고 만족

한다와 전문소생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등은 높이 

평가하였으며 반면 시간 배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

였다(Table 1). 자유롭게 기술된 소감에서는 좋았고 유용한 

경험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스크린 바탕 시뮬레이션이

나 환자시뮬레이션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환자시뮬레이션에 

참여하기 전에 스크린 바탕 시뮬레이션을 먼저 했으면 좋았

을 것 같다는 의견이나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환자시뮬레이션

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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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t-test Score of the Introductory Advanced Life Support Course

Category MCQ type (No.)
Interactive type (n=40) Realistic type (n=78)

p-value
Mean SD Mean SD

Team behavior K type (1)  5.00  0.00  5.00 0.00 1.00

ACLS
K type (5) 17.50  4.24 17.18 3.83 0.679
A type (4)  8.63  4.93  9.23 4.27 0.491

ATLS
K type (6) 21.25  5.28 22.05 5.43 0.445
A type (4) 15.25  3.75 13.27 4.47 0.013

Total score 67.63 10.80 66.73 9.93 0.654

MCQ: Multiple Choice Question;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TLS: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Student Responses to the Patient Simulation Sessions

Question
Interactive type (n=39) Realistic type (n=70)

p-value
Mean SD Mean SD

1. This type of simulation was valuable for 
understanding advanced life support

4.58 0.59 4.36 0.82 0.121

2. This type of simulation was valuable 
for team communication training

4.69 0.52 4.39 0.86 0.022

3. This type of simulation was valuable for experiential
learning 

4.12 0.69 4.23 0.82 0.520

4. Scenarios were appropriate for introduction to 
advanced life support

3.71 0.97 3.93 0.84 0.238

5. Simulator reflected a realistic experience, like 
patient care

3.41 0.84 3.83 0.88 0.018

6. Facilities reflected a realistic experience 
like hospital

4.10 0.78 4.07 0.80 0.846

SD: Standard deviation.

2.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환자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에서 6가지 질문 가운데 

Interactive 방식을 경험한 학생군이 팀 의사소통 훈련에 도

움이 되었다는데 보다 높은 평가를 하였고(p=0.022), 시뮬레

이터가 환자 진료와 같은 실재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질문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Realistic 방식을 경험한 학생

군이 보다 높은 평가를 하였다(p=0.018). 하지만 그 밖에 다

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두 방식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IALS과정 후 필기시험 결과

  전체 학생 118명 모두가 교육 후 필기시험에 참여하였는데, 

필기시험 전체 성적은 Interactive 방식군이 67.63±10.80점, 

Realistic 방식군이 66.73±9.93점으로 두 군 간 통계학적 차

이는 없었다(p=0.654). 전문소생술 두 분야의 문항 유형별 점

수 비교에서 Interactive 방식을 경험한 군의 전문외상소생술 

A형 4개 문항의 점수가 Realistic 방식을 경험한 학생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았다(p=0.013).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의 점

수는 두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고찰

  전문소생술은 대부분의 의료인이 갖추고 있어야하는 핵심 

능력 중 하나로 인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운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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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wo Types of Patient Simulation

Interactive type    Realistic type

Scenario running Instructor-led, 
interactive

  Student-led,
    full-mission
    completion

Debriefing Verbal   Video-assisted

Fidelity of simulator Relatively low   High

Participation of actor No   Yes

Assist of operator Not required   Usually required

Cost Relatively low   High

술기 능력, 임상적 의사결정, 그리고 팀워크 행동 등의 복합적

인 능력들이 요구되는 분야이다[3,7]. 이러한 능력들을 획득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

기 교육과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한 능력의 강화 및 유지, 그리

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6,7]. 의료인이 된 직

후부터 심정지나 다발성 외상과 같이 전문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문소생술의 

초기 교육은 의과대학 동안에 시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데,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교

육을 적절히 받기는 쉽지 않다. 물론 여러 단체에서 개발된 전

문소생술 과정들이 있기는 하나 교육 목표나 내용이 학생들

의 수준이나 요구와 맞지 않고 교육시간도 길어 모든 의과대

학생들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6]. 이

에 저자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임상실습 직전 의학과 3학년 학생들에게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방법들로 구성된 전문소생술 입문

과정을 개발, 적용하여 학생들이 전문소생술에 대한 기본적

인 개념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바탕 전문소

생술 입문과정과 그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환

자시뮬레이션에 있어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을 경험한 의과학

생들의 반응 및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도를 비교한 첫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시뮬레이션의 진행이나 디브리핑에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이나 실재감이 낮은 방법과 실재감이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서로 조합한 두 가지 방식의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보다 적

합한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의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시뮬레이션 바탕 전문소생술 입문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교육과정

의 성취도는 두 방식 간의 차이가 없었다. 두 가지 방식의 환

자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서도 전문소생술

에 대한 이해나 경험 학습에 있어 두 가지 방식의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Realistic 방식을 경험한 학생들이 시

뮬레이터가 환자 진료와 같은 실재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

다는 점을 보다 높이 평가하였고, Interactive 방식을 경험한 

학생들은 의사소통 훈련에 도움이 되었다는데 보다 높은 평

가를 하였다. 

  1980년대 초 Kaye 등[14]에 의해 전문소생술에 시뮬레이

션이 처음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팀 

단위 실습 및 평가는 현재 대부분의 전문소생술 과정의 핵심

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1980년대 중반

부터 전문심장소생술 과정에 Mega-Code 실습을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교육 방식을 개선해오고 

있으며, 영국이나 유럽소생협회 역시 심정지 시뮬레이션

(cardiac arrest simulation)을 모든 전문소생술 과정의 필수

적인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3,6]. 이러한 전문소생술 교육과

정들에 사용되어온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은 대부분 Inter-

active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강사가 시뮬레이션의 진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현성이 낮

은 저가의 시뮬레이터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히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Table 4). 

하지만 실재감이 떨어지고 교육의 진행이 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인 경험 학습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디브리핑 과정에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회상 학습

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15,16]. 최근 

현실과 유사한 환경과 상황에서 재현성이 높은 통합 환자시

뮬레이터와 함께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의 진행을 주도하도록 

하여 보다 실재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Realistic 방식에 대

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교육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17,18,19],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

mittee on Resuscitation)에서도 전문소생술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사용을 늘여갈 것을 권고하였다[7].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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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은 고가의 시뮬레이터의 구입 및 유지를 위해 상

당한 비용이 들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뮬레이터의 기능이나 시청각 자료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사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받

아야 하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Table 4). 

  최근 전문소생술 교육에 있어 이러한 환자시뮬레이션 진행 

방식들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반응이나 교육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Owen 등[8]은 세 가지 방

식의 전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을 전공의들에게 적용한 연

구에서 스크린 바탕 시뮬레이션과 단순 술기모형 훈련과 함

께 재현성이 높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완전 임무수행식 환

자시뮬레이션을 함께 받은 군이 재현성이 낮은 마네킹을 이

용한 시뮬레이션만으로 교육받은 군들과 비교해 완전 임무수

행식 환자시뮬레이션이 기존의 교육방식에 비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Iglesias- 

Vázquez 등[20]의 연구에서는 통합 환자시뮬레이터를 이용

하였던 군의 전문소생술 교육 후 참가자들의 과정 합격률이 

기존 마네킹을 이용하였던 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그 비용

에 있어 3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기존 방식에 비해 교

육의 효율성면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Moitto 등[21]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동안 시나리오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마

네킹 교육동안 훈련된 배우를 참여시킨 군과 기존 방식만으

로 진행한 군을 비교했는데 교육 직후 및 6개월 후 전문소생

술 지식의 유지에 있어서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최근 

보고된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에서도 

미국심장협회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동안 재현성이 낮

거나 높은 두 가지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군 간의 사후 필기시

험 점수나 술기 평가 점수의 차이는 없었고 또한 시뮬레이션 

방식에 대한 만족도나 시뮬레이션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역시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9]. 

  한편 시뮬레이션 바탕 학습은 대표적인 경험 학습으로 환

자시뮬레이션 동안의 경험은 시나리오의 질, 강사의 숙련도, 

그리고 되먹임 과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 환자시뮬

레이션 후 진행되는 디브리핑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시

뮬레이션 동안의 그들의 행동을 스스로 회상하고 또한 강사

(촉진자)로부터 건설적인 되먹임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환자

시뮬레이션 교육 후 필수적인 과정이다[5]. 이러한 디브리핑 

동안에 보다 효과적인 회상 학습과 되먹임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디오를 이용한 되먹임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그 유용성이 

알려져 왔다[23,24]. 하지만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에 있어서 

비디오를 이용한 피드백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았

는데, Byrne 등[10]은 영국의 4군데 병원 마취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5개의 환자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시

뮬레이션 후 간단한 설명과 토론을 시행한 군과 녹화된 비디

오를 시청한 후 설명과 토론을 시행한 군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시뮬레이션 동안의 수행도(문제 해결 시간, 의무기록의 

오류)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두 군 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Savoldelli 등[11]이 42명의 마

취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인 무작위 배정 반복 

측정 연구에서도 수술 중 위기 상황 환자시뮬레이션 후 구두

로 디브리핑을 실시한 군과 비디오를 이용하면서 구두로 디

브리핑을 실시한 군 간의 Anesthesia Non-Technical Skills 

(ANTS) 점수의 개선에 있어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나 예상과는 달리 비디오를 이용한 디브리핑이 우월

하다는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시뮬레이션의 진행에 있

어서 고가의 재현성이 높은 시뮬레이터나 배우 등의 이용이

나 시뮬레이션 후 디브리핑에 있어서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매체의 활용이 반드시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나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록 술기 능력이나 수행 능력의 차이

가 객관적으로 비교되지는 못했지만 의과대학생들에게 두 가

지 방식의 교육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전문소생

술에 대한 이해나 경험 학습에 대한 반응이나 교육과정에 대

한 성취도 등은 두 방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임상

실습 전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전문소생술 환자시뮬레이션 교

육에 있어서도 실재감은 다소 부족하나 비교적 경제적인 방

법인 Interactive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록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임상실습 전 학생들의 경우 임

상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는 않아 시뮬레이터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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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실재감이나 재현성의 차이가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 교육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Realistic 방식에서 환자시뮬레이터

와의 경험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같았고 자신들의 의

사결정에 의해 변화되는 환자의 상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그 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느끼게 될 당황감이나 어

려움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의견들은 Takayesu 등[19]의 보고

에서 임상실습 기간 동안에 재현성이 높은 환자시뮬레이션으

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점과 일

치되는 것으로 Realistic 방식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nteractive 방식을 경험한 학생들이 팀 의사소통에 보다 높

은 평가를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인데 아마도 이 방식의 진

행에 있어 강사가 팀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시뮬레

이션 동안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한 두 명의 적극적인 학생들

에 의해서가 아닌 팀원들 전체가 함께 상황의 변화나 문제점

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

가 보다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두 가지 방식은 각각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두가 기존의 다른 교육에

서는 경험하기 힘든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의 장점들로 시뮬레

이션 바탕 전문소생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 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들은 향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

뮬레이션 바탕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환자시뮬레이션 교육

을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해진 

교과과정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3일 연속 동일한 내용

의 교육과정이 반복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나리오의 기밀 

유지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동일한 날에 순환방식으로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

써 본 연구의 주된 평가대상이었던 환자시뮬레이션에 먼저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 어렵다

고 느끼고 그로 인해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두 번의 환자시뮬레이션에만 참여하게 되어 팀 내 모든 역할

을 고루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두 가지 시뮬레이션 교육

방식에 포함된 각각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의 진행 및 디브리

핑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다섯째,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의 평가에 있어 학생들의 술

기나 태도 및 팀워크 행동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었고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과 필기시험을 통한 지식이나 판단능

력 위주의 평가만을 시행하여 비교함으로 인해 두 방식에 따

른 교육 효과의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한점들이 보완되어 보다 객관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효과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비교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바탕 전문소생술 입문교육에 대한 

임상 실습 직전의 의학과 3학년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

이었으며 두 가지 방식의 환자시뮬레이션 교육은 각각 그 들

이 가진 장점들을 통해 이러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 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경제적

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환자시뮬레

이션 교육에 있어서는 현장 상호토의식 환자시뮬레이션 및 

구두 디브리핑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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