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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임상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막연히 배움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제게 배움에 대한 동기를 자극해 주시고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던 어금숙 간호국장님,황성오 응급센터 실장님,응급실 간
호과장님과 동료들,간호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년 동안의 대학
원 과정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그 과정의 마지막 단
계로 논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한 저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

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논문의 전 진행과정을 이끌어 주신 허혜경 교수님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항상 논리적이고 예리한 지적으로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시
고 틀을 잡는데 조언을 주시고 힘들 때 마다 용기를 주셨던 박소미 교수님과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따뜻한 격려를 주셨던 이강
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거려 주셨던 최상
순 교수님,항상 논문의 진행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통계적 자문을 주셨
던 김기연 교수님,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셨던 신윤희 교수님,주현실 선생님,
송희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해 주셨던 응급의학과 김현 선생님,오성범 선

생님,문중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논문의 진행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 주셨던
김연자 간호과장님과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주제선정부터 전 과정을 저와 함께 하면서 늘 힘이 되어 주며 변함없

는 우정을 보여준 친구 보환,본인도 논문을 쓰면서 늘 걱정하면서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친구 정희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마음속으로 늘 응원을 해
주었던 구사회 친구 은희,혜승,미영,소영,은희,대학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
려운 시간을 함께 해주었던 고마운 친구이자 동료인 승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신 백지윤 선생님,김명
화 선생님,김영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물심양면으



로 도움을 준 후배 영림,미정,도숙,혜원,현미,간호학과 서복남 선생님,이숙선
생님과 응급실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과 사랑스러운 후배이자 제자인 간호학과 학
생들에게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셨던 한림대 병원,강원대 병원,원주기독병원 간호사 선

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이 과정을 잘 해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엄마,언니,동생 장환,예희,조카 이내와 형부와 제부에게
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12월 최향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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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지지지식식식 및및및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확인하고자 횡단
적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2005년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K도에 소재한 3개의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3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윈도우용 SPSS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ANOVA,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multiple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

지식 점수는 최저 3점에서 최고 28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19.64점,
1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0.65점이었다.지식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 0.79점,기본소생술 0.66점,전문심장소생술 0.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능력 점수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3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96.29점,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3.57점이었다.수행능력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 3.60점,전문심장소생술 3.59점,기본소생술 3.52점 순으로 보통
이상의 수행능력을 나타냈다.

2)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

지식은 연령(F=8.24,p=.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0세 미만의 대상자
가 30～40세 보다 지식 점수가 낮았다.결혼 상태와 교육정도는 지식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수행능력은 연령(F=16.54,p=.00),결혼 상태(t=-3.33,p=.00),교육정도
(t=-4.02,p=.00)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특히 30세 이상,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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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3)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지식과 수행능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유무(t=5.19,p=.00;t=11.26,
p=.00),심폐소생술 경험 유무(t=3.57,p=.00;t=7.89,p=.00),근무병동(F=9.11,
p=.00;F=18.86,p=.00),심폐소생술 경험횟수(F=13.28,p=.00;F=31.13,p=.00)에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식은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경험,심폐소생
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외과계 보다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
사,10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에서 높게 나타났다.수행능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내과계,외과계 보다
는 중환자실,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5～10회,10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4)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지식은 심전도(t=2.05,p=.04),제세동(t=3.71,p=.00),응급약물(t=3.40,p=.00)에
서 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수행능력은 심전도(t=3.91,p=.00),
제세동(t=4.86,p=.00),기관내 삽관(t=3.73,p=.00),응급약물(t=4.94,p=.00)에서 교
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기본소생술에서만 교육 유무에 따
라 지식과 수행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교육 수강
방법에 따라 지식은 기관내 삽관 교육에서만 강의를 받은 군의 지식이 높았으며
(t=-2.09,p=.04),수행능력은 기본소생술(t=3.60,p=.00),제세동(t=2.53,p=.01),응급
약물(t=2.60,p=.01)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받은 군의 수행능력이 높았다.



- vi -

5)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총 지식과 총 수행능력은 r=.49(p<.01)를 보였으며 그 외에 하부영역 간 상관
계수 값은 .28～.49의 분포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하여 연령(β=.19,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β=.26,p<.05),심폐소생술 경험(β=.06,p<.05),심폐소생술 경험 횟수(β=.21,p<
.05),원칙 지식(β=.15,p<.05),기본소생술 지식(β=.13,p<.05),전문심장소생술 지
식(β=.17,p<.05)의 8개 변수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51%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수준이 다양함을 확인하
였으며,부족한 지식의 내용과 낮은 수행능력의 항목들을 찾아냈다.기본소생술
교육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14%나 되었으며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
는 간호사의 비율이 30～50%를 차지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교육효과
에서는 강의 교육보다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효과적이었다.수행능력 수
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과 심폐소생술 경험 횟
수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실무경험이 함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심폐소생술,지식,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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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통
계청,2003),이 질환들은 심정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현대의학의 발전 및 응
급의료체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및 심장질환의 유병률 증가로
급사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원인과 관계없이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 후 4～6분이 경과하면 인체는 치명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목격
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
소이다(최혜경,2003).
심폐소생술은 인공호흡과 순환보조를 통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

고,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 기술이다.
일대학병원의 심폐소생술 횟수는 2003년에 122건,2004년에 146건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은 686건 이었다.기본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4～70%로 보고되어 왔으나(Jude,Kouwenhoven,Knickerbocker,1961;Kouwenhoven,
Jude,Knickerbocker,1960),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
게 심폐소생술을 적용 하였을 때의 생존율은 14～24%(김지연,신터전과 안원식,
2002)로 매우 낮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정지를 유발한 원인질환,심정

지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심정지시의 심전도 소견,전문적
심장소생술이 시행될 때까지의 시간 등이 포함 된다(황성오와 임경수,2001).심정
지 확인 시간이 짧을수록 생존 퇴원율이 높았으며(Huang등,2002)심정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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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시작 시간이 짧았던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일반 병동보다 맥박 회복률
이 높았다(김호중 외,2002).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최초 발견자의 대부분이
간호사이며 간호사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처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성숙,2004;
Devlin,1999;Dwyer& Williams,2002).심폐소생술에서 초기 발견자인 간호사가
제세동을 시행하였을 경우 생존 퇴원율이 높으며(Klien& Jones,1997),특히 전문
소생술을 훈련받은 간호사에 의해 목격된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이 높았다
(Dane,Russel-Lindgren,Parish,Durhan,& Brown,2001).간호사와 의사들의 기
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심정지 후 낮은 소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llew,1997;Inwood,1996).따라서 심정지 환
자의 생존율은 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심폐소생술 수행능
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에 관한 조사를 통
해 부족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심폐소생술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교육과 관련된 연구(강경희,

2004;강경희,1998;백미례와 이인수,2001;이정은 외,2003;최혜경,2003;한정석
외,1999)는 병원 밖에서의 심정지의 최초 반응자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
및 평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병원에서의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에 관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었다.강경희(2004)는 기존의 기본소생술 연구에서
이론 강의,비디오 교육,마네킹 실습,시범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하
고 있으나,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은 소홀히 하
고 있으며 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수행능력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소생술의 수행에 낮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Broomfield,1996;Crouch,1993;Devlin,1999;Inwood,1996;Wynne,Marteau,
Johnston,Whiteley,& Evans,1987),간호사들은 교육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이 저하되었다(Berdenetal.,1993;Greig,Elliott,Parboteeah,&
Wilks,1996;Kaye& Mancini,1986;Plank& Steinke,1989;Wynneetal.,1987).
의사,간호사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높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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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로 인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수행 부족은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정확하지
못한 수행을 하며 잘못된 수행을 옳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Kaye& Mancini,
1986).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생술을 실시하겠다고 대답한
경우는 67.7%뿐이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지식 및 기술 부
족에 대한 불안이었다(Nagashima,Takahata,Fujimoto,Suzuki,& Iwasaki,2003).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기술의 부족을 보여(Lewis,
Kee,& Minick,1993),지식제공과 더불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함
께 제공되어야 한다.심폐소생술의 실제 경험횟수가 많은 간호사는 자신감은 높아
지나 기술의 정확도는 높아지지 않았다(Marteau,Wynne,Kaye,& Evans,1990).
간호사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에 관한 지식과 능숙한 간호수
행으로 환자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소희영,1980).
따라서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내의 상황

과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다양한 심정지 상황에 대한 교육의 제공 및 병동별로 소
생술 교육 장비를 설치하여 자가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며,지식과 기술을 유지하
기 위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Hamilton,2005;Kuhnigk,
Sefrin,& Paulus,1994).또한 심폐소생술 지침은 매 4～6년마다 미국심장협회
(AmericanHeartAssociation)와 세계 각 국의 협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발표되고
있어 새로운 지침에 따른 변화된 내용의 재교육이 필요하다.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하게 개별적인 심폐소생술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맞추어 수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간호사는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

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조사하여 효과적이고 능숙한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심
폐소생술 교육 방법 및 자료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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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확인한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를 확인한다.

3)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를 확인한다.

4)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5)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6)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심폐소생술

본 연구의 심폐소생술은 기본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을 말한다.
기본소생술(BLS,BasicLifeSupport)이란 심정지의 증상을 인지하고,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심폐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응급심장처치이며(AHA,2000),본 연구에서는 심정지의 증상 인지와
기본 심폐소생술만을 말한다.
전문심장소생술(ACLS,AdvancedCardiacLifeSupport)은 심정지 환자와 심정

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초기 처치에 필요한 의료기술과 지식을 지칭
하는 것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전문심장소생술은 주로 생체
징후를 정상화시키고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이며,심정지 환자의 전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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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술은 심박동을 회복시킨 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뇌의 소생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며,심정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심정지의 재발을 방지하는 응급 치료
술로(황성오와 임경수,1997),본 연구에서는 심정지 환자에서의 전문심장소생술
과정만을 말한다.

2)심폐소생술 지식

지식(knowledge)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진
앎을 말하며 정확한 근거에 의해 집합적으로 묘사되며 자신과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존재론적이고 역동적이며 변화가 있는 과정이다(Burns& Groves,
2001).
본 연구의 지식은 국제심폐소생협회(ILCOR:InternationalLiaisonCommitteeon

Resuscitation)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 처치에 관한 지침 2000(Guidelines
2000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An
InternationalConsensusonScience)‘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지식을 말한다.

3)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수행능력(competence)은 기능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지식,판단,기술 또는 힘
을 가진 상태를 말하며(Webster's3rd Ed.,1964),광범위 하여 기본적인 능력
(genericability)을 포함하고 있으며,개인의 특성과 상황이나 다양한 임상 장소에
따라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인 수행으로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이원희 외,1990).
본 연구의 수행능력은 국제심폐소생협회(ILCOR:InternationalLiaisonCommittee

onResuscitation)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 처치에 관한 지침 2000(Guidelines
2000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An
InternationalConsensusonScience)‘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수행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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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K도에 있는 3개의 대학부속 종합병원 간호사를 편의 표집 하였
으므로 일반화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수행능력을 주관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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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과과과 생생생존존존율율율 요요요인인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 인한 주요 장기의 비가역적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인공
호흡과 순환보조를 통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궁극적으로는 환자
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 기술이다.Kouwenhoven
과 Knickerbocker(1958)는 규칙적인 흉부의 외부 압력을 통해 심실세동을 보이는
동물의 동맥압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폐쇄성 흉부 압박이 효과적인 절
차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대적 개념의 심폐소생술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

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치료기술로
정의되었다.그러나 심정지 환자의 치료방법이 발달하면서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
한 치료방법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되었다.따라서 광의의 심폐소생술은 흉
부압박과 인공호흡만을 시행하는 기본소생술을 포함하여 제세동기,약물투여 등의
전문심장소생술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이한식 외,1996).또한 기
본소생술의 개념에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심정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황
성오와 임경수,2001).
심폐소생술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심정지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응급의료체계(119소방구급대,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에 알리고,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로써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시행하여 인
위적으로 산소공급을 유지하는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BLS)이다.두 번째
단계는 심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 심전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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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제세동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소생술(Advancedlifesupport:
ALS)이다.세 번째 단계는 환자의 심박동이 회복된 후에 심정지의 재발을 막고
뇌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며,심정지의 원인을 찾고 환자의 예후에 관
하여 평가하는 단계인 소생 후 치료(Prolongedlifesupport:PLS)이다(김성중 외,
1997).
심폐소생술에 관한 용어는 UtsteinStyle에 의하여 정의되었으며,특히 병원 내

심폐소생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병원 내 심폐소생술 Utstein정의(In-Hospital
UtsteinStyle)'로 1997년에 발표되었다.즉 심정지의 확인 방법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무반응,두 번째는 무호흡,세 번째는 중심정맥 무
촉지이다.
심폐소생술의 국제적인 지침은 1974년 JAMA 학술지에 ‘StandardsforCPR

andECC'가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심폐소생술 지침은 그동안 미국심장학회 지
침과 유럽소생학회 지침으로 크게 양분되어져 있었는데 2000년에는 미국,유럽,
캐나다,호주,남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의 지역별 소생술협회가 모여,국제심폐소
생술 위원회에 의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 처치에 관한 지침 2000(Guidelines
2000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An
InternationalConsensusonScience)’이 완성되었다.이 지침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지침이고,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알고리듬이 단순화되었다.2005
년 11월 28일에 2005AmericanHeartAssociationGuidelinesfo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가 발표되었다.2005년 지침에
서의 큰 변화는 흉부압박의 효과가 강조되었고 흉부압박과 환기의 비율은 15:2에
서 30:2로,인공호흡은 1회 1.5～2.0초에서 1초를 넘지 않도록,제세동은 최초 3회
연속 실시와 제세동 전 후 리듬을 확인하는 것에서 1회 제세동 후 즉시 흉부압박
을 2분간 시행한 후 리듬을 확인하는 것으로,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은 8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았던 것이 1세 이상부터 사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심폐소생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심정지 원인,초기 심전도 소견,심폐

소생술 동안의 산-염기 상태,소생 후 수축기 혈압이며(김영식,황성오와 임경수,
1994),김성숙(2004)은 심폐소생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심정지에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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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까지의 소요시간,심폐소생술 지속시간이며 심폐소생술의 처치의 문제점은
초기 심전도 판독의 오류와 무맥성 심실빈맥과 심실세동 시 제세동의 지연이라고
하였다.따라서 조기 제세동은 매우 중요하며 AHA guideline(2000)에서는 심정지
의 원인이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인 경우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제세동이
5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병원 내에서는 3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조기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 자발박동 회복률은 84%로 지연된 경우 54%보다
높았고(Spearpoint,McLean,& Zideman,2000),3분 이내에 제세동을 시행한 군이
생존율이 높으며(Peberdyetal.,2003),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폐소생술에서 초기
발견자인 간호사가 제세동을 시행하였을 경우 생존 퇴원율이 높았다(Klien& Jones,
1997).심폐소생술 생존율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Ritter등(1985)의 연구에서는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11.9%가 생존한 반면,목격자에 의한 심
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4.7%만이 생존하였고,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서
최초 발견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43%가 생존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1%만이 생존하였다(Thompson,Hallstrom,& Cobb,1979).Kaye등(1985)은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기본소생술이 시작된 경우 생존이 2～5배 증가되었음을 보
고 하였고,4분 이내에 기본소생술이 제공되고 8분 이내에 결정적인 치료가 주어
졌던 심정지 환자의 43%가 생존하여 퇴원하였다(Eisenberg,Horwood,Cummins,
Reynolds-Haertie,& Hearne,1990).국내의 연구에서도 병원 전 심정지 환자군에
서 심정지를 목격한 경우(윤한덕,박주경과 민용일,1997),의료진에게 목격된 경우
(이한식 외,1997),심폐소생술 시작 및 제세동,에피네프린 투여,심폐소생술 종료
까지의 시간이 짧은 경우(이성우와 홍윤식,2002)생존율이 높았다.이처럼 심정지
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심정지 후 빠른 심폐소생술의 시
작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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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간호사들은 심정지 동안 생명유지에 필요한 장기의 적절한 관류와 순환을 위
해 기본소생술을 제공할 책임과 심폐소생술에 참여하여 초기에 심정지 원인을 처
치하거나 전환시키기 위해 전문소생술을 수행 했으며(Davies& Gould,2000),효
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져 왔다
(Badger& Rawstorne,1998;Finn,1996;Inwood,1996).
지식은 사물에 관한 명료한 의식과 어떤 것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적인 인식이며(Greaves,1987),사실과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요구되고,이해되어져야 한다(Broomfield,1996).많은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며,그 정도의 다양함이 보고되었다(Smith
& Hatchett,1992;Wynneetal.,1987).이러한 연구를 통해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었고,교육 후에 지식이 증가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Berden etal.,1993;Broomfield,1996;Inwood,1996;Plank& Steinke,1989;
Wynneetal.,1987).그러나 기술은 교육 후 8주 후부터(Plank& Steinke,1989;
Wynneetal.,1987),지식은 6개월 이후부터 낮아짐을 보여(Plank& Steinke,1989;
Weaver,Ramirez,Dorfman,&　Raizner,1979),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자주 제공되어야만 한다(Inwood,1996).
수행능력(competence)은 기능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지식,판단,기술 또는 힘

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Webster's3rdEd.,1964).또한 수행능력은 광범위 하여 기
본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개인의 특성과 상황이나 다양한 임상 장소에 따
라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인 수행으로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이원희 외,1990).기
본 소생술 수행능력은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요구되며,영역에 상관
없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필요로 된다(Chellel,1993;Ferguson,1990).이러한 기술
들은 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초기에 교육되어져야 하고 새로운 기
술들과 지식에 관해서도 정규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Anthonypillai,1992;Smith,
1993).경험과 자신감이 수행능력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Crouch,1993;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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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chett,1992;Wynne& Marteau,1987),소생술 수행에 있어서 간호사의 자
신감은 심정지에 노출된 횟수와 관계가 있었다(Marteauetal.,1990).
Nyman과 Sihvonen(2000)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기

술 평가에서 간호사들과 간호학생간 차이가 없었고,6개월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을 받은 대상자들과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최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간
의 심폐소생술 기술에서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Kaye와 Mancini(1986)도
더 많은 경험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와 의사의 수행이
일반인과 비슷했으며 세 군 모두 인공 환기를 수행하는 능력이 불충분했으며,간
호사와 의사가 일반인보다 흉부 압박을 잘 수행했으나 흉부압박의 깊이와 속도에
서 어려움을 겪었다.Devlin(1999)은 3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소생술을 평
가했는데 전 과정을 만족하게 수행한 간호사는 없었으며,흉부압박은 가장 미숙한
기술로 지속적으로 4～5㎝ 깊이로 수행하지 못했으며,다른 연구에서도 간호사에
게 제일 부족한 기술은 흉부압박이라고 하였다(Berdenetal.,1993;Greigetal.,
1996;Nyman&Sihvonen,2000;Seidelin,McMurray,Stolarek,&Robertson,1989).
기본소생술과 전문소생술의 기술과 지식은 사용되지 않거나 정기적인 보수교

육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저하되므로(Broomfield,1996;Cooper& Libby,1997;
Nyman& Sihvonen,2000;O'Steen,Kee,& Minick,1996)간호사들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Badger& Rawstorne,
1998;Finn,1996).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lank와 Steinke(1989),Yakel(1989)의 연
구에서는 교육 후 100%의 통과율을 나타내었으나,6～8주가 경과한 후 28%만이
미국심장협회 기준을 통과하였고(Plank& Steinke,1989),Kaye와 Mancini(198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38%만이 2개월 후까지 기술을 유지하였다.또한 Berden등
(1993)은 교육 1년 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저하되었음을 보고하여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었
다.
Curry와 Gass(1987)의 간호사와 의사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와 유지에 관

한 연구에서 교육 후 6개월 후에 심폐소생술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서 간호사들과
의사들 모두에서 심폐소생술 기술이 거의 교육 전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심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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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술 경험 유무가 두 그룹의 교육 후 지식과 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
다.Kuhnigk등(1994)도 교육 후 개인의 기술과 수행능력을 조사하여 심폐소생술
이 교육정도,전문적인 경험,심폐소생술 경험 유무,근무병동에 따라 차이가 없었
으며 기술이 부정확하고 교육이 불충분하여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oser
와 Coleman(1992)은 수행능력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저하된다는 이유로 6개월마
다 공식적인 재교육을 제안하였고,Smith와 Hatchett(1992)는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수행능력의 정기적인 사정과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Lewis등(1993)은 73명
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술과 지식 유지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지식
은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술은 그렇지 못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한 횟수와 심폐소생술 강사의 자격증이 기술 점수와 의미 있게 관련성이 높아 병
원 간호사를 위한 평상시 자격증 과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Marteau등(1990)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에 대한 상관관계 조사에

서 실제 경험횟수가 많은 집단이 자신감은 높을 수 있으나 기술의 정확도가 반드
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간호사 등 직업상 잦은 기술사용이 요구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가장 최근에 소생술 교육을
받은 간호사와 최근 1년 안에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기본소생술 점수를 비
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어 정기적인 소생술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횟수보다 소생
술 수준에 영향을 주며(Devlin,1999),보수교육은 기존의 내용을 재교육하는 것보
다 소생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바로 잡고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Cavanagh,1990).
이처럼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 및 수행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또한 교육은 교육 횟수보다는 간호사들
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수행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교육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었
다.그리고 심폐소생술 국제 지침이 실무 연구 자료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보완되
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최신 지침에 대한 내용을 간호사들에
게 교육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하며 그에 따른 정확한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 13 -

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횡
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descriptivestudy)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3개의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
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각 병원의 간호사 수를 고려하여 A병원 50명,B병원 100명,
C병원 210명을 편의 표집한 총 360명이다.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자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심폐소생술 노출 빈도가 낮은 중앙공급실,
외래,검사실,수술실 근무자를 제외하였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질문지는 일반적 특성,임상
적 특성과 교육관련 11문항,심폐소생술 대한 지식 측정 30문항,수행능력 측정
2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지식 측정 도구는 국제심폐소생협회(ILCOR:InternationalLiaison
CommitteeonResuscitation)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 처치에 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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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2000(Guidelines 2000 fo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Care-An InternationalConsensuson Science)‘의 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도구 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원칙,기본소생술,전문심장소생술 세 영역에서 38문항을 개발하였다.개발된 도구
는 간호학 교수 2인과 응급의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도구
내용의 중복성,의미의 정확성,간호사의 역할 영역 등을 고려하여 30문항으로 수
정되었다.척도에 ‘모르겠다’를 삽입하여 추측성 대답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2차적으로 수정된 도구를 W시 3차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

의학 전문의 4인에게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신뢰도 검증 시 전문가 4인의 답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 그 어휘 및 용어를 수정 보완하였다.작성된
도구를 W시 3차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1명의 간호사에게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사에서 문항자체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전체적인 질문의 순서를 연결되게 정리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지
식 측정도구는 원칙 2문항,기본소생술 18문항,전문심장소생술 10문항을 포함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도구의 측정은 ‘맞다’1점,‘틀리다’와 ‘모르겠다’는 0점
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수행능력 측정 도구는 국제심폐소생협회(ILCOR:International
LiaisonCommitteeonResuscitation)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심장 처치에
관한 지침 2000(Guidelines2000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
CardiovascularCare-An InternationalConsensuson Science)‘의 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도구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원칙,기본소생술,전문심장소생술 세 영역에서 22문항을 개발하였다.개발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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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호학 교수 2인과 응급의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하였다.도구
내용의 의미의 정확성,간호사의 역할 영역을 고려하여 원칙 1항목,기본소생술 1
항목,전문심장소생술 3항목을 추가하여 27문항으로 수정되었다.
2차적으로 수정된 도구를 W시 3차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

의학 전문의 4인에게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신뢰도 검증 시 전문가 4인의 답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 그 어휘 및 용어를 수정 보완하였다.작성된
도구를 W시 3차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1명의 간호사에게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사에서 문항자체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전체적인 질문의 순서를 연결되게 정리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수
행능력 측정도구는 원칙 7문항,기본소생술 10문항,전문심장소생술 10문항을 포
함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도구의 측정은 5점 Likert척도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매우 잘한다’5점,‘잘한다’4점,‘보통이다’3점,‘못한다’2점,‘매우
못한다’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Alpha.98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5년 5월 18부터 6월 3일까지 총 17일간 실시하
였다.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K 도내 3개의 대학부속 종합병원의 간호부
에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내용,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1차 허락을 받았
다.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질문지를 가지고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과 내용,필요한 표본 수,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자료수집에 대
한 허락을 받은 후 각 병원의 근무 간호사 수의 약 50% 수준으로 A병원에 50부,
B병원에 100부,C병원에 210부를 각각 배부하였다.질문지의 배부와 수거는 각 병
원의 간호부에서 일괄되게 처리하였으며 질문지의 회수는 A병원 45부,B병원 98
부,C병원 206부가 수거되어 전체 질문지의 회수율은 94.2%였다.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총 3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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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자료를 부호화한 후 윈도우용 SPSS12.0을 이용하였으
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4)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5)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과 교육 수강 방법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6)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multiple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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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연령은 30세 미만이 195명
(58.6%)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202명(60.7%)이고 기혼이 131명
(39.3%)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3년제 졸업 159명(47.7%),4년
제 과정 이상 172명(51.7%)이었다.종교는 기독교가 162명(48.6%)으로 가장 많았
다.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3

*무응답 제외

특 성 구 분 n* (%)
연 령 30세 미만 195 (58.6)

30～40세 116 (34.8)
40세 이상 22 (6.6)

결혼 상태 기 혼 131 (39.3)
미 혼 202 (60.7)

교육정도 3년제 졸업 159 (47.7)
4년제 과정 이상 172 (51.7)

종 교 기 독 교 162 (48.6)
불 교 24 (7.2)
카톨릭교 33 (9.9)
무 교 113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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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표 2>와 같다.현재 근무병동은 외과계 병동 89명
(26.7%),내과계 72명(21.6%),중환자실 62명(18.6%),응급실 33명(9.9%),기타 77명
(23.1%)이며 총 근무경력은 평균 84.74개월 이었고 현 병동 근무경력은 평균 39.96
개월 이었다.대상자의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298명(89.5%),책임간호사 이상은 35
명(10.5%)이었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은 ‘없다’179명(53.8%),‘있다’154명
(46.2%)이었으며,심폐소생술 경험은 ‘있다’253명(76.0%),‘없다’80명(24.0%)이었
다.최근 2년간 심폐소생술 경험 횟수는 5회 미만이 123명(36.9%)으로 가장 많았
고 10회 이상 98명(29.4%),5～10회 32명(9.6%)이었다.

<표 2>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N=333

*무응답 제외

특 성 구 분 n* (%) Mean±SD
현재근무병동 내과계 병동 72 (21.6)

외과계 병동 89 (26.7)
중환자실 62 (18.6)
응급실 33 (9.9)
기타 77 (23.1)

총 근무경력 84.74±73.21
현 병동 근무경력 39.96±35.43
직 책 일반간호사 298 (89.5)

책임간호사 이상 35 (10.5)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있다 154 (46.2)

없다 179 (53.8)
심폐소생술 경험 있다 253 (76.0)

없다 80 (24.0)
심폐소생술 경험 횟수
(최근 2년간)

5회 미만 123 (48.6)
5～10회 32 (12.6)
10회 이상 9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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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 경경경험험험과과과 교교교육육육 수수수강강강 방방방법법법

대상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교육 수강 방법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에서 기본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286명(85.9%)으
로 가장 높았으며 제세동에 대한 교육 경험은 164명(49.2%)으로 가장 낮았다.교
육 수강 방법에서는 기본소생술 교육에서 233명(82.9%)이 강의와 실습으로 교육을
받았으며,심전도,제세동,응급약물의 교육은 각각 171명(78.4%),124명(77.5%),
184명(81.8%)이 강의만을 받았다고 하였다.기관내 삽관 교육에서는 강의가 99명
(52.1%),강의와 실습이 91명(49.7%)을 차지하였다.

<표 3>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교육 수강 방법
N=333

*무응답 제외

444...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은 <표 4>와 같다.지식은 총 30문항으로
최저 3점에서 최고 28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점수는 19.64점이었으며 1점 만점
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0.65점이었다.지식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교육 수강 방법*

있 다 없 다 강 의 강의와 실습
n (%) n (%) n (%) n (%)

기본소생술 286 (85.9) 47 (14.1) 48 (17.1) 233 (82.9)
심전도 222 (66.7) 111 (33.3) 171 (78.4) 47 (21.6)
제세동 164 (49.2) 169 (50.8) 124 (77.5) 36 (22.5)
기관내 삽관 196 (58.9) 137 (41.1) 99 (52.1) 91 (47.9)
응급 약물 228 (68.5) 105 (31.5) 184 (81.8) 4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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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점,기본소생술 0.66점,전문심장소생술 0.62점 순으로 나타났다.지식의 문항
별 분석은 <부록 1>과 같다.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호흡의 확인 97%,기도유지
와 기도유지 방법 95.5%,기관내 삽관에 사용하는 튜브의 크기 90.7%의 순으로 높
았으며,맥박촉지 부위 17.4%,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21.0%,기관내 삽관을
위해 환기를 멈출 수 있는 시간 38.7%로 낮았다.
수행능력은 총 27문항으로 최저 36점에서 최고 13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96.29점이었고,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3.57점이었다.수행능력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이 3.60점,전문심장소생술 3.59점,기본소생술 3.52
점으로 보통이상의 수행능력을 나타냈다.수행능력의 문항별 분석은 <부록 2>와
같다.수행능력의 문항별 수준은 분비물 흡인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경동맥
촉지를 통한 맥박유무의 확인 4.24점,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물품 준비 4.19점,의
식 확인 4.17점으로 높았으며 낮은 수행능력을 보인 하위 네 개 문항은 입 입 인
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 양과 속도에 대한 수행이 3.03점으로 가장 낮은 수행능
력을 보였으며, 흉부압박 속도,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의 리듬 확인 3.16점,
Ambu-bag으로 하는 인공호흡 시 공기의 주입 양과 속도 3.23점,흉부압박의 정확
한 위치와 정확한 깊이 3.2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 정도
N=333

항 목 문항수(a) 가능범위
실제
범위 평균점수(b)평균평점(b/a)

지식

총지식 30 0~30 3~28 19.64 0.65
원칙 2 0~ 2 0~ 2 1.57 0.79
기본소생술 18 0~18 2~17 11.88 0.66
전문심장소생술 10 0~10 0~10 6.20 0.62

수행능력

총수행 27 27~135 36~135 96.29 3.57
원칙 7 7~35 9~35 25.20 3.60
기본소생술 10 10~50 16~50 35.26 3.52
전문심장소생술 10 10~50 10~50 35.9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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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연령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보여(F=8.24,p=.00)30세 미만의 대상자가 30～40세 보다 지식점수가 낮았다.
결혼 상태와 교육정도는 심폐소생술 지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연령(F=16.54,p=.00),결혼 상태(t=-3.33,p=.00),교육정

도(t=-4.02,p=.00)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기혼이 미혼보다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이 높았으며 교육에서는 4년제 이상이 3년제 졸업보다 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연령에서는 30～40세와 40세 이상의 대상자가 30세 미만보
다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N=333

일반적 특성
지 식

t/F p
수행능력

t/F p
Mean±SD Mean±SD

연 령 30세 미만 18.91±4.021)

8.24 .00
91.66±17.371)2)

16.54.0030～40세 20.72±3.651) 101.73±18.781)

40세 이상 20.41±4.29 109.00±21.872)

결혼상태 기 혼 20.09±4.27
-1.65 .10

100.57±19.05
-3.33.00

미 혼 19.35±3.79 93.53±18.52
교육정도 3년제 졸업 19.25±4.01

-1.76 .08
91.96±17.71

-4.02.00
4년제 이상 20.02±3.87 100.24±19.40

*1)2)TukeyPostHoc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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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유무(t=5.19,p=.00;t=11.26,p=.00),심폐소생술 경험 유무(t=3.57,p=.00;
t=7.89,p=.00),근무병동(F=9.11,p=.00;F=18.86,p=.00),심폐소생술 경험횟수
(F=13.28,p=.00;F=31.13,p=.0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심폐소

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지식점수가 높았으며,근무병동에서는 외과계 보다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지식점수가 높았으며,심폐소생술
경험 횟수에서는 10회 이상 경험이 있는 집단이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에서도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수행능력이 높았으며,근무병동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보다는 중환자실,응급실이 높았으며,심폐소생술 경험 횟수에서는 5회 미
만보다는 5～10회,10회 이상에서 수행능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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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N=333

임상적 특성 지 식 t/F p 수행능력 t/F pMean±SD Mean±SD
응급실,중환자실 있다 20.81±3.39

5.19 .00
107.19±16.16

11.26.00
근무경험 없다 18.64±4.22 87.04±16.18
심폐소생술경험 있다 20.08±3.77

3.57 .00
100.59±16.95

7.89.00
없다 18.28±4.41 82.89±18.96

현재근무병동 내과계 20.26±3.291)

9.11 .00

94.31±17.161)

18.86.00
외과계 18.69±4.252)4) 90.90±17.532)3)

중환자실 21.10±2.842)3) 111.79±13.451)2)4)

응급실 21.58±3.644)5) 102.53±18.173)5)

기타 18.17±4.451)3)5) 89.34±19.154)5)

심폐소생술 경험 5회 미만 18.94±4.011)

13.28 .00
93.37±16.061)2)

31.13.00횟수(최근 2년간) 5~10회 20.22±3.30 101.03±16.051)

10회 이상 21.45±3.091) 109.71±13.742)

*1)2)3)4)5)TukeyPostHoc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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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차차차이이이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는 <표
7>,<표 8>과 같다.심폐소생술 지식에서는 심전도(t=2.05,p=.04),제세동(t=3.71,
p=.00),응급약물(t=3.40,p=.00)에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서는 심전도(t=3.91,p=.00),제세동(t=4.86,p=.00),기관
내 삽관(t=3.73,p=.00),응급약물(t=4.94,p=.00)에서 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기본소생술에서만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
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대상자의 교육경험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N=333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지 식 t p 수행능력 t pMean±SD Mean±SD
기본소생술 있다 19.63±3.83

-1.89 .85
96.95±19.05

1.57 .12
없다 19.74±4.94 92.22±18.49

심전도 있다 19.98±3.65
2.05 .04

99.11±18.61
3.91 .00

없다 18.96±4.56 90.59±18.63

제세동 있다 20.45±3.54
3.71 .00

101.29±18.46
4.86 .00

없다 18.86±4.26 91.44±18.33
기관내삽관 있다 19.96±3.77

1.76 .08
99.48±18.48

3.73 .00
없다 19.18±4.27 91.70±18.91

응급약물 있다 20.19±3.51
3.40 .00

99.66±17.83
4.94 .00

없다 18.45±4.70 88.8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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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교육수강 방법에 따라서는 기관내 삽관 교육에서 강의
만 받은 군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받은 군보다 지식이 높았으며(t=-2.09,
p=.04),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서는 기본소생술(t=3.60, p=.00), 제세동(t=2.53,
p=.01),응급약물(t=2.60,p=.01)에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받은 군이 강의만 받
은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8>교육경험자의 교육수강 방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

심폐소생술 교육수강방법
지 식

t p
수행능력

t p
Mean±SD Mean±SD

기본소생술 강의와 실습 19.80±3.81
1.70 .09

98.58±18.94
3.60.00

강의 18.77±3.87 87.79±17.59
심전도 강의와 실습 20.02±3.31

.14 .89
102.45±18.77

1.48.14
강의 19.94±3.77 97.89±18.58

제세동 강의와 실습 20.52±3.17
.20 .85

107.81±19.04
2.53.01

강의 20.40±3.69 99.03±18.04
기관내 삽관 강의와 실습 19.35±3.74

-2.09 .04
97.08±17.77

-1.50 .14
강의 20.50±3.78 101.12±19.18

응급약물 강의와 실습 19.88±3.23
-.69 .49

106.15±18.79
2.60.01

강의 20.29±3.57 98.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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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과과과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긍정적 유의한 관계
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식과 총 수행능력은 r=.49(p<.01)를 보였으며 그 외에 하부영역 간 상관계수
값은 .28～.49의 분포를 보였다.

<표 9>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N=333

총수행 원칙수행 기본소생술
수행

전문심장소생술
수행

총지식 .49** .46** .44** .49**
원칙 지식 .30** .30** .28** .29**
기본소생술 지식 .37** .33** .37** .35**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43** .42** .33** .4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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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영영영향향향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
속변수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결혼상태,임상적
특성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경험,심폐소생술 경험,심폐소생술 경험횟수,총
지식과 지식의 세 하부 영역을 독립변수로 하여 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10>.
그 결과 총 지식이 배제된 8개의 변수가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51% 설명하였으

며,연령(β=.19,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β=.26,p<.05),심폐소생술 경
험(β=.06,p<.05),심폐소생술 경험횟수(β=.21,p<.05),원칙 지식(β=.15,p<.05),
기본소생술 지식(β=.13,p<.05),전문심장소생술 지식(β=.17,p<.05)이 유의한 관
계를 보였다.

<표 10>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Enter-Method)
N=333

변 수 β t R2 F p
연 령 .19 3.53*

.51 40.69 .00

결혼유무 .03 .57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26 5.00*
심폐소생술 경험 .06 .96
심폐소생술 경험횟수 .21 3.02*
원칙 지식 .15 3.50*
기본소생술 지식 .13 2.87*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17 3.68*

dumycode:응급실 중환자실 근무경험 무 0 유 1
심폐소생술 경험 무 0 유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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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심폐소생술을 경험한 간호사가 76.0%인데 반하여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24.0%

로 높게 나타났다.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경험에서는 기본소생술에서 교육 경험
이 없는 간호사가 14.0%을 보였으며,전문심장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약물,심전도,
기관내 삽관,제세동에서는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31.5%에서 50.8%까지였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은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
며(황성오와 임경수,2001),병원에서 최초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이 간호사
인 경우가 많으며(김성숙,2004)기본소생술이 일반인에게도 교육되고 있음을 생각
할 때 기본소생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14%나 되는 것은 기본소생
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또한 Dane등(2001)은 전문심장소생술을 훈련받은
간호사에 의해 목격된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3050%를 보여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특히 제세동의 경우 교육 경
험이 없는 간호사가 50%를 넘었는데,조기 제세동을 시행한 경우의 자발박동 회
복율이 84%로 제세동이 지연된 경우의 54%보다 높았고(Spearpointetal.,2001),
3분 이내에 제세동을 시행한 군에서 생존율이 높았으며(Peberdyetal.,2003),간
호사가 제세동을 시행하였을 경우 생존 퇴원율이 높아(Klien& Jones,1997)제세
동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Kaye(1995)는 자동 제세
동기의 교육이 소생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교육되어져야 하고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 원칙과 기본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의 지

식점수의 범위가 각각 0～2점,2～7점,0～10점으로 모두 틀린 대상자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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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지식정도에 따라 간호사들을 그룹화 하여 단
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심폐소생술의 지식 내용에서는 간호사들이 맥박촉지 부위,흉부압박과 인공호

흡의 비율,기관내 삽관을 위해 환기를 멈출 수 있는 시간,제세동과 심율동 전환
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지식이 낮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았던 영역과 일치하였다.이중 기본소생술과 관련된 맥박촉
지 부위에 대한 지식 부족은 교육 부족이라 생각되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
율에 대한 것은 개정된 2000년 심폐소생술의 지침에서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흉
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이 15:2로 바뀐 것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사료된다.새
로운 기술들과 지식에 관해서는 정규적으로 새롭게 갱신해야 하므로(Anthonypillai,
1992;Smith,1993),개정된 지침의 변화된 내용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지침에 따
른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교육 후에 지식이 증가되었다(Berdenet
al.,1993;Broomfield,1996;Inwood,1996;Plank& Steinke,1989;Wynneetal.,
1987).그러나 지식은 교육 후 6개월 이후부터 낮아지기 때문에(Plank& Steinke,
1989;Weaveretal.,1979)교육 후에 주기적인 지식의 확인이 요구된다.또한 심
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이 심폐소생술 수행 수준에 영향을 주며(Devlin,1999),기존
내용의 재교육 보다는 소생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바로 잡고 명확히 하는 보수
교육이 효과적이므로(Cavangh,1990),지식수준에 따라 간호사 그룹을 나누어 교
육 내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행능력에서는 분비물 흡인,경동맥 촉지를 통한 맥박유무의 확인,기관내 삽

관에 필요한 물품 준비,의식확인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Moser
과 Coleman(1992)은 수행능력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저하되므로 6개월마다 공식
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행능력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을 유
지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간호사의 직위와 근
무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다(Chellel,1993;Ferguson,
1990).심폐소생술의 수행은 환자의 소생에 매우 중요하고 간호사들은 항상 자신
의 수행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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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Yakel,1989).수행능력이 낮게 나온 항목인 입 입 인공호
흡법 시 공기의 주입 양과 속도,흉부압박 속도,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의 리듬 확
인,Ambu-bag으로 하는 인공호흡 시 공기의 주입 양과 속도,흉부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깊이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이
결과는 간호사에게 흉부압박에 대한 수행이 가장 미숙한 기술로 조사되었고(Berden
etal.,1993;Devlin,1999;Greigetal.,1996;Seidelinetal.,1989),실기 평가에서
흉부압박과 이완의 비율,인공호흡량,인공호흡간격에 대한 수행이 부족하며(Weaver
etal.,1979),Kaye와 Mancini(1986)의 흉부압박 깊이와 속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Hamilton(2005)은 기본소생술 교육 후의 기술의 유지를 강화
하기 위해서 특히 정확한 흉부압박과 환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무 영역에 따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현재 응급실이나 중환자
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심폐소생술 경험 횟수가 많은 간호사의 경우 지식
과 수행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이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지식이 높았다는 국내의 소희영(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으나,외국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경험 유무,근무병동에 따라 심폐소생술 기
술 수준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Davies & Gould,2000;Devlin,1999;
Inwood,1996;Kuhnigketal.,1994;Nyman& Sihvonen,2000;Yakel,1989).심
폐소생술의 경험은 자신감은 증가시킬 수 있으나 수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
니며(Inwood,1996),경험과 자신감은 수행능력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
에(Wynne& Marteau,1987)주의를 해야 한다.Marteau등(1990)은 소생술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간호사의 자신감은 기술 수준과 관련이 없으며 심정지에 노출된
횟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처럼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수행능력 수준과 심폐
소생술의 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가 국내와 국외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폐소생술 경험 유무,횟수와 관련한 지식과 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추
후 연구가 실시되어 교육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경험에 따른 지식과 수행능력에서는 심전도,제세동,응급약물에 대해 교

육 경험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수행능력도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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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의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전문심장소생술을 훈련받은 간호사에 의해 목격
된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이 높기 때문에(Daneetal.,2001)간호사에게 전문
심장소생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Kaye등(1995)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에 대해
교육을 하여 교육 직후 수행능력은 99%였고,1～3개월 후에는 97%,7～9개월 후
에는 89%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행능력이 저하됨을 보고 하여 계속 교육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김지연 등(2002)은 매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병원
에서 하고 있지만 내용이 강의식이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본 연구에서도 기본소생술,제세동,응급약물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 받은 경우에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강의 외에 실습교육
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기본소생술의 경우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지식
과 수행능력에서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교육 경험자 중에서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은 군에서 지식과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교육 유무보다는
교육 방법이 지식과 수행능력에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는 기본소생술 교
육을 실습과 강의를 병행한 그룹이 미국 심장협회 기준 통과율이 높은(Vanderschmidt,
Burnap,& Thwaites,1975;Winchell& Safar,1966)것과 일치하였다.그러나 기관
내 삽관에서는 강의만 받은 군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받은 군보다 지식과 수
행능력의 점수가 높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기관내 삽관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습교육의 방법의 문제
인지를 추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유의한 관계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ewart
와 Lowe(1994)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전문심장
소생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식 교육과 함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이 동시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는 지식
보다는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심폐소생술 경험횟수,연령이 더 관련성이 높
게 나타났다.이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는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무 경험
과 실제 수행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라 사료된다.Marteau등(1990)은 심폐소
생술의 실제 경험횟수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나 기술의 정확도를 반드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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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따라서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경험과 지식과 수행능력과
의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 및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는 교육 측면에서 심폐소생술 대한 간호사의 부족한

지식과 수행능력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간호사의 지식수준과 수행능력의 수준이 다양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식수준별,수행능력 수준별로 그룹을 나누어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또한 교육에서는 교육의 경험 유무보다는 어떤 교육을 받
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교육방법에서는 강의 교육 외에 실습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실습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교
육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추가적
으로 심폐소생술 지침이 변화되어 발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의 변화된 내용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실무 측면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객관적으

로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심폐소생술 수행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또한 임상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실무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
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교육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간호사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로
된다.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추후 실험 연구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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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식과 수행능력을 확인하고자 횡단
적 조사연구를 시도하였다.2005년 5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K도에 소재한 3개의
대학부속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3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윈도우용 SPSS12.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ttest,ANOVA,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multiple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지식 점수는 최저 3점에서 최고 28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19.64점,1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0.65점이
었다.지식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이 0.79점,기본소생술 0.66점,전문심
장소생술 0.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능력 점수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3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96.29점,5점 만점으로 할 때 평균 평점은 3.57점이었다.수행능력의 하부 영역의
평균 평점은 원칙이 3.60점,전문심장소생술 3.59점,기본소생술 3.52점 순으로 보
통 이상의 수행능력을 나타냈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지식은 연령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F=8.24,p=.00)30세 미만의 대상자가 30～40세 보
다 지식 점수가 낮았다.결혼 상태와 교육정도와 심폐소생술 지식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수행능력 점수는 연령(F=16.54,p=.00),결혼 상태(t=-3.33,p=.00),교육
정도(t=-4.02,p=.00)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기혼과 4년제 이
상 간호사의 수행능력이 높았고 30～40세와 40세 이상 대상자의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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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지식과 수
행능력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유무(t=5.19,p=.00;t=11.26,p=.00),심폐소생
술 경험 유무(t=3.57,p=.00;t=7.89,p=.00),근무병동(F=9.11,p=.00;F=18.86,p=.00),
심폐소생술 경험횟수(F=13.28,p=.00;F=31.13,p=.0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식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심폐소생술 경험
이 있는 간호사,외과계 보다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10회
이상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수행능력은 응급
실,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간호사,내과계,
외과계 보다는 중환자실,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심폐소생술 경험 횟수
가 5～10회,10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4)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지식은
심전도(t=2.05,p=.04),제세동(t=3.71,p=.00),응급약물(t=3.40,p=.00)에서 교육 유
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수행능력은 심전도(t=3.91,p=.00),제세동
(t=4.86,p=.00),기관내 삽관(t=3.73,p=.00),응급약물(t=4.94,p=.00)에서 교육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기본소생술에서만 교육 유무에 따른 지식
과 수행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교육 수강 방법에
따라서는 기관내 삽관 교육에서만 강의만 받은 군의 지식이 높았으며(t=-2.09,
p=.04),수행능력에서는 기본소생술(t=3.60,p=.00),제세동(t=2.53,p=.01),응급약물
(t=2.60,p=.01)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받은 군의 수행능력이 높았다.

5)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총 지식과 총 수행능력은
r=.49(p<.01)를 보였으며 그 외에 하부영역 간 상관계수 값은 .28～.49의 분포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에 대하여 연령(β=.19,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β=.26,p<.05),심폐소생
술 경험(β=.06,p<.05),심폐소생술 경험 횟수(β=.21,p<.05),원칙 지식(β=.15,p<
.05),기본소생술 지식(β=.13,p<.05),전문심장소생술 지식(β=.17,p<.05)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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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51%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의 수준이 다양함을 확인하
였으며,부족한 지식의 내용과 낮은 수행능력의 항목들을 찾아냈다.기본소생술
교육경험이 없는 간호사가 14%나 되었으며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
는 간호사의 비율이 30～50%를 차지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교육 효과
에서는 강의 교육보다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효과적이었다.수행능력 수
준에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과 심폐소생술 경험 횟수가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실무경험이 함께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 발견한 간호사의 부족한 지식 내용과 수행능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기본소생술 교육은 모든 간호사가 교육 받을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지식수준과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그룹화 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4)심폐소생술 각 영역에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적합한 교육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5)심폐소생술의 각 항목별 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하다.

6)심폐소생술 교육 경험,횟수 및 교육 방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지식 및
수행능력을 조사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7)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심폐소생술 경험 횟수와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
능력의 정확성간의 관련성을 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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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의 문항별 분석
N=333

지
식

문 항
정답률
n(%)

순위

원
칙

1.심정지의 확인은 무반응,무호흡,맥박촉지 없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298(89.5) 5

4.환자의 호흡이 없는 경우 기본소생술을 시작한다. 224(67.3) 16

기
본
소
생
술

2.심정지 성인 환자를 발견하면 반응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다른
의료진에게 알린다.

270(81.1) 11

3.환자의 의식은 어깨를 약간 흔들거나,두드리거나,이름을 불러
확인한다.

276(82.9) 8

5.의식이 소실되면 혀와 후두개가 인두를 막아 기도가 폐쇄된다. 295(88.4) 7

6.1세 이상 환자의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촉지 부위는 대퇴
동맥과 경동맥이다.

58(17.4) 30

7.호흡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기도유지를 해야 한다. 198(95.5) 2

8.기도유지를 위한 방법에는 머리기울임-턱올리기(head-tiltchin
lift)와 하악밀기(jaw thrust)가 있다.

318(95.5) 2

9.기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5초 이내에 호흡을 확인하고 자발호흡
이 없다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75(82.6) 9

10.호흡은 보고,듣고,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323(97.0) 1

11.순환의 확인은 맥박의 촉지,호흡,기침,움직임의 유무로 10초
이내에 확인하며 맥박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256(76.9) 13

12.인공호흡 시 흡기와 호기의 비율은 1:2로 한다. 202(60.7) 17

13.입-입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10㎖/㎏의 양을 흉곽이 올라
올 때까지 시행한다.

189(56.8) 20

14.흉부 압박 지점은 흉골의 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의 위쪽이다. 296(88.9) 6

15.흉부압박의 깊이는 4-5cm 이다. 274(82.3) 10

16.흉부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이다. 153(45.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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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지식의 문항별 분석 (계속)
N=333

지
식

문 항
정답률
n(%)

순위

기
본
소
생
술

17.흉부압박 시 압박과 이완의 시간비율은 1:1로 한다. 180(54.1) 22
18.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가 1인이면 15:2로 2인이
5:1의 비율로 한다.

70(21.0) 29

19.기도 삽관을 한 환자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의 수와 관계없이 5:1의 비율로 한다.

155(46.5) 25

20.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
세게 두 번 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167(50.2) 23

전
문
심
장
소
생
술

21.기본소생술로 회복되지 않는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실시
한다.

194(58.3) 19

22.심전도 모니터링시 전극을 부착시키는 위치는 오른쪽 어깨,왼쪽
어깨,왼쪽 다리이다.

226(67.9) 15

23.제세동을 실시할 때 전극은 흉골의 우측과 좌측 견갑골 아래에 부
착해야 한다.

166(49.8) 24

24.제세동과 심율동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

144(43.2) 27

25.기관내 삽관에 사용하는 튜브의 크기는 남녀 모두 8.0mm이다. 302(90.7) 4
26.기관내 삽관 후 튜브를 고정하기 위해 주입하는 공기의 양은 10㎖
이다.

185(55.6) 21

27.기관내 삽관을 위해서 환기를 멈출 수 있는 최대시간은 30초이다. 129(38.7) 28

28.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에피네프린,아트로핀은 기관내 삽관 튜브
를 통해서 투여가 가능하다

256(76.9) 13

29.기관내 삽관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의 용량은 정맥 투여
용량과 같은 용량을 투여한다.

197(59.2) 18

30.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말초 정맥관으로 약물을 IVbolus로 투여한
후 연결되어 있는 수액을 20-30㎖ 틀어주고 주사한 부위의 팔이나
다리를 올려준다.

265(7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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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의 문항별 분석
N=333

수행
능력 문 항 평균 순위

원

칙

1.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3.63 16

5.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4.01 10

8.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기본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3.43 19

24.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3.79 13

25.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3.58 17

26.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혈압,맥박,호
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4.09 8

27.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93 11

기
본
소
생
술

2.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17 4

3.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4.13 6

4.경동맥을 촉지 하여 맥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24 2

6.환자의 기도유지를 머리기울임-턱올리기(head-tiltchinlift)와 하악
밀기(jaw thrust)를 수행할 수 있다. 3.85 12

7.기도유지 보조기구(구강 인두기,비강 인두기)를 이용해서 기도유지
를 할 수 있다. 3.57 18

9.입-입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양과 속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3.03 27

10.Ambu-bag으로 하는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양과 속도를 정확
하게 수행할 수 있다. 3.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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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의 문항별 (계속)
N=333

수행
능력 문 항 평균 순위

기
본
소
생
술

11.흉부압박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깊이로 수행할 수 있다. 3.25 23

12.흉부압박을 정확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3.16 25

17.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필요한 혈액 검사의 종류와 시행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할 수 있다. 3.77 14

전
문
심
장
소
생
술

13.심전도 모니터링의 전극을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다. 4.15 5

14.제세동기의 전극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할 수 있다. 3.42 20

15.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3.37 21

16.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심실세동과 심실빈맥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다. 3.16 25

18.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물품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4.19 3

19.기관내 삽관을 하는 동안 필요한 간호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
다. 4.12 7

20.기관내 삽관 후 고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4.09 8

21.기관내 삽관 후 튜브의 위치를 청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4 22

22.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 3.75 15

23.구강,비강,기관내 분비물 흡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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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연구 질문지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심폐

소생술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조사함

으로써 심정지로 인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대처

하는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모든모든모든 질문의 질문의 질문의 질문의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처리되며 처리되며 처리되며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원주)

  석사 5학기  최향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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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심심심정정정지지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상상상황황황에에에서서서 간간간호호호사사사가가가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 내내내용용용입입입
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시시시고고고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수수수행행행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매매매우우우잘잘잘
한한한다다다’’’555...‘‘‘잘잘잘한한한다다다’’’444,,,‘‘‘보보보통통통이이이다다다’’’333,,,‘‘‘못못못한한한다다다’’’222,,,‘‘‘매매매우우우못못못한한한다다다’’’111에에에 νννν    표표표
시시시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수수수 행행행
매매매우우우
잘잘잘한한한다다다
555

잘잘잘한한한다다다
444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333

못못못한한한다다다
222

매매매우우우
못못못한한한다다다
111

1.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다.

2.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4.경동맥을 촉지 하여 맥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5.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6.환자의 기도유지를 머리기울임-턱올리기
(head-tiltchinlift)와 하악밀기(jaw thrust)를
수행할 수 있다.

7.기도유지 보조기구(구강 인두기,비강 인두기)
를 이용해서 기도유지를 할 수 있다.

8.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9.입-입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양과 속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10.Ambu-bag으로 하는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양과 속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11.흉부압박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깊이로
수행할 수 있다.

12.흉부압박을 정확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13.심전도 모니터링의 전극을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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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 행행행
매매매우우우
잘잘잘한한한다다다
555

잘잘잘한한한다다다
444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333

못못못한한한다다다
222

매매매우우우
못못못한한한다다다
111

14.제세동기의 전극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할
수 있다.

15.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16.심폐소생술을를 하는 동안 심실세동과 심실빈
맥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다.

17.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필요한 혈액 검사의
종류와 시행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할 수
있다.

18.기관내 삽관에 필요한 물품을 정확하게 준비
할 수 있다.

19.기관내 삽관을 하는 동안 필요한 간호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20.기관내 삽관 후 고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21.기관내 삽관 후 튜브의 위치를 청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

23.구강,비강,기관내 분비물 흡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24.심페소생술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25.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26.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혈압,
맥박,호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27.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 정확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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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심심심정정정지지지 환환환자자자 발발발생생생시시시 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시시시고고고 내내내용용용이이이 맞맞맞으으으면면면 111번번번,,,틀틀틀리리리면면면 222번번번,,,모모모르르르시시시면면면 333번번번에에에 νννν    표표표시시시 해해해주주주
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문문문 항항항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심정지의 확인은 무반응,무호흡,맥박촉지 없음 세 가지를
확인한다. 1 2 3

2.심정지 성인 환자를 발견하면 반응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다른 의료진에게 알린다. 1 2 3

3.환자의 의식은 어깨를 약간 흔들거나,두드리거나,이름을
불러서 확인한다. 1 2 3

4.환자의 호흡이 없는 경우 기본소생술을 시작한다. 1 2 3

5.의식이 소실되면 혀와 후두개가 인두를 막아 기도가 폐쇄
된다. 1 2 3

6.1세 이상 환자의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촉지 부위는
대퇴동맥과 경동맥이다. 1 2 3

7.호흡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기도유지를 해야 한다. 1 2 3

8.기도유지를 위한 방법에는 머리기울임-턱올리기(head-tilt
chinlift)와 하악밀기(jaw thrust)가 있다. 1 2 3

9.기도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5초 이내에 호흡을 확인하고
자발호흡이 없다면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1 2 3

10.호흡은 보고,듣고,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1 2 3

11.순환의 확인은 맥박의 촉지,호흡,기침,움직임의 유무로
10초 이내에 확인하며 맥박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을 실시
한다.

1 2 3

12.인공호흡 시 흡기와 호기의 비율은 1:2로 한다. 1 2 3

13.입-입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10㎖/㎏의 양을 흉곽이
올라올 때까지 시행한다. 1 2 3

14.흉부 압박 지점은 흉골의 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의
위쪽이다. 1 2 3

15.흉부압박의 깊이는 4-5cm 이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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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항항항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6.흉부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이다. 1 2 3

17.흉부압박 시 압박과 이완의 시간비율은 1:1로 한다. 1 2 3

18.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가 1인이면 15:2로
2인이면 5:1의 비율로 한다. 1 2 3

19.기도 삽관을 한 환자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의 수와 관계없이 5:1의 비율로 한다. 1 2 3

20.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는 더욱 세게 두 번 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1 2 3

21.기본소생술로 회복되지 않는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실시한다. 1 2 3

22.심전도 모니터링시 전극을 부착시키는 위치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왼쪽 다리이다. 1 2 3

23.제세동을 실시할 때 전극은 흉골의 우측과 좌측 견갑골
아래에 부착해야 한다. 1 2 3

24.제세동과 심율동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 1 2 3

25.기관내 삽관에 사용하는 튜브의 크기는 남녀 모두 8.0mm
이다. 1 2 3

26.기관내 삽관 후 튜브를 고정하기 위해 주입하는 공기의 양은
10㎖ 이다. 1 2 3

27.기관내 삽관을 위해서 환기를 멈출 수 있는 최대시간은 30초
이다. 1 2 3

28.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에피네프린,아트로핀은 기관내 삽관
튜브를 통해서 투여가 가능하다. 1 2 3

29.기관내 삽관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약물의 용량은 정맥
투여 용량과 같은 용량을 투여한다. 1 2 3

30.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말초 정맥관으로 약물을 IV bolus로
투여한 후 연결되어 있는 수액을 20-30㎖ 틀어주고 주사한
부위의 팔이나 다리를 올려준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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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별 남 여

2.연령 만 세

3.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이혼

4.교육 정도 3년제 졸업 4년제 과정이상

5.종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교 무교

6.현재 근무병동 내과계 병동 외과계 병동
산소아과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기타

7.근무경력
7-1총 근무 경력 년 개월
7-2현 병동 근무 경력 년 개월

8.직책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파트장)

9.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근무 경험
있다 없다

10.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으시면 최근 2년간 몇 회입니까?
5회 미만 5-10회 10-15회 15회 이상

11.귀하께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을 받았던 방법에
대해서 v체크해 주십시오.(최근 2년 이내)

교교교육육육 내내내용용용
교육 경험 교육 수강 방법

있다 없다 강의 실습 강의와실습
기본소생술
심전도
제세동

기관내 삽관
응급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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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ssstttuuudddyyyooonnnkkknnnooowwwllleeedddgggeeeaaannndddcccooommmpppeeettteeennnccceeeooofffnnnuuurrrssseeesssiiinnn
pppeeerrrfffooorrrmmmiiinnngggcccaaarrrdddiiiooopppuuulllmmmooonnnaaarrryyyrrreeesssuuusssccciiitttaaatttiiiooonnn

Choi,HyangOk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donetoidentifythelevelofknowledgeandcompetenceofnurses
withregardtocardiopulmonaryresuscitation.Theparticipantswere360nurseswho
workedin3generalhospitalsaffiliatedwithuniversitiesinK-province.Thestudy
wasdoneinMayandJune,2005.AnalysiswasdoneusingSPSS12.0anddescriptive
statistics,ttest,ANOVA,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s,andmultipleregression
wereusedtoanalyzethedata.
Themajorresultsobtainedfromthisstudyareasfollows:
1)Levelofthenurses'knowledgeofcardiopulmonaryresuscitation:Scoresfor
knowledgerangedfromaminimumof3toamaximumof28,withanmeanof19.64.
Usingascoreof1,themeanwas0.65.Scoresforsubscalesofknowledgewere0.79for
basicprinciples,0.66forbasiclifesupportand0.62foradvancedcardiaclifesupport.
Competence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Scoresforcompetencerangedfroma
minimumof36toamaximumof135withameanof96.29.Usingascoreof5,the
meanwas3.57.Scoresforsubscalesofcompetencewere3.60forbasicprinciples,3.59
foradvancedbasiclifesupport,and3.52forcardiaclifesupportshowingthat
competencelevelwashigherthanusual.
2)Levelofknowledgeandcompetence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ccording
togeneralcharacteristicofthenurses: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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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ageandknowledgelevel(F=8.24,p=.00)butnotformarriage,levelof
education,orknowledgeofcardiopulmonaryresuscitation.Scoresforcompetence
showedthat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formarriage(t=-3.33,
p=.00),levelofeducation(t=-4.02,p=.00),andage(F=16.54,P=.00).
3)Levelofknowledgeandcompetence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according
to clinicalcharacteristicofthe nurses:Knowledge and competence showed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forexperienceofworkingintheemergencyroom
(t=5.19,p=.00;t=11.26,p=.00),experienceinfirstaid(t=3.57,p=.00;t=7.89,p=.00),
workonwards(F=9.11,p=.00;F=18.86,p=.00),andnumberoftimestoprovidefirst
aid(F=13.28,p=.00;F=31.13,p=.00).
4)Levelofknowledgeandcompetence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according
totypeofeducation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Therewere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betweenknowledgeof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
defibrillation(t=3.71,p=.00),andknowledgeof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
emergencymedicine(t=3.40,p=.00).Competenceshowedstatisticallysignificant
differenceswith electrocardiogram(t=3.91,p=.00),defibrillation (t=4.86,p=.00),
intubation(t=3.73,p=.00),andemergencymedicine(t=4.94,p=.00).Thegroupwhich
onlyhadalectureforeducationonintubationhadahigherlevelofknowledgethan
thegroupwhichhadbothlecturesandpractice(t=-2.09,p=.04).Forbasiclifesupport,
thegroupwhichhadlecturesandpracticehadahigherlevelofcompetencethanthe
groupwhichhadonlylectures.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competence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orrelationbetweentotalknowledgeandtotalcompetencewasr=.49
(p<.01)andcorrelationcoefficientsamongotherfactorsrangedbetween.28~.49.
Higherlevelsofknowledgelevelwererelatedtohigherlevelsofcompetence.
6)Factorsaffectingcompetence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Eightfactors
explained51%ofthevariance.Theywereage(β=.19,p<.05),experienceofworkingin
emergencyroom(β=.26,p<.05),experienceoffirstaid(β=.06,p<.05),thenumbe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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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ousefirstaid(β=.21,p<.05),knowledgeofbasicprinciples(β=.15,p<.05),
knowledgeofbasiclifesupport(β=.13,p<.05),andknowledgeofadvancedcardiac
lifesupport(β=.17,p<.05).

In conclusion,theresultsofthisstudyshow thatnurses'knowledgeand
competencelevelsvary.Lackofknowledgeandlowcompetenceinnursesshouldbe
addressedincardiopulmonaryresuscitationeducationprograms.Formoreeffective
education,thetypeofeducationshouldnotbelimitedtolecturesonly,butshould
includebothlecturesandpractice.Asknowledgeandcompetencewereaffectedby
workexperience,itisimportanttoprovidenursesnotonlywithknowledgebutwith
work experience to increase levels of knowledge and competence in
cardiopulmonaryresuscitation.

Keywords:Cardiopulmonaryresuscitation,Knowledge,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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