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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교교교육육육이이이 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로 수행되었다.연구대
상은 W시에 소재하고 있는 Y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자로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20명으로 구성하였다.자료 수집
은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션 실

습 교육으로 구성되며,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짝짓기로 할당 한 후 실험군에게는 실습교육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기본소생술과 제세동 마네킹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2주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전문심장소생술 지식의 측정도
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2005)와 메가코드(2005)에서 제시
한 전문심장소생술에 관한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수행기술의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심전도 지침(200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care)�을 근거로 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원도우 용 SPSS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Χ
2test,t-tes,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가설:�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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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식총점(t=12.04,p=.00)으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하위항목으로 기본소생술 기도유지 지식(t=6.99,p=.00),기본
소생술 순환지식(t=2.46,p=.01),심전도 지식(t=6.24,p=.00),제세동 지식
(t=3.41,p=.00),통합력 지식(t=7.72,P=.00)에서는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기본소생술의 호흡지식과 응급약물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제 2가설:�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수행기술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수행기술총점(t=2.49,p=.00)으

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하위항목으로 기본소생술 수행기술(t=5.41,p=.01),
무수축 수행기술(t=3.80p=.00),무맥성 심실빈맥 수행기술(t=4.23,p=.00),심실
세동 수행기술(t=4.49,p=.00),무맥성 전기활동 수행기술(t=4.88,p=.00),통합력
수행기술(t=6.36,p=.00)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효
과를 보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추후 일반병
동 간호사에게도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행기
술 도구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수행기술 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핵심 되는 말 :시뮬레이션 교육,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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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병원 내에서 급성사망의 원인 중 50～78%가 심정지로 인한 것으로 (Doiget
al.,2000),환자 관리에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심폐소생술은 1960년대 폐쇄식 흉부압박과 구강 대 구강 호흡이 심정지 대
상자의 소생술에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발전시켜 사용되고 있으며(Chellel,1993;
Foules1993),초기 심폐소생술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만 선택하여 시행하였으
나 현재는 생존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심정지 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그 결
과 병원 내 소생술을 적용한 생존율을 보면 국외의 경우 19.9% 이며(Hajbaghery
etal.,2005),국내는 15.2%(류진호,2001)로 낮은 편이다.이처럼 심폐소생술 결과
생존율이 낮은 원인으로 환자의 고연령,심정지 시 목격자의 부재와 심정지 리듬
(Benkendorfetal.,1997),심폐소생술 지속 시간,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시작 시간
의 지연,제세동 지연 (Mousavietal.,2005),간호사와 의사의 기본소생술과 전문
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부족이 제시되고 있다(O�Donnell,1990;Wynne,
1990).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심정지 후 4분 이내 기본소생술을 받고 8분 이내 전

문심장소생술을 받을 때 현격하게 증가하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생존율은 급격하
게 떨어져 (Eisenberg& Bergner1979),심정지 후 빠른 전문심장소생술의 제공이
중요하다.병원 심정지 환자의 최초 발견자는 대부분이 간호사로(Lewisetal.,
1993;O�steenetal.,1996),간호사의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Abella등(2005)은 간호사들
이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데 있어 비효과적이며 수행정도가 다양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사 대상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미국 병원인정평가위
원회 (JointCommissionontheAccreditationofHospital,1989)에서는 병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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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
육은 1년 주기로 규칙적으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의 교육방법으로는 비디오 시청,포스터 사용,전화를 통한 교육,마

네킹을 사용한 자가 학습법,컴퓨터를 이용한 교육방법,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있
다(Hamilton,2004).이들 중 비디오 시청과 포스터 사용,마네킹을 사용한 방법은
대부분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arteret
al.,1984;Edwardsetal.,1985;Mandeletal.,1987;Schlugeretal.,1987),이러
한 교육 방법들은 실무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하게 환자를 다루
는데 제한점이 있다.실무에서는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뿐 아니라 전문심장소생술
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시뮬
레이션 교육은 15년 이상 건강관리영역에 있어 교육도구로서 넓게 사용되어져 왔
으며(Bondetal,2001;Cooper& Taqueti,2004),최근 들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율성을 지지하고 있다.특히 심정지와 같이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고 위험의 경우 매우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보
고 되고 있다(Hamilton,2004).Wayne등(2005)은 내과 의사에게 시뮬레이션 전문
심장소생술 실습교육을 준 후 수행기술 체크리스트로 조사 한 결과 심정지 리듬,
서맥,심실상성 빈맥에 대한 수행기술의 향상을 보고 하였으며,Flisher(1992)는 심
혈관센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심정지 실습교육을 준 후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심정지 리듬,팀 수행 능력,응급장비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Wadas(1999)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
이션 심정지 실습 교육을 준 후 수행기술 체크리스트로 조사한 결과 응급약물 투
여,팀 수행기술,심정지 상황에 대한 기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Rivera
와 Gabriel(1995)은 간호사를 3그룹으로 나누어 심정지에 대한 이론교육,시뮬레이
션 심정지 시범교육,시뮬레이션 심정지 실습교육을 모든 대상자에게 준 후 설문
조사 결과에서 리더역할,응급약물 투여,기도관리 및 흡인의 수행기술에 대한 자
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Granneman와 Conn(1996)은 간호사에게 시뮬레
이션 심정지 실습교육을 준 후 지식과 수행기술,만족도에서 향상된 점수를 보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국내에서는 정성구 등(2005)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2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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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으로 나누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션 심정지 실습 교육을
준 후 수행기술 체크리스트로 비교한 결과에서 시뮬레이션 실습군 수행기술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이 실습교

육 만으로 이루어 졌으며,실험설계에 있어 단일군 설계가 많았다.측정방법에 있
어 객관적인 도구와 설문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측정결과에 있어 수행기
술 만이 주로 측정되었다.또한 국내에서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심
폐소생술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는 보고(Lewis,1993)를 근거로 선행 연구에서 실습 교육만으로 이루어진 시뮬레
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방법에 이론 교육을 함께 적용하고,대조군을 설정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
행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간호사들의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임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한다.

2)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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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1)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심장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2)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점수가 높을 것이다.

444...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1)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조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재현
하는 교육기구나 기법 또는 교육이나 훈련에 시뮬레이터를 적용하는 것(Cooper&
Taqueti,2004)으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은 전문심장소생
술에 대한 이론 강의와 마네킹 ResusciAnneskillReporter(Laerdal,USA)로 기본
소생술을,시뮬레이터 마네킹 SimMan(Laerdal,USA)으로 무수축,무맥박성 심실
빈맥,심실세동,무맥성 전기활동 시나리오에서의 실습을 의미한다.

2)전통적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본 연구에서 전통적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은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이론 강의
와 마네킹 ResusciAnne skillReporter(Laerdal,USA)로 기본소생술을,마네킹
ResusciAnneCPR-D(Laerdal,USA)로 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심실세동,무맥
성 전기활동의 심정지 리듬을 순서대로 보여 준 후 각 리듬에 대한 제세동 실습
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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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전문심장소생술(ACLS,AdvancedCardiacLifeSupport)은 심정지 환자나 심정
지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초기 처치에 필요한 의료 수행기술과 지식을
말하며(황성오,1997),수행능력(competence)은 기능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지식,
판단,수행기술 또는 힘을 가진 상태(Webster�s3rdEd.,1964)를 말한다.본 연구
에서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은 기본소생술과 무수축(asystole),무맥박성 심실빈
맥(pulselessventricularfibrillation),심실세동(ventricularfibrillation),무맥성 전
기활동(pulselesselectricalactivity)의 심정지 리듬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로써 미
국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2005)와 메가코드(2005)에서 제시한 전문
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에 기초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2)본 연구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같은 영역 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할당하였으므로 이중차단(double-blind)실험을 하였으나
실험의 확산 영향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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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의 수행능력을 교육 장소에서
실제 현장으로 옮기는데 목적이 있다(Kaye,1995).
Cummins과 Hazinski(1999)는 전통적인 교수 학습법과 비교하여 비디오 자가

학습법의 장점으로는 내용이 일관되고 정확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
육 속도를 조절 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만큼 실습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지
적하고 있다.Todd등(1998)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자가 학습법과
전통적인 교수 학습법을 비교한 결과 심폐소생술 수행기술이 비슷하게 측정되었
다.
Davies와 Gould(2000)는 마네킹을 사용한 자가 학습법의 장점으로 간호사가

직접 병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위하
여 병실 인력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간호학생들을 대상
으로 마네킹을 사용한 자가 학습법을 제공한 결과 심폐소생술 수행기술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마네킹 자가 학습법은 변화하는 심폐소
생술 지침에 맞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기술을 실습 할 수 있는 마
네킹의 활용성 문제로 전통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신하지는 못하고 있다
(Hamilton,2004).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 학습법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Braslow etal.,1997;Todd etal.,1998),미국 심장 응급위원회(Emergency
Cardiaccarecommittee)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적합한 마네킹과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자가 학습법과 같은 교육방법은 보건의료인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ECG,1997).이에 자가 학습 방법은 지역주민과 일반인의
기본소생술 교육에 많이 활용되는 상황이며(Batchelleretal.,2000;Braslow etal.,
1997),일반인에게 일회성 강의식 교육보다는 자가 학습 교육이 수행능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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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법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데 도입 되었는데 이 학습법

의 장점은 접근 용이성과 심폐소생술 개정 지침에 따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Tanner& Gitlow,1992).이 학습법은 또한 학습자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강화된 학습이 가능하다(Wormuth,1992).Schwid등 (1999)은 45명의 마
취과 의사를 대상으로 심정지 상황 관리에 대해 컴퓨터 기반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 강의 방식의 교육을 비교한 결과 컴퓨터 기반 교육이 효과적이고 지식의
보유를 향상시키는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였다.Moule과 Gilchrist(2001)
는 간호학생들의 졸업 시험으로 기본소생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기본소생술
CD-ROM을 사용하여 교육 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기본소생술 시험을 통과
하였으며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평가 되었다.그러나 컴퓨터 기반
의 학습법은 학습자간의 상호관계가 없고 강의 학습법과 마찬가지로 임상적인 수
행기술을 습득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된다(Hamilton,2004).
시뮬레이션 심정지는 Kaye등(1981)에 의해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Jevon(1999)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과 평가는 실제 심정지 상황에
서 지식과 수행기술을 도울 수 있으며,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
여 실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때문에,실제 응급 상황과 유사하게 설정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마네킹은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
된다고 하였다.Hendrickse등(2001)은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은 학습자
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이 응급장
비나 치료과정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고 하였다.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이 적용된 연구로 Flisher(1992)는 심혈관 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심정지 교육 후 간호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
생술을 하는데 있어 불안이 감소되고 팀웍이 향상되며 응급장비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Wadas(1999)는 37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4시간의 시뮬
레이션 심정지 교육을 준 후 대상자들의 수행기술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증진되며
실제 심정지 상황에 대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Rivera와 Gabriel(1995)은 500명의 간호사에게 4시간의 시뮬레이션 심정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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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리더역할,응급약물 투여,기도관리와 흡인하는 수행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Granneman과 Conn(1996)는 48명의 간호사에게 3시간의 시뮬레이
션 심정지 교육 후 간호사의 만족도와 심정지 상황 대처 능력,6개월 후 지식과
수행기술의 보유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Wayne등(2005)은 내과 의
사 38명에게 2～4시간의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후 심정지 리듬에 대한
수행기술이 향상되었으며,국내에서는 정성구 등(2005)이 의과대 학생 90명을 대상
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조군은 심정지 이론 교육 90분,실험군은 시뮬레이션
심정지 실습 교육 90분을 준 후 실험군에서 수행기술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주요 장점은(Kneebone,2003)첫째,교육 일정의 조정이 용

이하며,둘째,교육 환경이 안전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수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용납되거나 교육 목표에 따라 조장될 수 있으며 셋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넷째,디지
털 형태의 즉각적인 디브리핑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학습은 물론 단체 학습에도
효과적이다.또한 여러 분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팀 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하는 법을 익히고 조직화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팀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그 외에도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사망한 환자를 실습대상으로 하는 경
우를 줄일 수 있으며,의료윤리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의료 수행기술을 시
험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 반해 아직 시뮬레이션 교육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

한점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인력,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비용의 문제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적인 상황을 구현 할 수
있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학습자가 시뮬레이터 또는 시뮬레이션 환경
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등의 제한점이 있어,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교한 시나리오가 요구되며,이러한 능력을 지닌 교육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정성구,2004).따라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이 기존 교육
보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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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 방법과 비교 했을 때 시뮬레이션
교육은 많은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1994년도 2%에서 2003년도 30%의 사
용 증가로 의학 교육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적극 도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Flanagan,2004).

222...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환자의 심정지 후 사망률과 이환율은 심폐소생술의 효율성과 심정지 원인과
연관이 있다(Boydeetal,2001).Peberdy등(2003)은 목격자가 있는 심정지의 소생
률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기 제세동을 수행한 심실세동 환자의 심정지
후 생존 퇴원율은 34%이고 무수축과 무맥성 전기활동에서의 생존 퇴원율 17%와
비교할 때 조기 제세동을 수행한 심실세동 환자의 예후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Broomfield(1996)은 모든 심정지의 약 40%가 병원 내에서 발생되며 병원내의

초기 발견자인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환자의 생존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다.Ballew(1994)는 간호사와 의사의 부적절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심정
지후 환자의 예후 악화에 영향요인이 되므로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수행은 환자
의 생존률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Abella등(2005)은 병원 내 심정지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을 조사 한 결과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Anthonypillai
(1992)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과 수행기술은 일반 병동 간호사 뿐 아
니라 중환자실이나 심혈관 센터 등 심정지 상황을 많이 다루는 장소에서도 비효
과적인 심폐소생술이 수행됨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심폐소생술에 있어 Abella등
(2005)은 67명의 실제 심정지 환자에게 행해진 심폐소생술 수행기술을 조사한 결
과 흉부 압박 횟수는 36.5%에서 분당 110회 이상을 보였고,압박 깊이는 37.4%에
서 정상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으며,인공호흡에 있어서는 60.9%에서 분당 20회 이
상의 과호흡이 수행되어지고 있었다.Berden등(1993)은 흉부 압박시 부적절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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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Ochoa등(1998)은 72명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간호
사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한 젊은 성인에게 정확한 부위에서
경동맥을 촉지 하는데 의미 있는 수가 시간이 지연됨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심폐
소생술 교육 과정 중 경동맥 확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Bahr(1997)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경동맥 촉지 부위가 부정확하며 경동맥을 주기
적으로 촉지 하는데 있어 촉지 지속 시간이 짧음을 지적하고 있다.O�steen등
(1996)은 4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지 42%만이 제세동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였으며,응급약물에 대하여는 32%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심정
지 환자의 사정에 있어서는 5%만이 정확하게 평가하였다고 나타낸다.Nyman과
Sihvonen(2000)은 7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마네킹을 가지고 심폐소생술 수행능
력을 조사한 결과 16%가 의식 확인을 수행하였고,1.3%가 경동맥의 맥박 확인을
정확하게 수행하였으며,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은 각각 24%와 11%에서 정확하게 수
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Berden등(1993)은 간호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 그리고 심폐

소생술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교육 후 지
속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기술은 교육 8주 후부터 저하되기 시
작하며(Friesen& Stotts,1984;Fabius,1994;Wynneetal,1987),지식은 6개월 후
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였다(Friesen & Stotts,1984;Plank,1989).Moser 와
Coleman�s(1992)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이 감소되는
시기의 차이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수행기술이 지식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기 시
작하며 시기는 교육 후 2주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1～2년 후에는 교육을 받기
전처럼 저하되므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됨을 제시하였다.Markker
등(1995)은 전문심장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내과의와 응급의학의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과의의 실제 심정지 환자 225명에 대한 전문심장소
생술 수행기술을 조사한 결과 심전도 확인,응급약물 선택 및 용량,제세동 에너
지 선택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군은 10.6%의 부적절한 수행기술을 보인 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에서는 17.7%의 부적절한 수행능력을 나타내고 있
었으며,내과의들의 부적절한 수행능력 중 5.1%가 전문심장소생술 자격증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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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군에서,21.6%가 자격증을 획득 후 6개월이 지난 군에서
나타났다.Schwid와 O�Donnell(1992)는 전문심장소생술 자격증이 있는 30명의
마취과 의사를 대상으로 심정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수행능력을 평가한 연구에
서 자격증 획득 후 6개월 미만 대상자는 71%에서 전문심장소생술 지침에 따른 수
행능력을 보였으며,6개월 이상 대상자는 30%만이 정확한 수행능력을 보였다.그
리고 자격증 획득이 2년 이상인자는 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가장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수행되어지는 항목으로는 43%가 응급약
물의 용량 이였으며,40%가 정확하지 않은 제세동의 에너지 선택을 포함한 부정
확한 제세동의 사용과 관련되었고,30%에서 인공호흡이 정확하지 못한 수행능력
으로 제시하였다.Saunders등(1994)은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의 지속효과를 보기위
하여 교육을 주기 전 병원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29명중 7%
가 정상심박동으로 돌아왔으며,3%가 생존 퇴원률을 보였다.간호사와 의사에게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준 후 13개월 후에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조사한 결과
35명 중 20%가 정상심박동으로 돌아왔으며,7%가 생존 퇴원률을 보였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도 부적절하며,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후 지식과 수행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유 정도가 저하되므로 효과적
인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 지식과 수행기술의 보유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
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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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이다.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E1 X1 E2

대조군 C1 X2 C2

E1:실험군 사전조사
E2:실험군 사후조사
C1:대조군 사전조사
C2:대조군 사후조사
X1: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X2:전통적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그림 1>본 연구의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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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전전전략략략

연구 대상자는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W시에 소재한 3차 Y종합병원
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수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여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응급실
간호사 간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최향옥,
2005)를 근거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를 근접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중환
자실과 응급실 간호사 90명중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와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간호사 총 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 처치 전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을 조사한 점수를 합산하여 5
점 간격으로 그룹화한 후 같은 범위 내의 대상자를 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짝
짓기 표출 방법으로 실험군 22명,대조군 22명을 할당하였다.그러나 연구기간 중
사후조사에서 개인의 사정으로 실험군 2명이 탈락되어 같은 그룹에 있는 대조군
2명을 탈락시켰다.따라서 최종 분석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0명,대조군 20
명으로 총 40명이었다.

333...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전문심장소생술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고찰과 C대학 시뮬레이션 센터 전문심장소생술 교육,Y대학 인턴 시뮬
레이션 교육에 참관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작성하였다.1차 작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급의학 전문의 2명에게 초안을 검토 받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중재를
구성하였다<표 1>.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기존 전문심장소생술 프로그램(Carvethetal.,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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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eetal.,1981)과 연구결과(정성구 등,2005;Granneman& Conn,1996;Rivera
& Gabriel,1995;Wadas,1999;Wayneetal.,2005)를 토대로 전문심장소생술 지
식과 수행기술을 주어진 시간 안에 습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론 교
육은 30분간,실습 교육은 4인 1조로 하여 기본소생술을 강사가 3분간 시범을 보
인 후 개인당 10분간 실습을 하며,전문심장소생술은 강사가 5분간 시범을 보인
후 개인당 10분의 실습을 하고,디브리핑(debriefing)을 2분간 수행하여 개인당 30
분,팀별 120분으로 하였다.
교육장소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Y의과대학 임상 실습 수기실

을 이용하였다.
교육내용은 전문심장소생술의 표준화된 지침인 미국심장협회가 제시한 심폐소

생술과 심전도 지침 2005(2005 American Heart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Resuscitation and EmergencyCardiovascularCare)의 내용을
근거로 이론 교육내용은 기본소생술,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심실세동․무맥
성 전기 활동의 4가지 심정지 심전도,제세동,심정지 시의 응급약물,기본소생술
과 심정지 시의 전문심장소생술 알고리듬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실습 교육의 내
용은 기본소생술과 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실심세동,무맥성 전기활동의 4가
지 시나리오를<부록 1참조>내용으로 하였다.
교육 자료는 이론 교육은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및 교육 내용 유인물

로 준비하고 실습 교육은 실습에 사용되는 마네킹 ResusciAnneskillReporterpc
system과 SimMan과 시뮬레이션 심정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
교육 강사는 기본소생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본 프로그램 수행 전에 프로

그램 내용에 대해 훈련된 응급의학 4년차 의사가 담당하였다.
또한 교육 방법은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

구대상자가 개인별 실습 후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기술 능력을 디지털 형
태로 즉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디브리핑(debriefing)방법을 실습 후 활용하
였으며,이론 교육은 8명 그룹강의로 구성되고,실습 교육은 각 개인별 팀리더의
역할과 역할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4인이 적합하다는 선행연구(홍승아,
2004;Marschetal,2004)를 근거로 4인 1조가 되어 그룹별,개인별로 시범,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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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리핑(debriefing)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 1>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구구구 성성성 내내내 용용용

이이이론론론 실실실습습습

교육
시간 30분 4인 1조로 개인별 30분

팀별 120분

교육
내용

▪기본소생술
▪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
심실세동,무맥성 전기활동의
4가지 심정지 심전도

▪제세동
▪심정지시의 응급약물
▪기본소생술과 심정지
전문심장소생술 알고리즘

▪기본소생술
▪무수축 시나리오
▪무맥박성 심실빈맥 시나리오
▪심실세동 시나리오
▪무맥성 전기활동 시나리오
에서의 처치

교육
방법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교육내용 유인물
▪8명의 그룹강의

▪기본소생술-마네킹 Resusci
AnneskillReporterpcsystem

▪전문심장소생술
-SimMan시뮬레이터

▪기본소생술과 무수축,
무맥박성 심실빈맥,심실세동,
무맥성전기활동 시나리오에서의
처치시범

▪4인 1조로 그룹실습
▪개인실습
▪상호작용:학습자간,교육자와

학습자간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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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교육 관련 5문항,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측
정 30문항으로 구성되고,수행기술 체크리스트는 6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AHA,2005)와 메가코드(2005)
가 제시한 전문심장소생술에 관한 지식측정도구를 연구자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번역된 질문지는 응급의학 수련의 2인에게 원본의 의미와 차이가 없는지 검토

받아 수정한 후에 응급의학 교수 2인과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조사
하였다.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간호사 5인에게 문장의 이해,어휘,질문지 작성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순서와 몇 개의 어
휘를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기본소생술 12문항,심전도 4문항,제세동 3문항,응급약물 3문

항,통합력 8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표 2참조>으로 측정방법은 객관식 4지
선다형 시험지를 이용하였다.또한 정답의 추측을 막기 위하여 각 답가지에 �모
르겠다�를 삽입하였다.정답은 1점,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여,최소 0점에
서 최고 3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수행기술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수행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심폐소
생술과 심전도 지침 2005(2005 American Heart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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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도구 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행기술 측정 체크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작성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응급의학 교수 2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로서 통합력 항목을 삽입하는 등의
수정,보완을 하였다.
2차적으로 수정된 도구를 W시 Y의과대학의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하여 배운 의

대 5학년 학생들 4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인의 모의 관찰자 간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 문항 간에 일치도가 낮은 항목에 대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해 가
면서 관찰자간 측정 일치도가 98% 이상 될 때 까지 반복 측정하면서 문항 문구를
수정하였다.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의 구성은 기본소생술 22문항,무수축 7문항,무맥박

성 심실빈맥 10문항,심실세동 11문항,무맥성 전기활동 6문항,통합력 10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참조>.수행기술 평가의 측정은 기본소생술 자격
증이 있는 응급실 간호사 2인과 응급의학 수련의 2인이 관찰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측정은 문항에 따라 0～3점까지로 평가되며,가능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0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기술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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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지식과 수행기술 도구의 문항 수
및 점수범위

수행능력 문항수 점수 범위

지식 총점 30 0～30

기본소생술-기도유지 3 0～3

기본소생술-호흡 4 0～4

기본소생술-순환 5 0～5

심전도 4 0～4

제세동 3 0～3

응급약물 3 0～3

통합력 8 0～8

수행기술 총점 66 0～107

기본소생술 22 0～34

무수축 7 0～12

무맥박성심실빈맥 10 0～14

심실세동 11 0～16

무맥박성전기활동 6 0～11

통합력 1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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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1)연구자 훈련

기본소생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실 간호사 2명과 응급의학 의사 2명
에 대하여 프로그램 수행 전 2회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의 이론 강의 및 실
습과 수행기술 측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등을 훈련하였다.

2)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6년 4월 26일에서 4월 27일까지 W시 소재 Y의과대학의 전문
심장소생술에 대하여 배우고 응급의학 실습을 수행한 5학년 의과대학 학생들 4인
에게 실시하였다.예비조사를 통해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과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식 도구,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수행기
술 측정도구의 측정 가능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 적용시간은 예비조사에서 이론 교육은 준비된 자료로 강의

를 하고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데 30분이 소요되었으며,실습 교육은 기본소생술을
시범보이고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데 3분이 소요되었고,대상자 개인별로 기본소생
술을 4명씩 반복 실시한 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개인별 10분이 소요되었다.
전문심장소생술 실습에 있어 4개의 심정지 리듬이 포함된 시나리오로 처치 알고
리듬을 다시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인 후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데 5분이 소요되었
고,4인 1조로 하여 대상자 개인별 4개의 심정지 리듬이 포함된 시나리오로 알고
리듬에 따라 실습하는데 10분이 소요되었으며,디브리핑(debriefing)주는데 2분이
소요되어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이론교육은 30분,실습교육은
개인별 30분으로 하여 팀별 120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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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조사 절차

본 조사 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W시의 Y병원 중환자
실과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실험군의 자료 수집을 위해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을 조정하여 4인 1조

로 모집하였고,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 진행 절차를 설명하
고 일반적 특성 및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조사를 질문지를 가지고 20분간 측정하
였다.수행기술 측정은 SimMan시뮬레이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후 관찰 측정
방법임을 설명하고 기본소생술,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심실세동,무맥성 전
기 활동의 시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의 확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개인
별로 심정지 리듬 순서를 바꾸어서 2인 1조의 관찰자가 측정하였다.기본소생술은
마네킹 ResusciAnneskillReporterpcsystem(Laerdal,American)을 사용하였고,
전문심장소생술은 마네킹 SimMan을 사용하여 개인당 14분 동안 측정하였다.사전
조사를 한 후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표 1>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개
인이 능숙하게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후 조사는 질
문지의 조사-재조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2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실험군과 동일하게 기관의 승인을 받고 일정 조정 후 4인 1조로

모집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진행 절차 설명 후 일반
적 사항과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사전조사를 실험군과 똑같이 실시하
였다.병원에서 기존에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에 적용해 온 방법대로 이론 교육 30
분과 기본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 제세동이 가능한 마네킹에서 무수축,무맥박성
심실빈맥,심실세동,무맥성 전기활동의 심정지 리듬을 보여준 후 제세동하는 방
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실험군과 마찬가지로 기본교육을 제공한 후 2주일 후에
사후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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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Χ

2test와 t-test
로 검증하였다.

2)대상자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경험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경험의 동질성 검증은 Χ

2test를 사용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4)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차이 검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5)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사전,사후 비
교는 pairedt-test로 분석하였다.

6)대상자의 사후 지식과 수행기술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및 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의 비교는 t-test와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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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1)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은 연령,총 근무 개월,현 병동 근무 개월,교육정도,근무병
동,심폐소생술 경험,심폐소생술 경험 횟수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에 대
하여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0명,대조군 20명으로 총 40명이었다.대상자의 연령은

실험군에서 평균 29.30±4.79세,대조군에서 평균 28.70±5.39세이었다.
총 근무경력은 실험군 86.25±56.33개월,대조군 78.20±66.88개월이었으며,현 병

동 근무 경력은 실험군 38.55±34.85개월,대조군 40.90±27.89개월이었다.교육정도
는 실험군에서 3년제 졸업이 9명(45%),4년제 과정 이상이 11명(55%)이었으며,대
조군에서 3년제 졸업이 9명(45%),4년제 과정 이상이 11명(55%)이었다.
근무병동은 실험군에서 중환자실이 12명(60%),응급실이 8명(40%)이였으며,대

조군에서 중환자실이 13명(65%),응급실이 7명(35%)이었다.
심폐소생술 경험유무는 두 군 모두 전원 있었으며,심폐소생술 경험 횟수는 실

험군에서 15회 미만이 9명(45%),15회 이상이 11명(55%),대조군에서 15회 미만이
6명(30%),15회 이상이 14명(70%)으로 두 군 모두 15회 이상이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23 -

<표 3>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N=40)

특 성 구 분
실험군(n=20) 대조군(n=20)

Χ
2/t p

M(SD) M(SD)
연령 29.30(4.79) 28.70(5.39) .37 .71
총 근무경력(개월) 86.25(56.33) 78.20(66.88) .41 .68
현 병동근무경력(개월) 38.55(34.85) 40.90(27.89) —.23 .81

N(%) N(%)
교육정도 3년제 졸업 9(45.00) 9(45.00)

.00 1.004년제 과정이상 11(55.00) 11(55.00)

근무병동 중환자실 12(60.00) 13(65.00)
.10 .74응급실 8(40.00) 7(35.00)

심폐소생술경험a) 있다 20(100.00) 20(100.00)
- -없다 0( 0.00) 0( 0.00)

심폐소생술 경험횟수a)5회미만 4(20.00) 2(10.00)

- -
5-10회 4(20.00) 1( 5.00)
11-14회 1( 5.00) 3(15.00)
15회이상 11(55.00) 14(70.00)

a)cell의 대상자 수가 5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2)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경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들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경험 동질성 검증은 <표 4>와 같다.대상자들
의 기본소생술과 정맥로 확보,기관 내 삽관,심전도,제세동,응급약물의 전문심
장소생술 교육경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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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경험의 동질성 검증
(N=40)

특 성 구분 실험군(n=20) 대조군(n=20)
Χ
2 pN(%) N(%)

기본소생술a) 있다 17(85) 20(100)
- -

없다 3(15) 0( 0)
정맥로 확보 있다 12(60) 14(70)

.44 .50
없다 8(40) 6(30)

기관내 삽관 있다 11(55) 12(60)
.10 .74

없다 9(45) 8(40)
심전도a) 있다 17(85) 19(95)

- -
없다 3(15) 1( 5)

제세동 있다 13(65) 18(90)
3.58 .05

없다 7(35) 2(10)
응급약물a) 있다 16(80) 20(100)

- -
없다 4(20) 0( 0)

a)cell의 대상자 수가 5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3)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중재 전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표 5>와
같다.
지식의 총점은 실험군 16.00±3.44점,대조군 16.30±3.38점,기본소생술에서 기도

유지에 대한 점수는 실험군 2.00±.85점,대조군 2.35±.74점이며,기본소생술 호흡에
대한 점수는 실험군 2.15±.98점,대조군 2.00±.97점,기본소생술 순환에 대한 점수
는 실험군 2.85±.98점,대조군 2.85±.93점이었다.전문심장소생술 심전도에 대한 점
수는 실험군 2.90±1.11점,대조군 3.15±1.03점이었으며 제세동에 대한 점수는 실험
군 1.35±.48점,대조군 1.40±.50점,응급약물에 대한 점수는 실험군 1.50±1.05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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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1.45±.94점,통합력에 대한 점수는 실험군 3.25±1.16점,대조군 3.10±1.29점으
로 지식의 총점과 하위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전문심장
소생술 지식에서 두 군 간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의 동질성 검증
(N=40)

지 식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M(SD) M(SD)
총점 16.00(3.44) 16.30(3.38) — .27 .78

기본소생술-기도유지 2.00(.85) 2.35(.74) —1.37 .17

기본소생술-호흡 2.15(.98) 2.00(.97) .48 .63

기본소생술-순환 2.85(.98) 2.85(.93) .00 1.00

심전도 2.90(1.11) 3.15(1.03) — .73 .46

제세동 1.35(.48) 1.40(.50) — .31 .75

응급약물 1.50(1.05) 1.45(.94) — .15 .87

통합력 3.25(1.16) 3.10(1.29) .38 .70

대상자의 중재 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표 6>과
같다.전체 수행기술 점수는 실험군 39.35±11.2점,대조군 38.45±12.0점,기본소생술
점수는 실험군 14.10±4.21점,대조군 13.15±5.96점 이였다.전문심장소생술의 무수
축 점수에서는 실험군 5.10±1.83점,대조군 5.50±1.35점,무맥박성 심실빈맥 점수에
서는 실험군 6.15±2.34점, 대조군 6.55±1.84점, 심실세동 점수에서는 실험군
4.70±3.85점 이었고,대조군 4.40±3.66점 이였다.무맥성 전기활동 점수에서는 실험
군 1.25±1.83점,대조군 .50±1.27점,통합력 점수에서는 실험군 8.05±2.43점,대조군
8.35±2.32이였다.
두 군 간에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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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의 동질성 검증
(N=40)

수행기술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
M(SD) M(SD)

총점 39.35(11.26) 38.45(12.08) .24 .80
기본소생술 14.10(4.21) 13.15(5.96) .58 .56
무수축 5.10(1.83) 5.50(1.35) — .78 .43
무맥성 심실빈맥 6.15(2.34) 6.55(1.84) — .59 .55
심실세동 4.70(3.85) 4.40(3.66) .25 .80
무맥성 전기활동 1.25(1.83) .50(1.27) 1.50 .14
통합력 8.05(2.43) 8.35(2.32) — .39 .69

222...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가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전통적 교육을 받
은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식 총점은 실험군 27.35±1.38점,대조군 21.65±1.59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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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어(t=12.04,p=.00)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전
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하위 항목으로 기본소생술 기도유지 지식에
서 실험군 3.00±.00점,대조군 1.80±.76점 (t=6.99,p=.00),기본소생술 순환 지식에
서 실험군 4.75±.44점,대조군 4.20±.89점 (t=2.46,p=.01),심전도 지식에서 실험군
3.95±.22점,대조군 2.45±1.05점(t=6.24,p=.00),제세동 지식에서 실험군 2.65±.58점,
대조군 1.90±.78점(t=3.41,p=.00),통합력 지식에서 실험군 7.70±.57점,대조군
5.65±1.03점(t=7.72,p=.00)으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기본소생술 호흡과 응급약물에 대한 지식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기본소생술 기도유지,기본
소생술 순환,심전도,제세동,통합력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그러나 두 가지
의 하부항목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표 7>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차이 검증
(N=40)

지식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M(SD) M(SD)
총점 27.35(1.38) 21.65(1.59) 12.04 .00

기본소생술-기도유지 3.00(.00) 1.80(.76) 6.99 .00

기본소생술-호흡 2.75(.96) 3.10(.91) —1.17 .24

기본소생술-순환 4.75(.44) 4.20(.89) 2.46 .01

심전도 3.95(.22) 2.45(1.05) 6.24 .00

제세동 2.65(.58) 1.90(.78) 3.41 .00

응급약물 2.55(.51) 2.55(.60) .00 1.0

통합력 7.70(.57) 5.65(1.03) 7.7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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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2가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수행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전통적 교육을 받
은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행기술 총점은 실험군 75.85±10.45점,대조군 52.30±12.81점으
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어(t=2.49,p=.00)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행기술 점수가 높았다.하위 항목으로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점수는 실험군
23.45±3.89점,대조군 20.30±4.09점(t=5.41,p=.01),무수축 수행기술 점수는 실험군
8.45±1.79점,대조군 5.25±1.94점(t=3.80,p=.00),무맥박성 심실빈맥 수행기술 점수
는 실험군 11.35±2.32점,대조군 7.95±3.25점(t=4.23,p=.00),심실세동 수행기술 점
수는 실험군 10.90±3.24점,대조군 6.00±4.02점(t=4.49,p=.00),무맥성 전기활동 수
행기술 점수는 실험군 5.70±3.21점,대조군 1.75±2.26점(t=4.88,p=.00),통합력 수행
기술 점수는 실험군 16.00±2.88점,대조군 11.05±3.50점(t=6.36,p=.00)으로,하위 항
목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심장소

생술 수행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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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실험군과 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 차이 검증
(N=40)

수행기술
실험군(n=20) 대조군(n=20)

t p
M(SD) M(SD)

총점 75.85(10.45) 52.30(12.81) 2.49 .00

기본소생술 23.45(3.89) 20.30(4.09) 5.41 .01

무수축 8.45(1.79) 5.25(1.94) 3.80 .00

무맥박성심실빈맥 11.35(2.32) 7.95(3.25) 4.23 .00

심실세동 10.90(3.24) 6.00(4.02) 4.49 .00

무맥성전기활동 5.70(3.21) 1.75(2.26) 4.88 .00

통합력 16.00(2.88) 11.05(3.50) 6.3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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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이외에 추가분석으로 대상자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
력의 하위 개념으로 조사한 지식과 수행기술의 상관성 분석,일반적 특성과 임상
적 특성․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의 관계 분석과 실험군과 대
조군의 사전,사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1)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상관성

대상자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9>
전문심장소생술 전체의 지식이 높을수록 전체 수행기술이 높아지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r=.66,p<.01).또한 대상자의 전체 지식이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r=.38,p<.05),무수축 수행기술(r=.64,p<.01),무맥박성 심실빈맥 수행기술(r=
.50p<.01),심실세동 수행기술(r= .48,p<.01),무맥성 전기활동 수행기술(r= .55,
p<.01),통합력 수행기술(r=.55,p<.01)의 점수가 높아지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심전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무수축 수행기술(r=.57,p=.01),심실
세동 수행기술(r=.33,p=.05),무맥성 전기활동 수행기술(r=.33,p<.05)이 높아지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대상자들의 제세동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무맥박성 심실
빈맥 수행기술(r=.50,p<.01)과 심실세동 수행기술(r=.50,p<.01),무맥성 전기활동
수행기술(r=.34,p<.05)이 높아지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또한 대상자들의 전문심
장소생술에 대한 통합적 지식이 높을수록 전문심장소생술 전 영역의 수행기술(r=
.44～r=.66,p<.01)이 높아지는 순상관관계을 보였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기본소생술 기도유지,호흡에 대한 지식과 기본소생술 수행

기술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으며,대상자들의 응급약물에 대한 지식과 전문심
장소생술 수행기술 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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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대상자의 지식과 수행기술의 상관관계 (N=40)
수행기술

지식 전체 기본
소생술 무수축 무맥성

심실빈맥
심실
세동

무맥성
전기활동 통합력

전체 .66** .38* .64** .50** .48** .55** .55**

기본소생술-
기도유지 .49** .14 .55** .41** .33* .48** .42**

기본소생술-
호흡 —.15 —.20 .02 —.14 —.12 .07 —.23

기본소생술-
순환 .34* .31* .34* .23 .19 .21 .27

심전도 .39* .15 .57** .21 .33* .33* .30

제세동 .53** .30 .20 .50** .50** .34* .50**

응급약물 —.10 .03 .02 —.06 —.12 —.16 —.15

통합력 .66** .49** .45** .49** .44** .48** .62**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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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임상적 특성과 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관계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임상적 특성과 교육 경험에 따른 전문심장소생술 수행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중 현 병동 근무 경력만이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과

순상관성을 보였다(r=.36,p<.05).이외에 교육정도,근무병동,심폐소생술 경험 횟
수,연령,총 근무경력과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
었다.
교육 경험 중 심폐소생술 경험,기본소생술 교육경험,정맥로 확보 교육경험,

기관 내 삽관 교육경험,심전도 교육경험,제세동 교육경험,응급약물 교육경험은
경험유무 간에 대상 분포의 편중(skewness)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0>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임상적 특성과 교육경험에 따른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N=40)

구 분 지 식
M(SD) t/r 수행기술

M(SD) t/r

교육정도
3년제 24.66(2.89)

.29
63.94(16.96)

.964년제 이상 24.36(3.56) 64.18(16.69)

근무병동
중환자실 24.24(3.12)

.52
61.80(15.02)

.26응급실 24.93(3.49) 67.86(18.86)

심폐소생술
경험횟수

15회 미만 24.86(2.92)
.58

63.53(16.05)
.87

15회 이상 24.28(3.45) 64.40(17.23)
연령 .05 .13
총근무경력 .05 .15
현병동근무경력 .00 .3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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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 변화

실험군에서 사전,사후 전문심장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화를 분석
한 결과<부록 2참조>지식과 수행기술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대조군에서 사전,사후 전문심장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화를 분석

한 결과<부록 3참조>전문심장소생술 심전도에 대한 지식에서와 무수축,무맥박
성 심실빈맥,심실세동의 수행기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그 외의 지식
과 수행기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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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111...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교육이 전문심장소생술
의 수행능력인 지식과 수행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
구에서는 방법론에서 실험군 에게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방법과의 효과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조군에게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한 차원 더 진보된 시
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확인 했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은 기본소생술 뿐 아니라 무수축,무맥박성 심

실빈맥,심실세동,무맥성 전기활동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에서도 효
과를 보였는데,이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기본적인 지식이나 수행기술의 향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교육 방법임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Bond등(2004)은 시뮬레이션 교육은 기본적인 수행기술 뿐
아니라 위기상황의 진단이나 관리 수행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 하였다.Wadas(1999)는 간호사 37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심정지 교육을 4
시간 준 후에 간호사들의 수행기술과 자신감이 향상되고,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기록을 수행하는 능력이 95%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Wayne등(2005)은 38명
의 2년차 내과의들을 대상으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2～4시간 시뮬레이션 교육
을 받은 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정성구 등(2005)은
의대생들 90명을 대상으로 대조군에게 강의 교육만을 실험군에게 시뮬레이션 교
육을 1시간 30분간 주고 비교한 결과 시뮬레이션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기술 향
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Granneman와 Conn(1996)은 간호사 48명에게 시뮬레이
션 심정지 교육을 준 후 지식과 수행기술,만족도에서 향상된 점수를 보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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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러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중 기본소생술 호흡에 대한 지식과 응급약물
지식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실험군의 통합적 지식과 통합적 수행기술 능력이 대조군보다

높게 향상되었다.Issenberg등(2005)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디
지털 형태의 즉각적인 디브리핑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이는 학습자가 자신
의 수행능력을 비디오와 컴퓨터상으로 확인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행능력의
통합성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시간을 볼 때 시뮬레이션 교육을 4인 1조로 2～3시간 실시하

여 전문심장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는데,Wadas(1999)는
간호사에게 4시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Wayne등(2005)은 2년차 레지던트에게
2～4시간 시뮬레이션 교육을 정성구 등(2005)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90분씩 시뮬
레이션 교육을 Rivera 와 Gabriel은 간호사에게 4시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Granneman과 Conn(1996)은 간호사에게 3시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주어 수행능
력 향상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2～3시간의 시뮬레이션 교육 시간
이 적절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 분석 결과 전통적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도 교육 전․후

에 심전도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의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이론교육과 함께 기본소생술 마네킹과
제세동기를 이용한 기존의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하
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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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추추추가가가분분분석석석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과의 관계는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전체
지식이 높을수록 전체 수행기술 수준,기본소생술,무수축,무맥박성 실실빈맥,심
실세동,무맥성 전기활동,통합력의 수행기술이 높아짐을 보여 지식의 수준과 전
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 수준이 연관됨을 보여주었다.Lewis등(1993)이 73명의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
구 결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전문심장소생술 전체 지식과 수행기술과의 상관성이 r=.38에서 r=.66까

지의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보여 지식과 수행기술의 측정이 전문심장소생술 수행
능력 측정에 적합한 하위 변수임을 보여주었다.그러나 하위 항목간의 관계 분석
에서는 기본소생술 지식과 기본소생술 수행기술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아 기본
소생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기본소생술의 실제 수행기술은 향상되지 않
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을 위한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
다.Lewis등(1993)도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응급약물에 대한 지식과 무수축,무맥박성 실실빈맥,심실세동,무맥성 전기
활동,통합력의 수행기술이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상황에서
응급약물 투여 수행기술이 하위 영역의 부분 문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응급약물에
대한 지식과 전문심장소생술의 수행기술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이 지식과 수행기술의 통합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전문심장소생술 통합성 지식은 각 수행기술의 하위
항목 수행기술 수준과 긍정적 관계를 보여 전문심장소생술의 교육내용에 전문심
장소생술을 진행하고 조직화하는 통합성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 병동 근무 경력이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Steen 등(1996)은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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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횟수와 특수부서에서
의 근무 경력을 영향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들이 23%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하
였고,Lewis등(1993)은 특수부서에서의 경력,전문심장소생술 지침을 반복적으로
학습․인지하는 능력들이 39%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Lewis등(1993)은 간호
사의 심폐소생술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이 높고,
임상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지식수준이 낮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총
근무경력과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능력과는 관련성이 없게 나타나 총
근무경력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는 관련성이 적고,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의 근무경력이 수행기술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이는 임상 근무 경력보다는
임상에서 실제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횟수(Watson,1982)와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의
이수(Lewisetal.,1993;O�steenetal.,1996)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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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했던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건강관리 영역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실제 임상에서의 수행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교육과 평가의 수행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며(Duprasetal.,1995;
Zivetal.,1998),시뮬레이션 환경은 의료진들이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수행기술을
사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Issenbergetal.,2006;Murray,1998)고 볼 때 간
호사 대상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간호사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기술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객

관적으로 측정해 봄으로써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 능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중재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특히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이 2-3시간의 교육 시간으로도 중환자실
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교육
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중재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넷째,국내에서 최초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의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대조군에게 기존의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
써 교육효과에서 한 단계 진보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섯째,전문심장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 능력 간의 상관성을 밝힘으로써 전

문심장소생술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지식과 수행기술
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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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로 수행되었다.연구대
상은 W시에 소재하고 있는 Y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자로 실험군 20명과 대조군 20명으로 구성하였다.자료 수집
은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션 실

습교육으로 구성되며,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짝짓기로 할당 한 후 실험군에게는 실습교육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기본소생술과 제세동 마네킹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2주 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전문심장소생술 지식 측정도구
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2005)와 메가코드(2005)에서 제시한
전문심장소생술에 관한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수행기술 측정도구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심전도 지침(2005AmericanHeartAssociation
Guidelinesfo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을 근거로 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원도우 용 SPSS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Χ
2test,t-test,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0 -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제 1가설:�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식총점(t=12.04,p=.00)으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하위 항목으로 기본소생술 기도유지 지식(t=6.99,p=.00),기본
소생술 순환지식(t=2.46,p=.01),심전도 지식(t=6.24,p=.00),제세동 지식
(t=3.41,p=.00),통합력 지식(t=7.72,P=.00)에서는 실험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기본소생술의 호흡 지식과 응급약물 지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2.제 2가설:�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
심장소생술 수행기술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수행기술총점(t=2.49,p=.00)으
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하위항목으로 기본소생술 수행기술(t=5.41,p=.01),
무수축 수행기술(t=3.80p=.00),무맥성 심실빈맥 수행기술(t=4.23,p=.00),심실
세동 수행기술(t=4.49,p=.00),무맥성 전기활동 수행기술(t=4.88,p=.00),통합력
수행기술(t=6.36,p=.00)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추가분석 결과 실험군은 교육 전․후에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
였고,대조군은 교육 전․후에 심전도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의 몇 항목을 제
외하고는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교육 전․후 지식과 수행기술의 변화 폭이 컸다.전문심장소생술의 지식과 수
행기술의 상관성은 전체 지식과 수행기술 하위요인 간에 r=.38에서 r=.64사이
의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다.대상자간의 일반적 특성 등에서는 현 병동 근무경
력과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 만이 (r=.36,p<.05)긍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 보다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효
과를 보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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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일반 병동 간호사에게도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행기술 도구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수행기술 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 마련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3.시뮬레이션 교육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임상 상황 구현을 위한 정교
한 시나리오의 개발 및 이를 설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4.시뮬레이션 교육의 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후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5.시뮬레이션 교육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심정
지 환자의 교육 전․후 소생률을 비교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6.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을 수준 별로 그룹화 하여 교육내용,방법 등을 차별
화하는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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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시나리오

다음은 임상의 실제적인 심정지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부딪히게 되는 심전도 리듬
을 가지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의 상황을 주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만을 서술하였으며 다른 시나리오는 이것을 변형한
것이다.

심심심실실실세세세동동동 ---목목목격격격자자자가가가 있있있는는는 심심심정정정지지지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
52세의 남자환자가 급성 하벽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우 관상동맥으로 심혈관 성형
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들어왔다.간호사인 당신은 환자를 받은 후 제세동기를
연결하였다.몇 분후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고 호소하며 의식
이 저하되었다.당신은 그때 마침 옆에 있었으며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났
다.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 심전도

심실 세동

1회 전기충격

2분간 심폐소생술

2분간 심폐소생술

계속 수행

정상 심전도

심폐소생술을 15초간

지연하지 않고 수행

1분 이내 1회 전기충격

정상 심전도

무수축

무수축

무수축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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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맥맥맥성성성 전전전기기기활활활동동동 ---목목목격격격자자자가가가 없없없는는는 심심심정정정지지지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
신원 미상의 여자 환자가 무의식 상태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
며 내원 하였다.119는 환자가 무의식인 채 쓰러져 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은 10분
전 이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한지는 5분 되었다고 정보를 주었다.간호사인 당신은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연결하고 심전도를 확인한 결과 무맥성 전기활동이 나타났
다.어떻게 할 것인가?

무맥성 전기활동

2분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

1분 이내 응급약물 투여

정상 심전도
심폐소생술을 15초간

지연하지 않고 수행

정상 심전도

무수축

무수축

예

아니오
예

아니오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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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실험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N=40)

수행능력
사전
(N=20)
M(SD)

사후
(N=20)
M(SD)

t p

지식 총점 16.00(3.44) 27.35(1.38) 14.83 .00

기본인명구조술-
기도유지 2.00( .85) 3.00( .00) 5.21 .00

기본인명구조술-
호흡 2.15( .98) 2.75( .96) 2.10 .04

기본인명구조술-
순환 2.85( .98) 4.75( .44) 7.29 .00

심전도 2.90(1.11) 3.95( .22) 4.47 .00

제세동 1.35( .48) 2.65( .58) 7.93 .00

응급약물 1.50(1.05) 2.55( .51) 4.27 .00

통합력 3.25(1.16) 7.70( .57) 14.27 .00

수행기술 총점 39.35(11.26) 75.85(10.45) 11.73 .00

기본소생술 14.10(4.21) 23.45(3.89) 7.10 .00

무수축 5.10(1.83) 8.45(1.79) 6.94 .00

무맥박성심실빈맥 6.15(2.34) 11.35(2.32) 8.85 .00

심실세동 4.70(3.85) 10.90(3.24) 4.85 .00

무맥성전기활동 1.25(1.83) 5.70(3.21) 5.19 .00

통합력 8.05(2.43) 16.00(2.88) 10.8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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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대조군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N=40)

수행능력
사전
(N=20)
M(SD)

사후
(N=20)
M(SD)

t p

지식 총점 16.30(3.38) 21.65(1.59) 6.48 .00

기본인명구조술-
기도유지 2.35( .74) 1.80( .76) —2.77 .01

기본인명구조술-
호흡 2.00( .97) 3.10( .91) 3.68 .00

기본인명구조술-
순환 2.85( .93) 4.20( .89) 5.54 .00

심전도 3.15(1.03) 2.45(1.05) —2.00 .05

제세동 1.40( .50) 1.90( .78) 2.70 .01

응급약물 1.45( .94) 2.55( .60) 4.81 .00

통합력 3.10(1.29) 5.65(1.03) 7.76 .00

수행기술 총점 38.45(12.08) 52.30(12.81) 4.25 .00

기본소생술 13.15(5.96) 20.30(4.09) 5.11 .00

무수축 5.50(1.35) 5.25(1.94) —.43 .66

무맥박성심실빈맥 6.55(1.84) 7.95(3.25) 1.73 .10

심실세동 4.40(3.66) 6.00(4.02) 1.28 .21

무맥성전기활동 .50(1.27) 1.75(2.26) 2.96 .00

통합력 8.35(2.32) 11.05(3.50) 3.4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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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연구제목: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자 이름: 백 지 윤[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원주) 석사과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

생술 교육 전후의 간호사의 수행능력(지식과 수행기술)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귀하의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을 사전조사 한 후에 전문심장

소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제공되며 그 후에 다시 사후 조사를 하는 것

으로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질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진행 과정에서 수집

한 자료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

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서서서명명명 >>>

본본본인인인은은은 이이이 동동동의의의서서서를를를 읽읽읽고고고 연연연구구구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이이이해해해하하하였였였습습습니니니다다다...
이이이에에에 본본본인인인은은은 연연연구구구자자자가가가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을을을 실실실시시시하하하는는는 것것것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설설설명명명을을을 들들들었었었으으으며며며 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 참참참여여여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을을을 동동동의의의합합합니니니다다다...

날날날짜짜짜 :::222000000666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서서서명명명 ::: (((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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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에 관한 내용입니다.읽어보시고
해당란에 ∨표를 하시거나 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연령 만 ___________세

2.교육 정도 3년제 졸업 ___________4년제 과정이상___________

3.근무경력
3-1현 근무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3-2총 근무 경력 _________년 _________개월
3-3현 병동 근무 경력_________년 ___________개월

4.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___________없다___________
있으면 최근 2년간 몇 회입니까?
5회 미만________5-10회__________10-15회_________15회 이상_________

5.귀하께서 전문심장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과 교육을 받았던 방법에
대하여 V체크해 주십시요.(최최최근근근 222년년년 이이이내내내)

교육내용
교육경험 교육수강방법 및 시간

있다 없다 강의 실습 강의와
실습

기본소생술
정맥로 확보
기관내 삽관

심전도감시 및 리듬분석

제세동

응급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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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문심장소생술에 대한 지지지식식식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각 문항을 읽고
정답에 ∨ 표시하여 주십시요.본 문항은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오
니 추측하지 마시고 모르시면�모른다�에 ∨ 표시하시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
록 부탁드립니다.

1.심전도상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무맥박성 심실빈맥이 나타난 환자에게 있어 제
세동을 한 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a.맥박을 체크한다.
b.응급상황 방송을 한 후 장소를 알리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서 응급팀을 기다리
고 있는다.

c.턱올리기(chinlift)방법으로 기도를 확인한 후 만일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다
면 두개의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음식물을 제거한다.
d.심폐소생술을 2분 시행한다. *
e.모르겠다.

2.환자는 심장의 두근거림과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한 후 쓰러졌다.혈압과 맥박
은 측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전도 상 다음의 리듬이 나왔다면 어떠한 리듬인
가?

a.무맥박성 무맥박성심실빈맥(pulseless ventriculartachycardia) *
b.심실세동(ventricularfibrillation)
c.동성 빈맥(sinustachycardia)
d.심실상성 빈맥(PSVTnarrow complex)
e.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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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혼자 있는 상황에서 성인 대상자가 수영장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장
밖으로 대상자를 옮긴 후 반응을 확인한 결과 반응이 없었다.당신은 언제 119
에 연락을 하겠는가?

a.심폐소생술을 2분간 한 후 *
b.수영장에서 여자를 꺼내자마자
c.인공호흡을 준 후 흉부압박을 하기 전에
d.심폐소생술을 몇 분간 계속한 후 반응이 없을때
e.모르겠다.

4.의료인으로서 쇼핑센타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려고 하자 쇼핑센터의 주
인이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해야하는 이유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물을때
가장 적절한 대답은?

a.자동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b.자동심장제세동기가 분석할 수 있는 심전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c.심정지된 사람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안전하게 자
동심장세동기를 사용하기 위해 언제,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
습니다. *

d.누군가가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잘못 사용 하였을 때 그것을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e.모르겠다.

5.반응이 없고 외상의 흔적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기도 유지 방법은?

a.대상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엄지와 검지로 하악골을 잡은 후 들어올린다
(tongue-jaw lift).

b.턱밀어올리기(jaw thrust)방법을 사용한다.
c.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tilt-chinlift)방법을 사용한다. *
d.턱올리기(chinlift)방법을 사용한다.
e.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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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별한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 환자로 주호소는 심한 가슴의 통증이였다.측정
된 환자의 혈압이 78/50mmHg로 불안정하였다가 반응이 없어지고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어 심전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의 리듬을 보였다.어떠한 리듬인가?

a.무맥박성 무맥박성심실빈맥(pulselessventriculartachycardia)
b.심실세동(ventricularfibrillation) *
c.무수축(asystole)
d.무맥성 전기활동(PEA)
e.모르겠다.

7.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호흡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a.의료인은 종종 대상자에게 인공호흡이 필요하지 않을때 호흡을 제공하고 필요
할 때 효과적인 호흡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b.대부분의 성인 심정지 대상자는 심정지전에 호흡을 멈추기 때문이다.
c.갑자기 심정지되는 많은 대상자들의 기도가 이물질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d.몇몇의 대상자는 심정지후에도 몇분동안 효과적이지 못한 호흡을 계속하게 되
는데 이는 너무 느리거나 얕아서 산소화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e.모르겠다.

8.백 밸브 마스크(bag-valvemask)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제공할 경우 인공호
흡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a.대상자의 몸무게와 일회 호흡량,그리고 전달되는 공기의 양을 결정하여 알 수
있다.

b.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지로 알 수 있다. *
c.백 밸브 마스크(bag-valvemask)의 크기가 정확한지로 알 수 있다.



- 62 -

d.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호흡을 전달하는 지로 알 수 있다.
e.모르겠다.

9.순환은 되고 있으나 호흡이 없는 성인 대상자에게 인공호흡을 전달해야 하는
횟수는?

a.약 3초에 한번(분당 20회)
b.약 4초에 한번(분당 15회)
c.약 5-6초에 한번(분당 10-12회) *
d.약 6-7초에 한번(분당 8-10회)
e.모르겠다.

10.2인이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때 성인 대상자의 머리 쪽에 위치한 구조자는 흉
부압박과 인공호흡의 주기(cycle)에서 한주기 마다 인공호흡을 몇 회 제공해야
하는가?

a.1회
b.2회 *
c.3회
d.4회
e.모르겠다.

11.길에서 쓰러진 성인 대상자에게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는?

a.요골동맥
b.상완동맥
c.경동맥 *
d.심장위
e.모르겠다.



- 63 -

12.심전도에서 다음의 리듬을 보이는 환자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이다.다음
의 리듬은?

a.심실세동(ventricularfibrillation)
b.완전 방실 전도 차단(completeheartblock)
c.무수축(asystole) *
d.무맥성 전기활동(PEA)
e.모르겠다.

13.성인 심정지 대상자의 흉부압박 시행 부위는?

a.흉골 1/2지점의 상부
b.심장위,왼쪽 유두선의 가슴
c.흉골의 하부
d.유두선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 *
e.모르겠다.

14.성인 심정지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을 수행 할 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은?

a.15:2
b.30:2 *
c.5:1
d.10:2
e.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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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심정지 대상자의 흉부압박 속도는?

a.분당 60회
b.분당 80회
c.분당 100회 *
d.분당 120회
e.모르겠다.

16.심근경색으로 심혈관 성형술을 받은 환자가 심정지된 상태로 응급실로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환자의 심전도가 다음의 리듬을 보여 경동
맥을 촉지 해 본 결과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다.다음의 리듬은?

a.무맥성 전기활동(PEA) *
b.동성 서맥(sinusbradycardia)
c.완전 방실 차단(thirddegreeAVblock)
d.2도 방실 차단(seconddegreeAVblock)
e.모르겠다.

17.반응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기도유지,인공호흡,흉부압박을 하고 있는 상
황에서 다시 맥박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은?

a.한주기의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후
b.매번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주기가 끝날 때
c.심폐소생술을 5분 수행한 후
d.30:2의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5주기가 끝난 후 *
e.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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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무수축(asystole)성인 환자의 일차 선택 약물로 알맞은 것은?

a.epinephrine1mgIV *
b.atropine1mgIV
c.epinephrine10mlofa1:10000solutionIV
d.atropine0.5mgIV
e.모르겠다.

19.심폐소생술에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는 이유는?

a.심폐소생술은 관상동맥 우회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b.심폐소생술은 심실세동에서 정상리듬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
c.심폐소생술은 생존에 효과가 없다.
d.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산소가 포함된 피가 심장과 뇌로 가도록 하고 심장의
제세동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

e.모르겠다.

20.교통사고를 당한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기도 유지 방법은?

a.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tilt-chinlift)
b.턱밀어올리기(jaw thrust) *
c.턱올리기(chinlift)
d.머리기울임(headtilt)
e.모르겠다.

21.반응과 호흡이 없는 익수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산소화(oxygenation)와 환기
(ventilation)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a.대상자의 폐에 있는 물을 제거해주기 위해 하임리히 방법을 수행한다.
b.대상자의 폐에 있는 물을 제거해주기 위해 흉부압박을 수행한다.
c.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 장비로 경추를 안전하게 한 후 ABC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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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턱밀어올리기(jaw thrust)방법을 사용하여 경추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유
지한 후 ABC를 시작한다. *

e.모르겠다.

22.반응시간이 5분 이상 경과한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의 작
동에 대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누군가를 응급팀에게 연락하도록 보냄→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임→기도를 유지
→제세동기를 켬→두번의 인공호흡을 수행→맥박 확인

b.제세동기를 기다린 후 기구가 도착했을 때 기도를 유지→2번의 인공호흡을 제
공→맥박을 확인→맥박이 없다면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c.누군가를 응급팀에게 연락하도록 보냄→기도를 유지→2번의 인공호흡을 제공→
맥박을 확인→맥박이 없으면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d.2번의 인공호흡을 수행→맥박을 체크하고 없으면 2분간의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을 수행→제세동기를 요청하여 제세동기가 오면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

e.모르겠다.

23.심전도상 갑자기 심실세동이 나타나고 혈압 체크가 안되며 반응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한번의 shock을 준 후 바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5주기를 수행하고 다시 리
듬을 확인하도록 한다. *

b.연락한 응급팀이 올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한다.
c.1분간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후 대상자의 리듬을 확인한다.
d.3번의 shock을 준 후 리듬을 확인한다.
e.모르겠다.

24.무맥성 전기활동(PEA)리듬을 보여 흉부압박을 시작하였고 기관내 삽관까지
수행한 성인 환자에게 1차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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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iodarone150mgIV *
b.lidocaine1to1.5mg/kgIV
c.epinephrine1mgIV
d.atropine1mgIV
e.모르겠다.

25.반응이 없이 응급실로 내원한 대상자에게 무맥박성심실빈맥이 보였다.대상자
는 쓰러져서 병원에 오기까지 10분이 지났으며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a.5분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리듬을 다시 확인한다.
b.제세동기를 연결하여 shock을 준다.
c.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리듬을 다시 확인한다. *
d.제세동기를 연결하여 3shock을 준 후 리듬을 다시 확인한다.
e.모르겠다.

26.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혈관내로 응급 약물이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흉부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심전도 상에 좁아진 QRScomplex가 분
당 65회로 보이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a.atropine1mgIV
b.경동맥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 *
c.serum electrolytes와 toxicdrugscreen을 측정
d.epinephrine1mgIV
e.모르겠다.

27.환자의 심전도가 flatline을 보이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a.다른 lead로 바꾸어서 리듬을 확인한다. *
b.100J로 제세동 한다.
c.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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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lead심전도를 찍는다.
e.모르겠다.

28.성인 환자의 심박동수가 분당 30-40회로 체크되면서 어지러움,사지의 차가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a.atropine0.5-1mgIV *
b.epinephrine1mgIV
c.adenosine6mgIV
d.isoproterenol2-10㎍/minIV
e.모르겠다.

29.성인 환자가 심실세동을 보일때 제세동을 위해 처음 선택하는 에너지는?

a.biphasic150-200J *
b.biphasic100J
c.monophasic200J
d.monophasic300J
e.모르겠다.

30.대상자에게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1회 수행하였는데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a.기도를 다시 유지한다. *
b.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하고 많은 양의 인공호흡을 제공한다.
c.흉부압박을 시행한다.
d.도움을 요청한다.
e.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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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정 중재 평가기준 점수

기기기
본본본
소소소
생생생
술술술

①①①반반반응응응
성성성평평평가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흔듬

가볍게 의식 확인 한 경우→1점
의식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0점

②②②도도도움움움
요요요청청청

응급팀에연락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도록 요청)

연락을 요청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③③③기기기도도도
확확확보보보
및및및 유유유지지지

의복제거
호흡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의 의복을 제거
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headtilt-chinlift)자세
유지

동시에 두가지 자세 모두 취한 경우→2점
1가지 자세만 취한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④④④호호호흡흡흡
확확확인인인

입에 귀를 대고 눈은 가슴을
봄
(호흡을 보고 듣고 느낀다)

두가지를 다 수행하는 경우→2점
한가지 만을 수행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위의 행동을 5-10초 수행 5-10초간 수행하는 경우→1점
5-10초보다 적거나 많게 수행하는 경우→0점

⑤⑤⑤인인인공공공
호호호흡흡흡

입과 코를 잘 봉함
입과코를 모두 봉하는 경우→2점
둘 중 하나만을 봉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0점

2회 인공호흡
(각호흡은 1초 동안)

2회 모두 1초 동안 수행하는 경우→2점
2회 모두 1초보다 적게나 많이 수행하는 경우
또는 2회 보다 적게나 많이 1초 동안 수행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가슴이 올라가는지 확인 가슴이 올라가는 경우→1점
가슴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0점

공기의 양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지 확인
(심호흡이 아닌 정상호흡으
로 인공호흡)

호흡양이 91-100%정확한 경우→3점
호흡양이 61-90%정확한 경우→2점
호흡양이 31-60%정확한 경우→1점
호흡양이 0-30%정확한 경우→0점

⑥⑥⑥맥맥맥박박박
확확확인인인

경동맥확인(5-10초)

정확한 부위에서 5-10초 동안 확인 하는
경우→2점
정확한 부위에서 5-10초보다 적게나 많이 확인
하는 경우→1점
정확하지 않은 부위에서 확인하는 경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 → 0점

다른 한손은 머리기울기
(headtilt)확인

수행하는 경우→1점
수행하지 않는 경우→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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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
본본본
소소소
생생생
술술술

⑦⑦⑦
흉흉흉
부부부
압압압
박박박

흉흉흉
부부부
압압압
박박박

압박위치 파악 정확한 부위에서 압박하는 경우→1점
정확하지 않은 부위에서 압박하는 경우→0점

처음부터 끝까지 손의 위치를 유
지하고 손가락 끝이 흉부에서 떨
어짐을 유지

처음부터 끝까지 손의 위치를 유지하고
손가락 끝이 흉부에서 떨어짐을 유지→1점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0점

흉골 위에 구조자의 어깨가 가도
록 함

직각으로 처음부터 수행,유지하는 경우→2점
직각으로 처음에만 수행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1점
처음부터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0점

압박과 이완의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1점
동일하지 않은 경우→0점

압박깊이는 4-5센티

압박깊이가 91-100%정확한 경우→3점
압박깊이가 61-90%정확한 경우→2점
압박깊이가 31-60%정확한 경우→1점
압박깊이가 0-30%정확한 경우→0점

압압압
박박박
과과과
이이이
완완완

압박과 호흡의 비율은 30:2 비율이 정확한 경우→1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5주기 실시 5주기 실시하는 경우→1점
많거나 적게 실시하는 경우→0점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사이의 간
격을 5초 넘기지 않도록 유지

5초를 넘기지 않는 경우→1점
5초를 넘기는 경우→0점

⑧⑧⑧순순순환환환
징징징후후후
재재재사사사정정정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5cycle
후 (또는 2분후)에 사정

5cycle후에 확인하는지→2점
적거나 많이 수행한 후 확인하는지→1점
확인하지 않는 경우→0점

경동맥에서 5-10초 확인

정확한 부위에서 5-10초 동안 확인 하는
경우→2점
정확한 부위에서 5-10초보다 적거나 많이
확인하는 경우 →1점
정확하지 않은 부위에서 확인하는 경우→0점

통통통합합합력력력

순서의 정확성

①부터 ⑧까지 모두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5점
7-6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4점
5-4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3점
3-2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2점
1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1점
순서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판단의 민첩성
모든 순서를 2분30초안에 진행하는 경우→1점
모든 순서가 2분30초를 초과하거나 모든 순서
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0점

tttoootttaaalllssscccooorrr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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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사정 중재 평가기준 점수

무무무
수수수
축축축

①①①모모모니니니터터터링링링
부부부착착착
하하하면면면서서서

심심심전전전도도도 확확확인인인

모 니 터 링
( E K G
monitor)
부 착 하 면 서
정확한 리듬
을 구두로 확
인

리듬의 확인이 정확한 경우→1점

리듬의 확인이 부정확한 경우→0점

②②②계계계속속속
적적적인인인
심심심폐폐폐
소소소생생생술술술

기도삽관후
인공호흡:
산소를 연결
한 백마스크
를 분당 8회
로 지시

즉시 산소를 연결한 백 마스크를 분당 8회로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인공호흡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기도삼관후
흉부압박:
분당100회로
시 작 하 도 록
지시

즉시 분당 100회의 흉부압박을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흉부압박의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③③③응응응급급급
약약약물물물

1차약물선택
:epinephrine
1mgIV로투여

즉시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2점
즉시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1점
늦게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확하지
않은 약물지시하는 경우→0점

2차약물선택:
atropine1mg
IV로 투여

즉시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라고 지시하
는 경우→2점
즉시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1점
늦게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확하지
않은 약물 지시하는 경우→0점

④④④순순순환환환
징징징후후후 재재재사사사정정정

심폐소생술
2분후에 사정

2분후에 재사정 하거나 지시하는 지 확인→2점
적게나 많이 수행한 후 지시하는지 확인→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심전도 확인
(무맥박성
심실빈맥)

리듬의 확인이 정확한 경우→1점

리듬의 확인이 부정확한 경우→0점

통통통합합합력력력
순서의정확성

모두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3점
3-2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2점
1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1점
순서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판단의민첩성
모든 순서를 2분30초안에 진행→1점
모든 순서가 2분30초를 초과하는 경우나 모든 순서를 진
행하지 않는 경우→0점
tttoootttaaalllssscccooorrr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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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사
정 중재 평가지준 점

수

무무무
맥맥맥
박박박
성성성
심심심
실실실
빈빈빈
맥맥맥

①①①
제제제
세세세
동동동

제세동기를 ON
시켰는지 확인

제세동기를 먼저 on시킴→1점
on시키지 않음→0점

정확한 에너지를 선택
에너지 선택이 정확함→2점
정확하지 않은 에너지의 선택→1점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음→0점

에너지를 충전(charge)
시킴

정확하게 에너지를 충전(charge)시킴→1점
에너지를 충전(charge)시키지 않음→0점

paddle이 신체부위에
정확하게 위치했는지확인

정확한 위치에 있을때→1점

위치가 틀린 경우→0점

물러서라고 지시 물러서라고 지시하는 경우→1점
물러서라고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shock shock을 줌→1점
shock을 주지 않음→0점

②②②
계계계
속속속
적적적
인인인
심심심
폐폐폐
소소소
생생생
술술술

기도삽관후 인공호흡:
산소를 연결한 백마스크
를 분당 8회로 지시

즉시 산소를 연결한 백 마스크를 분당 8회로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인공호흡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기도삼관후 흉부압박:
분당100회로 시작하도록
지시

즉시 분당 100회의 흉부압박을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흉부압박의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③③③
순순순
환환환
징징징
후후후
재재재
사사사
정정정

심폐소생술 2분후에
사정

2분후에 재사정 하거나 지시하는 지 확인→2점

적게나 많이 수행한 후 지시하는지 확인→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심전도 확인(심실세동)))
리듬의 확인이 정확한 경우→1점

리듬의 확인이 부정확한 경우→0점

통통통
합합합
력력력

순서의 정확성
모두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2점
2-1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1점
순서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판단의 민첩성
모든 순서를 3분 안에 진행→1점
모든 순서가 3분을 초과하거나 모든 순서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0점
tttoootttaaalllssscccooorrr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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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사
정 중재 평가지준 점수

심심심
실실실
세세세
동동동

①①①
제제제
세세세
동동동

제세동기를 ON 시켰는지
확인

제세동기를 먼저 on시킴→1점
on시키지 않음→0점

정확한 에너지를 선택
에너지 선택이 정확함→2점
정확하지 않은 에너지의 선택→1점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음→0점

에너지를 충전(charge)
시킴

정확하게 에너지를 충전(charge)시킴→1점
에너지를 충전(charge)시키지 않음→0점

paddle이 신체부위에 정
확하게 위치했는지 확인

정확한 위치에 있을때→1점
위치가 틀린 경우→0점

물러서라고 지시 물러서라고 지시하는 경우→1점
물러서라고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shock shock을 줌→1점
shock을 주지 않음→0점

②②②
계계계
속속속
적적적
인인인
심심심
폐폐폐
소소소
생생생
술술술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
산소를 연결한 백마스크를
분당 8회로 지시

즉시 산소를 연결한 백 마스크를 분당 8회로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인공호흡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
→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기도삼관후 흉부압박:
분당100회로 시작하도록
지시

즉시 분당 100회의 흉부압박을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흉부압박의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③③③
응응응
급급급
약약약
물물물

1차 약물선택 :
epinephrine1mgIV투여

즉시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라고 지시
하는 경우→2점
즉시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1점

늦게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확하지
않은 약물지시하는 경우→0점

④④④
순순순
환환환
징징징
후후후
재재재
사사사
정정정

심폐소생술 2분후에 사정
2분후에 재사정 하거나 지시하는 지 확인→2점
적게나 많이 수행한 후 지시하는지 확인→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심전도 확인
(무맥성 전기활동)

리듬의 확인이 정확한 경우→1점

리듬의 확인이 부정확한 경우→0점

통통통
합합합
력력력

순서의 정확성
모두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3점
3-2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2점
1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1점
순서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판단의 민첩성
모든 순서를 3분 안에 진행→1점
모든 순서가 3분을 초과하거나 모든 순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0점
tttoootttaaalllssscccooorrr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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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사
정 중재 평가기준 점수

무무무
맥맥맥
성성성
전전전
기기기
활활활
동동동

①①①
계계계속속속
적적적인인인
심심심폐폐폐
소소소생생생
술술술

기도삽관후 인공호흡:
산소를 연결한 백마스
크를 분당 8회로 지시

즉시 산소를 연결한 백 마스크를 분당 8회로 지시
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인공호흡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기도삼관후 흉부압박:
분당100회로 시작하도
록 지시

즉시 분당 100회의 흉부압박을 지시하는 경우→2점
늦게 지시하거나 흉부압박의 횟수를 지시하지 않는
경우→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②②②
응응응급급급
약약약물물물

1차 약물선택 :
epinephrine1mgIV로
투여

즉시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라고 지시
하는 경우→2점
즉시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1점
늦게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확하지
않은 약물 지시하는 경우→0점

2차 약물 선택:
atropine1mgIV로투여

즉시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라고 지시
하는 경우→2점
즉시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1점
늦게 지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확하지
않은 약물 지시하는 경우→0점

③③③
순순순환환환
징징징후후후
재재재사사사
정정정

심폐소생술
2분후에 사정

2분후에 재사정 하거나 지시하는 지 확인→2점

적게나 많이 수행한 후 지시하는지 확인→1점

지시하지 않는 경우→0점

심전도 확인(순환회복)
:NBP,SPO2연결확인

리듬의 확인이 정확한 경우→1점

리듬의 확인이 부정확한 경우→0점

통통통
합합합
력력력

순서의 정확성
모두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2점
2-1개를 정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1점
순서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경우→0점

판단의 민첩성
모든 순서를 2분30초안에 진행→1점
모든 순서가 2분30초를 초과하거나 모든 순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0점
tttoootttaaalllssscccooorrr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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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에 대한 실험과정 사진

  

  이이이론론론교교교육육육 실실실시시시
  - 8명 그룹강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실실실습습습 교교교육육육
  - 마네킹 ResusciAnne

SkillRepoter로 4인 1조로
개별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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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실실실습습습교교교육육육
-SimMan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심정지 시나리오에서 4인 1조
개별실습 및 팀별실습

  전전전문문문심심심장장장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실실실습습습교교교육육육
-SimMan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심정지 시나리오에서 4인 1조
개별실습 및 팀별실습



- 77 -

  실실실습습습 후후후 디디디브브브리리리핑핑핑

  실실실습습습 후후후 디디디브브브리리리핑핑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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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EEffffffeeeccctttsssooofffaaadddvvvaaannnccceeedddcccaaarrrdddiiiaaacccllliiifffeeesssuuuppppppooorrrttt
sssiiimmmuuulllaaatttiiiooonnn---bbbaaassseeedddtttrrraaaiiinnniiinnnggg

ooonnnnnnuuurrrssseeesss'''cccooommmpppeeettteeennnccceeeiiinnncccrrriiitttiiicccaaalllcccaaarrreeessseeettttttiiinnngggsss

Back,ChiYun
Dep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identifytheeffectsofsimulation-basedtraining
foradvancedcardiclifesupportonthecompetenceofnursesincriticalcaresettings.
Inthisstudy,anonequivalentcontrolpretest-posttestquasi-experimentaldesign
wasused.DatewerecollectedfromMay1toJune1,2006atonegeneralhospitalin
W city.Ofthe40nursesincriticalcaresettings,twentywereassignedtothe
experimentalgroupandtwentytothecontrolgroup.Nursesintheexperimental
groupreceivedsimulation-basedtrainingforadvancedcardiaclifesupport.The
collecteddatawerestatisticallyprocessedusingSPSSversion12.0forWindows,and
analyzedusingdescriptivestatistics,Χ

2test,t-test,pairedt-test,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s.Cronbach'αwasusedasatestforreliabilityoftheinstruments.

Theresultsaresummarizedasfollows:

1.Hypothesis1:"Nurseswhoreceivedsimulation-basedtrainingwouldhavemore
knowledgeofadvancedcardiaclifesupportthannurseswhoreceivedtraditional
training",wassupported(t=11.51,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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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ypothesis2:"Nurseswhoreceivedsimulation-basedtrainingwouldhavebetter
advancedcardiaclifesupportskillsthannurseswhoreceivedtraditionaltraining",
wassupported(t=2.38,p=.00).

Inconclusion,simulation-basedtrainingforadvancedcardiaclifesupportisan
effectivestrategyforincreasingthecompetenceofnursesinadvancedcardiaclife
supportincriticalcaresettings.

 
Keywords:simulation-basedtraining,competenceinadvancedcardiaclif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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