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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로 수
행되었다.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 24명과 대조군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자료수집은 2007
년 4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구성되며,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점수별로 짝짓기로 할당한 후 실험군에게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고 대조군에는 전통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종료 즉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소생술 지식의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

AHA,2005)에서 제시한 기본소생술에 관한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행기술의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BLS)체크리스트 평가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t-test,paired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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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험군
69.38±20.43점,대조군 76.25±21.33점(t=-0.658,p=0.531)이며,이론과 실습교
육 경험자는 실험군 82.86±10.86점,대조군 79.33±15.45점(t=0.705,p=0.487)으
로 두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 1가설은 유지되지 않아
교육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
험군 65.75±7.66점,대조군 46.88±13.48점(t=-3.442,p=0.004)이며,이론과 실
습 교육 경험자는 실험군 79.50±11.40점,대조군 62.13±11.44점(t=4.091,p=0.000)
으로 두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유지되어 교
육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대상자의 교육 전·후 비교
에서는 실험군에서 교육 전·후에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매우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대조군 역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
전·후 지식과 수행 기술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전통적인 교육 방
법보다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
법 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추가분석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육경험 및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하지만 교육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지식과 수행기술의 변화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실험군은 성별 및 기본소생술 교육을 받은 기간과 교육방법에서
영향이 있었고,대조군은 호흡곤란 경험 여부와 기본소생술 인지여부,기본
소생술 교육방법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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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무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시뮬레이션 교육,기본소생술 수행능력



-1-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의의의의의의

심정지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써 기본소생술의 중요성이 의료인이 아닌
응급환자 바로 옆에 있는 일반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각 응급의료기관,
소방서,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 등을 주관으로 응급처치법 및 기본
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은경,2006).이에반해 기본소생술
자격증 과정으로써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06년부터 일반인 대상 Heartsaver
CPR과 보건의료인 대상의 BLS-HealthcareforProvider과정을 단순 시뮬
레이터를 이용하여 표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디오 시청,포스터 사용,전화를 통한 교육,마네킹을 사용한 자가 학

습법,컴퓨터를 이용한 교육방법,시뮬레이션 기법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기본소생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Hamilton,2004),많은 연구 결과(Carter
etal.,1984;Edwardsetal.,1985;Mandeletal.,1987;Schlugeretal.1987)
비디오 시청과 포스터 사용,마네킹을 사용한 방법 등이 기본소생술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나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기본소생술을 직
접 실시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시뮬레이션 교육은 심정지와 같이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고 위험군의 경우 매우 유용한 교육방법이며
(Hamilton,2004),15년 이상 건강관리영역에 있어 교육도구로써 넓게 사용
되어 오고 있다(Bondetal.,2001;Cooperet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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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들의 의학적 실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강조하고(Monhan,
2002),많은 국외 연구 결과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율성을 지지하고 있
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여러 의과대학,응급구조과를 선두로 시뮬

레이션 교육을 도입하면서,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 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은 단순술기용 시뮬레이터,컴퓨터를 이용한 소
프트웨어 시뮬레이터(Micro-Sim)및 총체적인 시뮬레이터(Sim-man)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이영아,2005),효율적인 교육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마네킹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김지
희 외 2006)됨에 반해서 시뮬레이션 교육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진
행은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생술 교육에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지식과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기본
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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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생술 교육에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지식과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
육 프로그램 모델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이를 위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시뮬레이션 교육이 기본소생술 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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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배배배경경경

111...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교교교육육육

기본소생술은 1960년대 폐쇄식 흉부압박과 입 대 입 호흡이 심정지 대
상의 소생술에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Chellel,
1993;Foules1993),초기 기본소생술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만 선택하
여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생존가능성에 상관없이 모든 심정지 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그 결과 병원 내 소생술을 적용한 생존율을 보면 국외의
경우 19.9%이며(Hajbagheryetal,2005),국내는 15.2%(류진호,2001)로 낮
은 편이다.
이처럼 기본소생술 결과 생존율이 낮은 원인으로 환자의 고연령,심정

지시 목격자의 부재와 심정지 리듬(Benkendorfetal,1997),기본소생술 지
속 시간,심정지 후 기본소생술 시작 시간의 지연,간호사와 의사의 기본소
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부족이 제시되고 있다(O'
Donnell,1990;Wynne,1990).
초기 기본소생술 교육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하여 군인,경

찰,구급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이후 고위험군 영아의 부모,심장
질환 환자들의 가족과 친지 등 교육 요구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
본소생술 교육 효과가 인정되면서 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백
미례 외 2001).또한 선진국에서는 심장학회 등 전문 의료인들을 주축으로
적십자사,병원,학교 등에서 훈련된 강사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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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생술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특히 미국 적십자에서는 매년 1200만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미국 심장협회에
서도 매년 550만명 정도가 기본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박소현,2002).
백미례(2000)는 기본소생술 실습 교육시간의 확대와 1년 이내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였고,
강경희(1998)는 기본소생술 기술을 습득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잊어버리거나 변형되어가기 때문에 재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기술을 유지시
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미국심장협회와 세계 여러 나라의 협회에서 매 4~6년마다 기본소생술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을 제정하고 있어 기본소생술 교육도 새로운 지침에 따
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교육방법의 연구와 개선이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최혜경,2003).

222...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교교교육육육효효효과과과

1960년대 초 Kouwenhoven에 의해 소개된 기본소생술은 1966년 Safarand
Winchell에 의해 일반인에 대한 기본소생술 교육의 효과가 인정되면서 체
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이들이 실시한 조기의 기본소생술 교육은 강의
와 시범에 의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그 후 실습용 인형인 ResusciAnne
Ⓡ이 소개되면서 Self-TrainingSystem(STS)이 가능해졌으며,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최근에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기본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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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한정석 등(1999)은 간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정도가 교육
전에는 평균 49점이었으나,교육 후에는 64점으로 증가되었고,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교육 전에 평균 2.11점,교육 후는 3.64점으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그러나 기도유지,기도폐
쇄시 취해야할 행동,영유아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선 교육 후에 오히려 교
육전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고하였다.
권혜란(2000)의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실

태 조사에서,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보건계열
의 경우 51%,비보건계열의 경우 39.4%이고,심폐소생술이라는 용어를 알
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각각 5.2%,1.2%로 두
계열 모두 극히 일부 학생들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테스트 한 결과 보건계열(5.2%),비보건계열(1.6%)로
비보건계열 학생이 심폐소생술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Lam 등(2000)은 홍콩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 수행방법을 모르

기 때문에 목격자 심폐소생술 비율이 3%로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심폐
소생술 교육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2시간동안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전·후
로 질문지를 이용하였는데,정답률은 교육 전과 후에 20%에서 92%로 변화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또한 교육과정 후 참석자의 94%가 심폐소생술 수
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90%가 과정내용의 적절성과 가르치는 기술에
만족하였으며,대부분이 친구들에게 이 과정을 추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Kliegel등(2000)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심정지 생존자와 그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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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심정지 생존자 및 가족구성원들 101명
을 실험군,일반대중 94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1일 심폐소생술 교육 후에
실험군 96%,대조군 91%가 심정지 인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고,실험
군 79%,대조군 68%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스스로 심폐소생술 수행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심정지 생존자 및 가족구성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후 심폐소생술 수행의 두려움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은 등(2001)은 양호교사 175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생술 교육평가

연구에서 지식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교육 후에 최소 56
점,최대 92점으로 평균 73.36점이었고,심폐소생술 교육 후 문항의 정답률
은 의식 있는 영아의 기도폐쇄 처치법에서 정답률이 25.7%로 낮았으며,또
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점 척도에서 평균 2.58점
이었다.
Caro와 Kreisel(2001)는 AHA와 플로리다의 전문의 합동으로 6개의 대

도시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후,그 중 잭슨
빌 지역의 교육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보고
했다.2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전·후의 점수 비교 결과 집단 심
폐소생술 교육은 참석자의 심폐소생술 지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
고하였다.
이정은 등(2003)의 간호과와 비간호과 대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기본심

폐소생술 교육평가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후 흉부압박의 분당 횟수는
평균 92.8회,정확도는 평균 90.9%,폐환기 횟수는 9.9회 정확도는 79.3%,
오류 분석결과 위팽만(51.2%),환기부족(50.0%),환기과다(23.8%)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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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Ó 등(2006)은 바로셀로나에 227개의 공립 사립 중·고등학교에 기본소
생술(BasicLifeSupport,BLS)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소개되었
다.그리고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23개의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가 세 차례
발송하였다.그 결과 바로셀로나의 중·고교학교의 교장들은 82%가 기본소
생술 프로그램이 중·고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이론
수업(95%)과 실기수업(72%)은 병원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
답하였다.프로그램은 3~4학년(96%)때가 가장 적절하며,교육시간은 4시
간(96%)이상을 넘으면 안된다고 응답하였고,기본소생술 교육을 받은 교
사보다는 건강관리제공자(Healthcare forProvider)가 이론(77%)과 실기
(97%)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하였다.바르셀로나의 중·고교는 학생
들을 위해 기본소생술을 포함시키는데 높은 관심이 있었다.학교나 교장들
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청소년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장들은 기본소생술 프로그램은 3~4학년에,5시간 이내,1주일 내에 이루
어져야 한다고 조언하였다.더욱이,과정은 건강관리제공자에 의해 학교에
서 시행되어야 하며,무엇보다도 학생이나 학교 모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였다.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생술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기본소생술을 가르
치는 것이며,현재 연구에서 교장들은 그들이 기본소생술을 제공하는데 높
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였다.다른 국가의 저자들이
문화와 교육제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정도로 학생들의 기본소생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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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교교교육육육효효효과과과

시뮬레이션 교육의 주요 장점은(Kneebone,2003)첫째,교육 일정 조정
이 용이하며 둘째,교육 환경이 안전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수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용납되거나 교육 목표에 따라 조장
될 수 있으며 섯째,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넷째,디지털 형태의 즉각적인 디브리핑이 가능하므로 개
인의 학습은 물론 단체 학습에도 효과적이다.또한 여러 분야의 의료 종사
자들에게 팀 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하는 법을 익
히고 조직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팀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이 적용된 연구로 Wadas(1999)는 37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4시간의 시뮬레이션 심정지 교육을 준 후 대상자들의 수행기술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증진되며 실제 심정지 상황에 대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Wayne등(2005)은 내과의사 38명에게
2~4시간의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후 심정지 리듬에 대한 수행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이영아(2005)는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15주 동안 기

본소생술 S-PBL(Simulation-Problem BasedLearning)학습과정을 마친 후
S-PBL교육 패키지의 적용 후 평가에서 전반적 학습정도에 대한 학생 스
스로의 평가는 평균 3.75점이었고 응급처치술로써 기본소생술에 대해서
4.15점이 가정 높았으며,정보통합 및 활용 3.84점,그룹활동 3.70점,이론중
심의 학습내용 3.60점,상황분석 능력 3.59점 순으로 나타나 임상 실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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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실시 기회가 부족한 교육 현실에서 다양한 응급환자 발생시 현
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으로 보고하고 있고,백지윤(2006)은 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
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실험군에는 시뮬레이션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대조군에는 전통적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을 실시하여 전문소생술 지식 및 수행능력에서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 시
뮬레이션 교육방법에서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시뮬레이션 교
육이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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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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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본연구의연구설계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E1 X1 E2

대조군 C1 X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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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표표표집집집전전전략략략

연구 대상자는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소재한 C
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학생 전체의 수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보건계
열의 응급구조과,작업치료과,병원경영과 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선정하
였으며,응급구조과,작업치료과 및 병원경영과 1학년 학생 120명 중 본 연
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 총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처치 전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을 조
사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간격으로 그룹화하여 같은 범위 내 대상
자를 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짝짓기 표집추출 방법으로 실험군 24명,
대조군 2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표본으로 선정된 두 집단을 가지고
실험처치 후 사후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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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t-testt-testt-testt-test

                                                                                                                            

                                                                                                                            

    

                                                                                                

                        

                paired paired paired paired t-testt-testt-testt-test                                                    t-test, t-test, t-test, t-test, ANOVAANOVAANOVAANOVA

                                                                                                                                                                                                                    

<그림2>연구의 틀

실실실험험험군군군 대대대조조조군군군

사사사전전전조조조사사사
�일반적 특성
�지식 측정
�수행 술기

근근근접접접 모모모집집집단단단

사사사후후후조조조사사사
�지식 측정

�수행 술기

시뮬레이션 교육 전통적 교육

�조별 전체 강의
�시뮬레이션 강의실
�교육생 : 실습장비
  (3 : 1) 비율
�이론과 실습 동시
  진행
�디브리핑

�개인별 전체 강의
�일반 강의실
�교육생 : 실습장비
  (다수 : 1) 비율
�이론교육 후 실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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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가가가설설설

첫째,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
소생술 지식점수가 높을 것이다.

둘째,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
소생술 수행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

555...연연연구구구의의의 중중중재재재

가가가...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BBBLLLSSS)))교교교육육육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BLS)교육은
BLS-HealthCareforProvider(AHA,2005Guidelines)교육 프로그램을 바
탕으로 단순 시뮬레이터(ResusciAnneⓇ)등을 이용하여 교육생 및 교육장
비 비율을 3:1로 하여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 및 실습하는(PracticeWhile
Watching,PWW)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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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 용

구분 이 론 실 습

시간 100분 140분

교육
내용

�기본소생술 개요
�성인 기본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영아 심폐소생술
�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성인/소아 1인 심폐소생술
시나리오 실습

�2인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시나리오 실습

�1인/2인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
시나리오 실습

교육
방법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교육내용 유인물

�ResusciAnneⓇ 마네킹(성인)
�ResusciChildⓇ 마네킹(소아)
�ResusciBabyⓇ 마네킹(영아)
�AED Trainer(자동제세동기)
�시뮬레이션 환경을 갖춘 실습실
에서 실습

�성인/소아/영아 심정지 시나리오
에서의 처치시범

�3인 1조로 그룹 실습
�실습장비 및 교육생 비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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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전전전통통통적적적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BBBLLLSSS)))교교교육육육

본 연구에서 전통적인 기본소생술 교육은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
BLS)을 2005Guideline(AHA)을 바탕으로 이론 강의를 먼저 실시하고,마네
킹 ResusciAnneⓇ 등을 이용하여 교육생 및 장비 실습비율(다수:1)로 실
습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표-2.전통적 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 용

구분 이론 실습

시간 100분 140분

교육
내용

�기본소생술 개요
�성인 심폐소생술
�소아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영아 심폐소생술
�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성인/소아 1인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소아 2인 심폐소생술
�성인/소아 기도폐쇄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실습
�1인/2인 영아 심폐소생술 실습
�영아 기도폐쇄 실습

교육
방법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교육내용 유인물

�ResusciAnneⓇ 마네킹(성인)
�ResusciChildⓇ 마네킹(소아)
�ResusciBabyⓇ 마네킹(영아)
�AED Trainer(자동제세동기)
�이론근거의 단순 실습
�일반 강의실
�강사 진행에 맞추어 개인 실습
�실습장비 및 교육생 비 (1: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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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BLS)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구조를 요청하고 기도를 유지하며 인공호흡과 인공
순환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말한다.기본 소생술의 목적은 환
자 발생을 응급의료체계에 알려 전문 소생술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하고,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시도하여 환자의 심박동이 회복될 때까지 뇌
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American HeartAssociation,2005)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Two Rescue CPR & AED,Two
InfantCPR,OneRescueCPR에 대한 시나리오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수행기술로써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BLS)에 대한 SkillTest
(Check List)를 바탕으로 하여 측정한 점수(American HeartAssociation,
2005)를 의미한다.

라라라...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중중중재재재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기본소생술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기본소생술 프로그
램에 대한 문헌고찰과 C대학 시뮬레이션 센터 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의 초안을 작성하였다.1차 작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BLS-Instructor2명
에게 초안을 검토받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중재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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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forProvider(AHA,2005Guidelines)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
로,심폐소생술 교육시간은 보통 4시간부터 8시간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나
대부분 4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최혜경,2003),교육방법은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하거나 실습하는 방법(PracticeWhileWatching,PW
W)으로 학생이 모니터의 강사를 보고 강사가 하는 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방식이다.여기에 BLS-HealthCareforProvider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축소화하여 진행하되 필기 및 실기의 평가는 BLS-HealthCareforProvider
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기본소생술(BasicLifeSupport,BLS)평가시 사용할 프로토콜은 미국심장

협회(AHA)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평가하되,술기 평가는 ResusciAnneⓇ

(Laerdal, Norway)마네킹과, AED (Laerdal, Norway), BVM, Pocket
Mask(Laerdal,Norway)장비를 바탕으로 성인/소아 1인 심폐소생술 체크리
스트,성인 2인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AED)술기 체크리스트,영아 1
인/2인 심폐소생술 술기 체크리스트로 미국심장협회(AHA,2005Guidelines)
에서 제시하는 술기 체크리스트를 연구자가 연구틀에 맞추어 응급구조과
교수 2인,BLS-Instructor2인에게 검토받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육장소는 BLS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한 제주도 C대학 BLS시뮬레

이션 실습실을 사용하였으며,교육방법은 LCD를 이용한 시청각 기자재 및
교육 내용 유인물을 준비하고 실습에 사용되는 마네킹과 각각의 실습평가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
실험 처치는 이중차단 장치(DoubleBlindMethod)를 고려하여 교육강

사는 BLS-InstructorCerification을 소지하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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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 2종과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및 교육 관련 9문항,기본소생술 지식
측정과 관련된 20문항으로 구성하고,수행기술 체크리스트는 성인/소아 1
인 심폐소생술 11문항,성인 2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11문
항,영아 1인 및 2인 심폐소생술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가가가...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지지지식식식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는 미국심장협회AHA(2005,Guidelines)
가제시한 BasicLifeSupportforHealthcareProviderspretest(이론)및 기
본소생술 핵심 술기 평가 체크리스트(실기)지식측정도구를 연구자가 한국
의 상황에 맞게 번역하여 수정,보완하였다.번역된 질문지는 응급구조과
교수 2인과 BLS-Instructor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하였고,작성된 질
문지를 가지고 보건계열 학생 6인에게 문장의 이해,어휘,질문지 작성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순서와 몇 개의
어휘를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로 하였다.측정방법은 객관식 5지선다형 시
험지를 이용하였다.또한 정답의 추측을 막기 위하여 각 문제의 보기에 ‘모
르겠다‘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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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수수수행행행기기기술술술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 수행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기
본소생술(AHA,2005Guidelines)을 근거로 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도구개발 과정은 1차적으로 연구자가 BLS-Health
CareforProvidercourse심폐소생술 핵심 술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
으로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작성된 도구는 응급구조과
교수 2인과 BLS-Instructor2인에게 내용을 검토 받은 후 시뮬레이션 교육
의 효과로써 통합력 항목을 삽입하는 등 수정,보완을 하였다.2차적으로
수정된 도구를 제주도내 C대학의 기본소생술 과목을 이수한 응급구조과 3
학년 학생 6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인의 모의 관찰자 간 수행기술
측정 체크리스트 문항 간에 일치도가 낮은 항목에 대하여 문항을 수정,보
완해 가면서 관찰자간 측정 일치도가 98% 이상 될 때까지 반복 측정하면
서 문항 문구를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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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지식과 수행기술 도구의 문항 수
및 점수범위

수행능력 문항수 점수범위

이론적 지식

총점 20 0~20

환자평가 3 0~3

기도유지 3 0~3

순 환 3 0~3

호 흡 3 0~3

제세동 3 0~3

기도폐쇄 3 0~3

통합력 2 0~2

수행기술

총점 37 0~74

성인/소아 1인 심폐소생술 10 0~20

성인 2인 심폐소생술 +
자동제세동기(AED) 10 0~20

영아 1인 및 2인
심폐소생술 14 0~28

통합력 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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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연연연구구구진진진행행행절절절차차차

가가가...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예비조사는 2007년 4월 16일에서 4월 20일까지 제주도 소재 C대학의
기본소생술 과목을 이수하고,임상 실습을 경험한 응급구조과 3학년 학생
6명에게 실시하였다.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과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 도구,기본소생술에 대한 수행기술 측정도구
등의 가능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나나나...본본본 조조조사사사 절절절차차차

본 조사 기간은 2007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사기간을 잡고,
제주도 C대학 보건계열 응급구조과,작업치료과 및 병원경영과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실험군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일

반적 특성과 기본소생술 지식 측정 질문지를 30분간 측정하고,수행기술
측정은 기본소생술 시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험의 확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개인별로 시나리오 순서를 바꾸어서 2인 1조의 관찰자가 측정하
였다.기본소생술은 마네킹 ResusciAnneⓇ(Laerdal,노르웨이)등을 사용하
였다.사전조사를 한 후 기본소생술 교육을 <표-1>에 따라 실시하였다.사
후 조사는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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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서는 실험군과 동일하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연구 진행 절차 설명 후 일반적 사항과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 사전
조사를 실험군과 똑같이 실시하였다.학교에서 기존에 기본소생술 교육에
적용해 온 방법대로 이론 교육과 기본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기본교육을 제공한 후 바로 사후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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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
며,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여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하였다.

2)교육전 사전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3)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의 차이는 t-test로 검
증하였다.

4)실험군과 대조군의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는 pairedt-test로 분석하였다.

5)가설검증 이외에 추가분석으로 일반적 특성과 교육 경험에 따른 기
본 소생술 수행능력의 관계 분석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
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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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동동동질질질성성성검검검증증증

가가가...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표-4>와 같다.연구 대상
자는 실험군 24명,대조군 24명으로 총 48명이었다.연령은 실험군 남자 평
균 21.82±3.97세,여자 평균 20.00±0.00세이며,대조군 남자 평균 20.36±1.13,
여자 평균 20.00±0.00세였다.
성별은 실험군 남자 17명(70.8%),여자 7명(29.2%)이며,대조군 남자 22

명(91.7%),여자 2명(8.3%)이었다.
종교는 실험군 기타 12명(50.0%),불교 5명(20.8%),천주교 4명(16.7%),

기독교 3명(12.5%)순이며,대조군은 기타 12명(50.0%),불교 6명(25.0%),천
주교 3명(12.5%),기독교 3명(12.5%)순이었다.
졸업고교는 실험군 인문계 졸업 14명(58.3%),실업계 졸업 10명(41.7%),

기타 0명(0.0%)이었으며,대조군 인문계 졸업 14명(58.3%),실업계 졸업이 9
명(37.5%),기타 1명(4.2%)이었다.
입원경험은 실험군 있다-9명(37.5%),없다-15명(62.5%)이며,대조군 있다

-9명(37.5%),없다-15명(62.5%)이었다.
가족중 심장병 경험자 유무는 실험군 있다-1명(4.2%)이며,없다-23명

(95.8%)이었으며,대조군 있다-0명(0.0%)이며,없다-24명(100%)이었다.
가족중 호흡곤란 경험자 유무는 실험군 있다-0명(0.0%),없다-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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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며,대조군 있다-2명(8.3%),없다-22명(91.7%)이었다.
BLS인지 여부는 실험군 잘 알고 있다-2명(8.3%),조금 알고 있다-19명

(79.2%),잘 모른다-3명(12.5%)전혀 모른다-0명(0.0%)이며,대조군 잘 알고
있다-1명(4.2%),조금 알고 있다-20명(83.3%),잘 모른다-3명(12.5%)전혀 모
른다-0명(0.0%)이었다.
BLS교육경험 여부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가 배운적이 있다고 답하였으

며,BLS교육 방법은 실험군 이론교육 8명(33.3%),실습 1명(4.2%),이론과
실습 14명(58.5%),기타 1명(4.2%)이며,대조군 이론교육 8명(33.3%),실습 1
명(4.2%),이론과 실습 15명(62.5%)이었으며,기간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가
1개월 미만 12명(50.0%),2개월 미만 9명(37.5%),5개월 미만 1명(4.2%),24
개월 미만 1명(4.2%),72개월 미만 1명(4.2%)으로 두군 모두 교육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연령,성별,종교,고등학교 계열,입원여부,가족중

심장병 유무,호흡곤란 질환 유무,기본소생술 인지 여부,기본소생술 교육
경험,기본소생술 교육 방법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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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증
(N=48)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실실실험험험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대대조조조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연연연령령령
남 21.8(3.97) 20.4(1.13) 14.23 0.001

여 20.0(0.00) 20.0(0.00) -
BBBLLLSSS는는는 평평평균균균 몇몇몇 개개개월월월
전전전에에에 배배배웠웠웠는는는가가가 2.71(3.63) 5.46(14.91) 3.349 0.074

NNN(((%%%))) NNN(((%%%)))

성성성별별별 남 17(70.8) 22(91.7)
여 7(29.2) 2(8.3)

종종종교교교

기독교 3(12.5) 3(12.5)
불교 5(20.8) 6(25.0)
천주교 4(16.7) 3(12.5)
기타 12(50.0) 12(50.0)

졸졸졸업업업 고고고교교교
인문계 14(58.3) 14(58.3)
실업계 10(41.7) 9(37.5)
기타 - 1(4.2)

입입입원원원경경경험험험 있다 6(25.0) 9(37.5)
없다 17(75.0) 15(62.5)

가가가족족족중중중 심심심장장장병병병 경경경험험험자자자 여여여부부부 있다 1(4.2) -
없다 23(95.8) 24(100.0)

가가가족족족중중중 호호호흡흡흡곤곤곤란란란 경경경험험험자자자
여여여부부부

있다 0(0.0) 2(8.3)
없다 24(100.0) 22(91.7)

BBBLLLSSS인인인지지지 여여여부부부
잘 알고 있다 2(8.3) 1(4.2)
조금알고 있다 19(79.2) 20(83.3)
잘 모른다 3(12.5) 3(12.5)

BBBLLLSSS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 여여여부부부 있다 24(100.0) 24(100.0)
없다 - -

BBBLLLSSS교교교육육육 방방방법법법

이론 8(33.3) 8(33.3)
실습 1(4.2) 1(4.2)
이론과 실습 14(58.3) 15(62.5)
기타 1(4.2) -

계계계 24(100.0) 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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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대상자의 중재 전 기본소생술 지식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표-5>
와 같았다.대상자의 4가지 BasicLifeSupport(BLS,기본소생술)교육 경험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이중 실기 및 기타라는 교
육 경험자 수가 1명 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이론 교육 경
험자와 이론과 실습 교육 경험자를 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기본소생술 지식 점수는 실험군 33.98±18.60점,

대조군 50.63±12.37점이며,이론과 실습 교육 경험자는 실험군 67.14±18.60
점,대조군 66.00±14.41점이었다.두 군 간에 기본소생술 지식에 대한 동질
성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5.대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의 동질성 검증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구구구 분분분 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 실실실험험험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대대조조조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지지지식식식

이이이 론론론 33.98(18.60) 50.63(12.37) -1.424 0.176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67.14(13.82) 66.00(14.41) 0.218 0.829

기기기 타타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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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기기기술술술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대상자의 중재 전 기본소생술 지식 정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표-6>
과 같다.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의 점수는 실험군
25.00±5.732점,대조군 21.38±10.32점이며,이론과 실습 교육 경험자는 실험
군 30.86±5.40점,대조군 33.47±8.49점이었다.두 부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에서 두 군 간에 동질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6.대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의 동질성 검증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구구구 분분분 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 실실실험험험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대대조조조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수수수행행행
기기기술술술

이이이 론론론 25.00(5.732) 21.38(10.32) 0.868 0.400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30.86(5.40) 33.47(8.49) -0.979 0.336

기기기 타타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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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가가가...제제제 111가가가설설설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교교교육육육을을을 받받받은은은 군군군은은은 전전전통통통적적적 교교교육육육을을을 받받받은은은 군군군
보보보다다다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지지지식식식점점점수수수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 1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전통적
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기본소생술 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
다.대상자의 지식에 대한 점수는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험군 69.38±20.4
3점,대조군 76.25±21.33점(t=-0.658,p=0.531)이며,이론과 실습 경험자는 실
험군 82.86±10.86점,대조군 79.33±15.45점(t=0.705,p=0.487)으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제 1가설은 유지되지 못하
고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대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차이 검증

구구구 분분분 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 실실실험험험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대대조조조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지지지식식식

이이이 론론론 69.38(20.43) 76.25(21.33) -0.658 0.521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82.86(10.86) 79.33(15.45) 0.705 0.487

기기기 타타타 - - - -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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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제제제 222가가가설설설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교교교육육육을을을 받받받은은은 군군군은은은 전전전통통통적적적 교교교육육육을을을 받받받은은은 군군군
보보보다다다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기기기술술술 점점점수수수가가가 높높높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전통적
교육을 받은 대조군의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8>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수행 기술에 대한 점수는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

험군 65.75±7.66점,대조군 46.88±13.48점(t=-3.442,p=0.004)이며,이론과 실
습 경험자는 실험군 79.50±11.40점,대조군 62.13±11.44점(t=4.091,p=0.000)
으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
은 실험군은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 수행기술에 대한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제 2가설은 유지되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대상자의기본소생술수행기술차이검증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구구구 분분분 실실실험험험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대대대조조조군군군(((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수수수행행행
기기기술술술

이이이 론론론 65.75(7.66) 46.88(13.48) 3.442 0.004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79.50(11.40) 62.13(11.44) 4.091 0.000

기기기 타타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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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교교교육육육 전전전,,,교교교육육육 후후후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변변변화화화

실험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9>와 같다.실험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
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식과 수행기술 모두가
매우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표-9.실험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 변화

구구구 분분분 사사사전전전(((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사사사후후후(((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지지지식식식
(((BBBLLLSSS)))

이이이 론론론 39.38(16.60) 69.38(20.43) 6.481 0.000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67.14(13.82) 82.86(10.86) 5.312 0.000
기기기 타타타 - - - -

기기기술술술
(((BBBLLLSSS)))

이이이 론론론 25.00(5.732) 65.75(7.66) 15.737 0.000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30.86(5.40) 79.50(11.40) 17.109 0.000
기기기 타타타 - - - -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대조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10>과 같다.대조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
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수행기술 모두에게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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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대조군에서 교육 전,교육 후 기본소생술의 지식과 수행기술 변화

구구구 분분분 사사사전전전(((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사사사후후후(((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값값값 PPP

지지지식식식
(((BBBLLLSSS)))

이이이 론론론 50.63(12.37) 76.25(21.33) 4.621 0.002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66.00(14.41) 79.33(15.45) 3.630 0.003

기기기 타타타 - - - -

기기기술술술
(((BBBLLLSSS)))

이이이 론론론 21.38(10.32) 46.88(13.48) 5.856 0.001

실실실 습습습 - - - -

이이이론론론과과과 실실실습습습 33.47(8.49) 62.13(11.44) 7.657 0.000

기기기 타타타 - - - -

*실습 및 기타 경험자는 N=1또는 그 이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함.

333...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에에에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가설 검증 이외에 추가분석으로 대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
능력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경험에 따른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의 관계 분석
과,대상자의 지식과 수행기술 기본소생술 교육 점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가가...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교교교육육육경경경험험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관관관계계계분분분석석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육경험 및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소생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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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에 따라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일반적 특성과 교육경험에 따른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경험에 따른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관계분석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식식식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수수수행행행기기기술술술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ttt///FFF값값값 PPP

성성성별별별 남 80.90(15.59)
2.083 0.043

67.54(16.39)
1.661 0.103

여 68.89(15.56) 57.89(11.94)
졸졸졸업업업 고고고교교교 인문계 83.21(12.26)

2.119 0.040
66.46(17.20)

0.009 0.993
실업계 73.95(17.76) 66.42(12.65)

BBBLLLSSS인인인지지지
여여여부부부

잘 알고 있다 68.33(12.58)
3.389 0.043

76.00(15.52)
0.662 0.521조금알고 있다 81.41(14.27) 64.90(16.70)

잘 모른다 65.83(22.67) 66.00(10.95)

BBBLLLSSS교교교육육육
내내내용용용

이론 72.81(20.49)

1.192 0.324

56.31(14.39)

3.906 0.015
실습 85.00(7.07) 61.50(26.16)
이론과 실습 81.03(13.21) 70.52(14.27)
기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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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실실실험험험군군군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교교교육육육 전전전···후후후 점점점수수수차차차 분분분석석석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점수차 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기본소생술 지식 점수의 경우 BLS를 몇 개월전에
배웠는지(F=3.845,p=0.05)와 BLS의 교육 방법(F=3.993,p=0.05)에 따라 신
뢰수준 α=0.05이하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BLS교육을 받은 기간과 교육
방법에서 기본소생술 지식점수의 교육 전·후 점수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본소생술 술기 점수의 경우는 성별(F=2.814,p=0.01)및 BLS를 몇 개

월전에 배웠는지(F=6.636,p=0.01)가 신뢰수준 α=0.01이하로 유의하게 차
이를 보여 성별 및 BLS교육을 받은 기간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에 교육
전·후 점수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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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점수차 분석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식식식차차차(((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FFF///ttt 술술술기기기차차차(((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FFF///ttt

성별
남 17.1(13.31)

-1.287
49.7(8.98)

2.814**
여 25.0(14.72) 38.6(8.14)

BLS를 평균 몇
개월 전에 배웠
는가

1개월전
2개월전
3개월전 이상

15.0(14.31)
28.3(10.60)
11.3(10.30)

3.845*
43.0(9.39)
44.7(9.07)
59.8(2.98)

6.636**

종교

기독교 26.7(15.27)

0.350

42.3(4.61)

0.179불교 16.0(8.21) 53.2(6.79)
천주교 20.0(21.21) 39.2(8.84)
기타 18.7(14.00) 47.0(11.06)

졸업 고교
인문계 23.9(14.43)

4.067
46.9(10.44)

0.085실업계 13.0(10.85) 45.7(9.83)
기타 - -

입원경험
있다 19.1(7.36)

-0.41
51.7(7.58)

1.528
없다 19.4(15.70) 44.7(10.26)

가족중 심장병
경험자 여부

있다 5.0(.) 32.0(.)
없다 20(13.89) 47.0(9.72)

가족중 호흡곤란
경험자 여부

있다 . .
없다 19.4(13.93) 46.4(9.95)

BLS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 10.0(.)

2.837
48.0(15.55)

0.108조금알고 있다 17.9(12.61) 46.6(10.04)
잘 모른다 35.0(18.02) 44.0(10.39)

BLS교육경험
여부

있다 19.4(13.94) 46.4(9.99)
없다 - -

BLS교육 방법

이론 30.0(13.09)

3.993*
40.7(7.32)

1.629실습 - -
이론과 실습 15.7(11.06) 48.6(10.63)
기타 5.0(.) -

계 24(100.0) 24(100.0)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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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교교교육육육 전전전···후후후 점점점수수수차차차 분분분석석석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점수차 분석의 결과는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기본소생술 지식 점수의 경우 가족중 호흡곤란 경
험유무(t=3.539,p=0.05)와 BLS인지 여부(F=3.849,p=0.05)에 따라 신뢰수준
α=0.05이하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가족중 호흡곤란 경험유무와 BLS인
지 여부가 기본소생술 지식점수의 교육 전·후 점수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본소생술 술기 점수의 경우는 BLS의 교육 내용(F=4.905,p=0.01)에 따

라 신뢰수준 α=0.01이하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BLS의 교육 내용에 따
라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점수의 교육 전·후 점수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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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점수차 분석

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지지지식식식차차차(((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FFF///ttt 술술술기기기차차차(((nnn===222444)))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FFF///ttt

성별
남 20.2(17.42)

1.011
27.5(13.50)

0.942
여 7.5(3.53) 26.0(15.55)

BLS는 평균 몇
개월 전에 배웠
는가

1개월전
2개월전
3개월전 이상

15.4(12.51)
20.0(19.52)
31.6(25.16)

1.119
26.5(13.24)
29.2(13.58)
25.3(17.61)

0.137

종교

기독교 31.7(23.62)

0.583

19.3(12.34)

0.997불교 17.5(9.35) 22.8(15.34)
천주교 16.7(5.77) 27.7(8.08)
기타 17.5(20.28) 31.5(13.26)

졸업 고교
인문계 17.5(18.63)

0.661
27.2(15.34)

0.447실업계 23.3(14.79) 29.0(10.24)
기타 - -

입원경험
있다 17.7(17.15) -0.303 24.8(13.26) -0.733없다 20.0(17.52) 28.9(13.55)

가족중 심장병
경험자 여부

있다 - -
없다 19.2(17.04) 27.4(13.31

가족중 호흡곤란
경험자 여부

있다 52.5(3.53)
3.539*

28.0(7.07)
0.068

없다 16.1(14.22) 27.3(13.48)

BLS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 -20.0(.)

3.849*
32.0(.)

0.078조금알고 있다 19.7(15.85) 26.9(13.48)
잘 모른다 28.3(7.63) 28.7(17.24)

BLS교육경험
여부

있다 19.2(17.04) 27.4(13.3)
없다 - -

BLS교육 방법

이론 25.6(15.68)

4.905**

25.5(12.31)

0.190실습 - 23.0(.)
이론과 실습 13.3(14.22) 28.7(14.5)
기타 - -

계 24(100.0) 24(100.0)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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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교육과
전통적 교육 모두가 지식능력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긍정
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에는
두 군 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 시뮬
레이션 교육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대상자의 교육 전·후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 교육 전·후에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매우 유의한 변
화가 있었고,대조군 역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교육 전·후 지식과 수행 기술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통
적인 교육 방법보다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을 향상
시키는 교육방법 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본소생술 교육 방법과의 효과 차이를 보기위해

실험군에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하고,대조군에는 전통적인 교육을 실
시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교
육임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비

교 평가가 어렵지만,시뮬레이션 교육방법에서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에 효
과가 있음을 보였는데,Wadas(1999)는 간호사 37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
션 심정지 교육을 4시간 한 후에 간호사들의 수행기술과 자신감이 향상되
고,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기록을 수행하는 능력이 95% 향상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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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Wayne등(2005)은 38명 2년차 내과의사들을 대상으로 4명이 한 조
를 이루어 2~4시간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후 전문심장소생술 수행기술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그리고 이영아(2005)는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
으로 1학기 15주 동안 기본소생술 S-PBL(Simulation-Problem Based
Learning)학습과정을 마친 후 교육패키지 적용 후 평가에서 응급처치술로
써 기본소생술에 대해서 4.15점이 가장 높았으며,백지윤(2006)은 병원 중
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뮬
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전문소생술 지식 및 수행능력에서 전통적인 교육방법보다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에서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시뮬레이션 교육이 효과적이
었음을 보고하였는데,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여 시뮬
레이션 교육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교육과 함께 기본소생술 마네킹과 제세동기를 이용

한 기존의 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하는 것도 고
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일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생만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둘째,보건계
열 응급구조과,병원경영과,작업치료과와 같은 영역 내에서 재학중인 학생
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할당하여 이중차단(double-blind)실험을 하
였으나 실험의 확산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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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비보건계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행기술 도구를 반복 사용함으로써,수행기

술 능력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섯째,시뮬레이션 교육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실제 임상 상황 구현

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의 개발 및 이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이 필요하다.
넷째,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수준별로 그룹화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

법 등을 차별화하는 시뮬레이션 교육방법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현장에서의

유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봄으로써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기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보건계열 학생을 대상
으로 한 교육중재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국내에서 최초로 보건계
열 대학으로 기본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기존 교육방법보다 교육 효과에서 한 단계 진보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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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로 수
행되었다.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의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 24명과 대조군 24명으로 구성하였다.자료수집은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구성되며,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평
가를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점수별로 짝짓기로 할당한 후 실험군에게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고 대조군에는 전통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종료 즉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소생술 지식의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AmericanHeartAssociation,

AHA,2005)에서 제시한 기본소생술에 관한 지식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행기술의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BLS)체크리스트 평가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수행기술 측정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WIN 12.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으며 실수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로 t-test,paired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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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험군
69.38±20.43점,대조군 76.25±21.33점(t=-0.658,p=0.531)이며,이론과 실습교
육 경험자는 실험군 82.86±10.86점,대조군 79.33±15.45점 (t=0.705,p=0.487)
으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 1가설은 유지되지
않아 교육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이론 교육 경험자에서 실
험군 65.75±7.66점,대조군 46.88±13.48점(t=-3.442,p=0.004)이며,이론과 실
습 교육 경험자는 실험군 79.50±11.40점,대조군 62.13±11.44점(t=4.091,p=0.000)
으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유지되어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대상자의 교육 전·후 비
교에서는 실험군에서 교육 전·후에 지식과 수행기술에서 매우 유의한 변화
가 있었고,대조군 역시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교
육 전·후 지식과 수행 기술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전통적인 교육
방법보다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이 기본소생술 수행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법 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추가분석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교육경험 및 교육 내용에 따라 기

본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하지만 교육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후 지식과 수행기술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성별 및 기본소생술 교육을 받은 기간과 교육방법에서 영향
이 있었고,대조군은 호흡곤란 경험 여부와 기본소생술 인지여부,기본소생
술 교육방법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군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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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교육을 받은 군보다 기본소생술 수행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시뮬레이션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무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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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교교교육육육이이이 보보보건건건계계계열열열 학학학생생생의의의 BLS BLS BLS BLS 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연 구 자 : 고 종 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학과 5학기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 전후의 보건계열 학생의 수행능력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본 연구는 귀하의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기술을 사전조사한 후에 기본소
생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제공되며 그 후에 다시 사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질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진행 과정에
서 수집한 자료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 연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는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연구 대상자의 서명>

부록 2.

※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

 귀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하거나 기록해 주십시오 .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 .

이에 본인은 연구자가 시뮬레이션 기본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설
명을 들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날짜 : 2007년 월 일
                                               서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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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지지지식식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하거나 기록해 주십시오.

1.당신의 연령은?( )
2.당신의 성별은?□1)남 □2)여
3.당신의 종교는?
□1)기독교 □2)불교 □3)천주교 □4)기타( )
4.당신의 졸업한 고등학교 계열 여부?
□1)인문계 □2)실업계 □3)기타( )
5.건강문제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까?□1)있다 □2)없다
6.가족(직계가족)중에 심장병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7.가족(직계가족)중에 호흡곤란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8.BLS(기본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잘 알고 있다 □2)조금 알고 있다 □3)잘 모른다 □4)전혀 모른다
9.BLS(기본소생술)에 대해 배운적이 있습니까?
□1)예(9-1로) □2)없다
9-1.배웠다면 다음 중 어떠한 교육이었습니까?
□1)이론 □2)실습 □3)이론과 실습 □4)기타( )
9-2.배웠다면 언제 배웠습니까?(:______개월 전,혹은 ______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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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 각 문항을 읽
고 정답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오니 추측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른다 ’에 ∨ 표시하시고 항목이 누
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1. 당신은 쓰러진 성인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
   습니다 .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 의식이 없는지 확인한다 .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

b. 119에 전화한다 . 그리고 구급대원 지시를 받기 위해 나가서 기다린다 .  

c. 혀와 턱을 받친 채로 기도를 열고 두 손가락을 움직여 음식이 기도를
    막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d. 1분간 심폐 기능 소생 작업을 거친 후 , 119에 전화한다 .

e. 모르겠다 .

2. 영아에서 흉부압박 시의 적절한 속도는 ? 

a. 분당 30회 압박
b. 분당 50회 압박
c. 분당 100회 압박 *

d. 분당 120회 압박
e. 모르겠다 .

3. 성인에 대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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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 

a.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 적절한 호흡이 있을때
b. 환자의 맥박이 있으나 , 호흡곤란이 있을때
c. 환자의 반응이 없고 , 호흡이 없으며 , 맥박이 없을때 *

d. 환자의 반응이 있으며 , 가슴통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할 때
e. 모르겠다 .

4. 외상의 흔적과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기도유지 방법은 ? 

a.환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하악골을 잡은 후 들어 올린다 .

  (tongue-jaw lift).

b.턱밀어올리기 (jaw thrust)방법을 사용한다 .

c.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headtilt-chinlift)방법을 사용한다 . *

d.턱들어올리기 (chinlift)방법을 사용한다 .

e.모르겠다 .

5.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 환자의 코나 입으로 나오
는 공기의 흐름을 듣고 느끼는것 외에 무엇을 통해 호흡확인을 하는가 ? 

a. 기도를 무언가가 막고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입을 들여다 보는 것 .

b. 환자가 숨을 쉬도록 자극하기 위해 어깨를 흔들거나 가볍게 두드려 보는 것 .

c. 동공을 확인해 보는 것 .

d. 환자가 숨을 쉬면서 가슴이 올라오거나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 . *

e.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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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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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구조호흡 2회를 시행하는데 가슴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 . 그 다음으로
   해야될 처치는 ? 

a. 가슴이 움직임이 있을때 까지 계속 공기를 불어 넣는다 . 

b. 다시한번 기도유지를 유지하고 호흡을 불어넣는다 . *

c. 약 5-6초에 한번간격으로 호흡을 유지한다 .  

d. 약 6-7초에 한번간격으로 호흡을 유지한다 .

e. 모르겠다 .

8. 3살 된 어린이가 병원 내의 놀이방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여
   러 차례 기침을 하면서 얼굴 피부색의 퍼런빛을 띠고 있다 . 이러한 증
   상의 가장 적절한 원인은 무엇인가 ?  

a. 심각한 천식이 야기한 기도의 팽창
b. 완전한 기도폐쇄 장애에 의한 부적절한 공기 순환 *

c. 감염되고 팽창된 목청
d. 머리 부상 가능성으로 인한 발작
e.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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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신과 또 다른 구조자가 함께 성인 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함께 하고
   있다 .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a. 다른 구조자가 2분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 당신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계속 시행한다 .  

b. 당신은 인공호흡을 하고 , 다른 구조자는 흉부압박을 한다 . *  

c. 당신은 소생술을 중지하고 , 다른 구조자가 환자의 맥박을 확인 한다 .  

d. 당신은 소생술을 중지하고 ,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   

e. 모르겠다 .

10. 길에서 쓰러진 성인 대상자에게 맥박을 측정하는 시간은 ? 

a. 10초 이상
b. 5초 미만
c. 5초이상 ~ 10초미만 *

d. 10초이상 ~ 15초미만
e. 모르겠다 .

11.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 . 당신은 인공호흡을 시행
    하고 있다 .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a. 인공호흡은 기도의 막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기도 장
   애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b. 인공호흡은 정상적인 동맥의 산소 함유량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

c. 인공호흡은 심장의 세동을 없애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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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공호흡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신속하고 , 효과적인 방법이
   다 .*

12. 성인에게 있어서 조기 제세동의 중요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
    는것은 ? 

a. 심실세동은 성인의 급작스런 심정지의 흔치 않은 원인이다 .

b.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적인 제세동의 가능성은 감소된다 .*

c. 급작스런 심정지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동시성 심조율 전환이다 .

d. 목격자가 있는 급작스런 심정지의 가장 흔한 초기 리듬은 심방세동이
   다 . 

e. 모르겠다 .

13. 반응이 없는 영아를 발견하여 소생술 수행 중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 언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하는가 ? 

a. 영아를 발견하고 가능한 한 빨리
b. 기도확보 및 호흡확인하고 , 2번의 효과적인 구조호흡을 하고 나서
c. 5주기의 소생술 후에 *

d. 영아의 맥박을 확인한 후에
e. 모르겠다 .

14. 심전도상 갑자기 심실세동이 나타나고 혈압이 없고 , 반응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한번의 제세동 후 바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5주기를 수행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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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확인하도록 한다 . *

b. 연락한 응급팀이 올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한다 .

c. 1분간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후 대상자의 리듬을 확인한다 .

d. 3번의 제세동 후 리듬을 확인한다 .

e. 모르겠다 .

15. 당신은 환자의 코와 입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듣거나 , 느낌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상 호흡을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무엇인
    가 ? 

a.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 *

b. 기도를 차단하는 이물질이 없는지 환자의 입 속을 확인한다 .

c. 환자가 헐떡거리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 왜냐하면 , 이것은 적절한
   호흡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d. 호흡이 적절한 지 확인하기 위해 30초간 호흡을 세어 본다 .

e. 모르겠다 .

16. 반응이 있는 성인에서 기도폐색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  

a. 5번 등을 쳐주고 , 이어서 5회 흉부압박을 한다 .

b. 기도가 열렸는 지를 재점검하면서 , 2회의 구조호흡을 한다 .

c.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 *

d. 즉시 소생술을 시작한다 .

e.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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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신은 교통사고가 난 소년을 발견하였다 . 의식은 없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당신은 어떻게 그 소년의 기도를 열어
    야 하는가 ? 

a.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고정시킨다 .

b. 하악견인법으로 고정시킨다 .*

c. 입 속을 이물질을 청소하고 혀를 앞으로 당기는 과정을 통해 고정
d. 목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 .

e. 모르겠다 .

18. 반응시간이 5분 이상 경과한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기의 작동에 대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119 신고 요청→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임→ 기도를 유지→ 제세동기를
   켬→ 2회 인공호흡 →맥박 확인 .

b. 제세동기가 도착했을 때 기도를 유지→ 2번의 인공호흡 → 맥박을 확
   인→ 맥박이 없다면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

c. 119 신고 요청→ 기도 유지→ 2번의 인공호흡→ 맥박 확인→ 맥박이
   없으면 제세동기의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

d. 2번의 인공호흡 → 맥박을 체크하고 없으면 2분간의 흉부압박과 인공
   호흡→ 제세동기가 오면 패드를 붙이고 리듬을 확인 *

e. 모르겠다 .

19. 반응이 있는 영아의 심한 기도폐색 시에 가장 좋은 처치는 ? 

a.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고 , 전문 구조자를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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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분 간 복부 밀치기를 한다 .

c. 즉시 소생술을 시작한다 . 

d. 5회의 등치기와 5회의 흉부압박을 반복한다 .*

e. 모르겠다 .

20. 대상자에게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1회 수행하였는데 가슴이 올
    라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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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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기기기술술술 측측측정정정 체체체크크크리리리스스스트트트

1. 성인 /소아 1인 심폐소생술 술기 체크리스트

단계 수행 술기 중재 점수
상 중 하

1 반응 확인 2 1 0

2 119에 신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2 1 0

3 기도유지 (두구후굴 하악거상법 ) 2 1 0

4 호흡확인 (5초 이상~ 10초 이내 ) 2 1 0

5 2회 인공호흡 (각각 1초에 걸쳐 ) 2 1 0

6 맥박 확인 (경동맥 ) 5초 이상 ~10초 이내 ) 2 1 0

7 손을 흉부압박 위치에 놓음 2 1 0

8
정확한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
(30회 압박을 17초~23초 이내 실시 )

2 1 0

9 2회 인공 호흡 (각각 1초에 걸쳐 ) 2 1 0

10
손바닥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흉부압박 시행
(23회 이상 정확히 시행 )

2 1 0

통합력

11 1~10 단계를 정확히 시행 하는가 ? 2 1 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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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2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AED) 술기 체크리스트

단계 수행 술기 중재 점수
상 중 하

1 AED 스위치를 켠다 . 2 1 0

2 적당한 AED 패드를 골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한다 . 2 1 0

3
분석을 위해 손을 떼도록 한다 .

(말과 동작으로 체크해야 한다 )
2 1 0

4

AED 시행하기 위해 손을 떼도록 한다 .

(말과 동작으로 체크해야 한다 )

AED 도착 후 90초 이내에 수행한다 .

2 1 0

5 1회 제세동 후 흉부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 2 1 0

6
정확한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함 .

(30회 압박을 23초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2 1 0

7 다른 구조자가 2회 인공호흡을 하도록 흉부압박 중단 2 1 0

8 손바닥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흉부압박 시행 2 1 0

9 다른 구조자가 2회 인공호흡을 하도록 흉부압박 중단 2 1 0

10
흉부압박이 중단되었을때 인공호흡 2회
(각각 1초에 걸쳐 )

2 1 0

통합력

11 1~10 단계를 정확히 시행 하는가 ? 2 1 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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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아 1인 및 2인 심폐소생술 술기 체크리스트

단계 수행 술기 중재 점수
상 중 하

1 반응 확인 2 1 0

2 119에 신고 2 1 0

3 기도열기 (중립자세 ) 2 1 0

4 호흡확인 5초 이상 10초 이내 2 1 0

5
2회 인공호흡 (각각 1초에 걸쳐 )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
인 2 1 0

6 맥박 확인 (상완동맥 ) 5초 이상 10초 이내 2 1 0

7 손가락을 흉부압박 위치에 놓음 2 1 0

8 정확한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함 2 1 0

9
2회 인공호흡 (각각 1초에 걸쳐 )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
인 2 1 0

10
첫 번째 구조자는 손가락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흉부압
박을 수행한다 . 

2 1 0

11
첫 번째 구조자는 두 번째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있
도록 흉부압박 중단 2 1 0

12
첫 번째 구조자는 손가락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흉부압
박을 수행한다 . (흉부압박의 깊이를 측정 )

2 1 0

13
첫 번째 구조자는 두 번째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할 수 있
도록 흉부압박 중단 2 1 0

14 첫 번째 구조자는 흉부압박이 중단된 동안 인공호흡 수행 2 1 0

통합력

15 1~14 단계를 정확히 시행 하는가 ? 2 1 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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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 시시시나나나리리리오오오

다음은 현장에서 실제적인 심정지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의 상황을 주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나머지 2가지의 시나리오는 이
상황을 다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성인/소아의 심정지 -목격자가 있는 심정지 시나리오>
상가 소핑을 하던 성인/소아가 갑자기 쓰러졌다.당신은 그때 마침 옆

에 있었으며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당신은 어떻게 할 것
인가?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흐흐흐름름름도도도>>>

제세동필요 제세동필요하지않음

움직임과 반응이 없음

119신고 및 도움요청

제세동기 도착

호흡이 없으면,인공호흡
2회 실시

반응없으면,맥박확인
(5초~10초간)

응급의료종사자만 해당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반복

제세동 1회 시도
즉시 심폐소생술 시도

기도유지 및 호흡확인
(5초~10초간)

5~6초 마다 1회
인공호흡

2분마다 맥박확인

리듬확인
제세동이 필요한가?

심폐소생술 계속
5주기(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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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및및및 전전전통통통적적적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교교교육육육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실실실험험험과과과정정정사사사진진진

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교교교육육육 (((실험군교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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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기본본본소소소생생생술술술전전전통통통적적적교교교육육육(((대조군교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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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Simulation-based Training on the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 of th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Chong-Hyeon  K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Moon Chae, Ph.D)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the effect of the simulation-based training on the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 of th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by using 

the nonequivalent pre-post quasi-experimental design.

  Prior to the training, students took a competence test of basic life support. Based on 

the test resul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ubject and comparison group. 

The simulation-based training, which includes both theory and practice, was offered 

to the subject group while the traditional training was given to the comparison group. 

A follow-up test was conducted after the training wa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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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 group, whether they took only theory education or 

both theory and training,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of basic 

life support. Two training methods did not make any difference in knowledge 

building. However, basic life support skill was improved among those who took only 

theory education or both theory and training. The scores of basic life support skills 

were higher for those who took both theory and education training. The results 

support that simulation-based training improves the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 

than traditional training.

  In addition,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and between Basic Life Support (BLS) knowledge and skills. The 

knowledge and skills of subject groups between pre and post training were differed 

by gender, BLS training period and method. The experience of respiratory difficulty, 

awareness of BLS, and BLS training method affected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mparison group.

  The highly positive effect on the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s that the 

simulations-based training is a useful method to improve clinical work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tudents 

Key words: Simulation-based training, Competence of Basic Lif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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