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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입니다 . 2년간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 임상
과 학업을 병행하였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 그 동
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제 주변
에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
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합니다 .     

   연구 시작에서부터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한결같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도
해 주신 고일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IRB 승인으로 자료수
집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무한한 격려가 논문을 진행
하는 동안 제게 큰 힘이 되어 이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 미흡한 논문을 꼼
꼼히 살펴 주시고 , 예리한 조언으로 논문의 방향을 바로 이끌어 주신 김수 교수
님 , 적절한 연구도구를 찾지 못해 힘들어 할 때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신 추상
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
신 이태화 교수님을 비롯하여 지금이 있기까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연세대
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문 자료수집을 허락해 주신 최원자 간호과장님 ,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례 수간호사님 , 윤소영 수간호사님 , 항상 가까이서 큰 힘이
되어 주신 권미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 병동 식구들을 비
롯하여 설문에 응해 주신 모든 간호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대학원 생활 동안 늘
함께 하며 의지가 되었던 동기 수연이와 양용숙 선생님 , 힘들 때마다 자신의 일처
럼 함께 고민해 주고 도움을 준 김양희 선생님과 창영 , 미란 , 자료수집 동안 함께
애써준 희숙언니와 인정 , 성희 , 논문 교정을 도와준 혜림 ,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 준 나의 친구들 경희 , 강윤 , 서연 , 민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 늘 곁에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언니 , 

형부 , 동생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08년 1월
                                                              조조조 희희희 연연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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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병병병원원원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신념,지
식),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본 연구는 2007
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80명
을 편의 추출하여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으며,총
249부가 최종 분석되었다.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21문항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36문항의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졌다.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측정 도구
Cronbach‘s α =.64,지식 측정 도구 Cronbach‘s α =.63,감정적 요소 측정 도구
Cronbach‘sα =.69,행동적 요소 측정 도구 Cronbach‘sα =.77이었다.자료 분석
은 SAS(StatisticalAnalysisSystem)9.1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으며,서술통
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t검정(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사후검정(TukeyPostHocTest),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
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47세였고,총 임상 경력은 평균
5.35년이었다.병원 내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은 83.53%였으며,직접 기본심
폐소생술 수행 경험은 31.73%였다.

2.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
점에 평균 10.02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으며,지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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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만점에 평균 12.60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보통이었다.감
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0.83점으로 보통이었다.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의 문항별 분석 결과 대상자는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
해 ‘좋고,이롭고,유용하며,중요하고,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한편 ‘긴장감
을 느끼고,스트레스를 받으며,불안하고,두려워하며,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행동적 요소는 총 12점 만점에 평균 9.73점
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신념,지식),감정적 요
소,행동적 요소간 관계는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특
히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이 높은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
았다(r=0.59,p<.001).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의 차이는 연령 30~34세 군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35세 이
상 군이 25세 미만 군보다(F=4.94,p<.01),기혼군이 미혼군보다 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으며(t=-2.11,p<.05),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
이 1년 미만 군보다,10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과 1~5년 미만 군보다
(F=6.99p< .001),현 병동 근무 경력 3~5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F=2.71,p<.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또한 응급실 근무 경
험이 있는 군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이 없는 군보다(F=4.09,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3~5년 미만 군
이 1년 미만 군보다(F=4.45,p<.01),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있는
군이(t=3.63,p<.01),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2.09,p<.05)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의
차이는 연령 30~34세 군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F=4.68,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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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군이 내과계 병동과 외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군보다
(F=2.44,p<.05),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5년 미만 군보다(F=3.81,
p<.05),현 병동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F=3.01,p<.05)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또한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F=5.26,p<.01),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2.24p<.05),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3.73,p<.01)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의
차이는 석사 이상 군이 전문학사와 학사 군보다(F=4.79,p<.01),총 임상 경
력 5~10년 미만 군이 1~5년 미만 군보다(F=4.87,p<.01),응급실/중환자실 근
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F=5.63,p<.0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3.25
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있는 군이(t=3.74,p<.01),심폐소
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2.48,p<.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

6.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의
차이는 석사 이상 군이 전문학사 군보다(F=3.40,p<.05),총 임상 경력 10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F=3.54,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1~3
년 미만,3~5년 미만,5년 이상인 군이 각각 1년 미만 군보다(F=6.67,p<.001)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3.28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있는 군이(t=5.59,
p<.00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7.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총 임상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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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여부로 설명력은 11.3%였다.이 중 총 임상 경력이 5.1%로 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
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연령으로 설명력
은 11.7%였다.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5.8%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8.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교육 정도로 설명력
은 12.3%였다.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7.3%로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9.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총 임상 경력으로 설명력은 13.7%였다.이 중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11.2%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병원간호사가 향후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데에는 실무 경력과
직접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 본 경험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따라서
앞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연령과 임상 경력이 적고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를 대상으
로 실무위주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보통이었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하며,일부 부정
적으로 나타난 감정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기본심폐
소생술 교육과정에 간호사의 정서에 관한 감정적인 배려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말:병원간호사,기본심폐소생술,태도,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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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1994년
에는 인구 10만명당 12.6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6.3명으로서 10년 사이에 208%
가 증가하였으며,2006년 심장질환은 암,뇌혈관질환과 함께 3대 사망 원인으로서
총 사망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2006).이 같이 심정지의 주요 원인
인 심혈관질환 발생률의 증가로 인하여 심정지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심정지(cardiacarrest)란 호흡과 박동이 정지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하며,이 때

인공호흡과 순환보조를 통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여 임상적 사망에
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심장박동과 순환을 회복시켜 환자를 소생시
켜 주는 치료술기가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이다(대한심폐소생
협회,2006).그러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심정지 환자가 소생
되는 것은 아니며,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느냐에 따라
서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된다(김원과 임경수,2003).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
능하며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중추신경계를 포함하는 신경조직
의 불가역적인 손상에 의하여 치명적인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하
므로 환자 발생 현장에서부터 최초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의 수행 여부
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Cummins,Ornato,Theis& Pepe,1991;
Platz,Scheatzle,Pepe& Dearwater,2000).
병원 내에서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개 대학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 횟수는 2003년에 122건에서 2004년에 146건으로 증가하였으며,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심폐소
생술은 총 686건이었다(김성숙,2004;김지연,신터전과 안원식,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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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간호사는 항상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병원 내 심정지 환자를 최초로 목격하는 것은 대부분 간호사이며,이
러한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처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Dwyer& Williams,2002).김성숙(2004)이 일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686건의 심폐소생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간
호사인 경우가 340명(49.6%)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이 전공의 292명(42.5%),인
턴 28명(4.1%),전문의 26명(3.8%)이었다.
이같이 병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목격자로서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 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따라
서 간호사는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기 전에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갖추고,실제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태도(attitude)는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이나 방

법으로 감정을 갖거나 행동하게 되는 지속적인 지향성(志向性)을 말하며,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태
도의 다차원적인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Rosenberg& Hovland,1960;김완석,
2000).Bagozzi와 Burnkraut(1979)는 태도는 매우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복잡한 신념체계,즉 인지적 구성요소와 함께 정서적 태
도 반응이 고려될 때 행동이 더 잘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태도 변수는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수행능력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내연구를 살펴보

면 심폐소생술에 관한 간호원의 지식도를 살펴본 연구(소희영,1980)와 심폐소생술
에 관한 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능력을 확인한 연구(최향옥,2005),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교육현황과 제세동기 현황을 조사한 연구(이정순,2006)가 있었다.또
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백지윤(2006)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진미덕(2007)의 시청각 회환(feedback)
방법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시 피로도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그 외
박숙경(1997)의 간호사 교육을 위한 심폐소생술 코스웨어 개발과 신윤희(200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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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의 비외상성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업무 프로
토콜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간호사의 심폐소
생술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조사하거나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대
부분이었으며,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

로 응급상황시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가족이나 친구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하겠는가의 여부,혹은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를 측정하
였다.일반적으로 태도란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를 갖는 지속적
인 지향성(志向性)’(Rosenberg& Hovland,1960;김완석,2000)으로 정의하면서도
태도 측정 시에는 이러한 태도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거의 단일 차
원에서의 평가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

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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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
소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다.

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기본심폐소생술

기본심폐소생술(BasicLifeSupport:BLS)이란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구조를 요청하고 기도를 유지하며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말한다(대한심폐소생협회,2006).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 성인 심정지 환자 발생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기

도유지와 함께 인공호흡,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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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심폐소생술 태도

태도(attitude)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인지적,감정적 및 행동적 요
소를 갖는 지속적인 지향성(志向性)으로 정의한다.첫째,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신념,생각,사고,지식을 뜻하며,둘째,감
정적 요소(affectivecomponent)는 실제 대상 혹은 상황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가
개인 내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정서반응으로 구성되며, 셋째, 행동적 요소
(behavioral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행위의 의지나 의도,행동하려
는 경향을 의미한다(Rosenberg& Hovland,1960;김완석,2000).
본 연구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뉘어진다.
첫째,본 연구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

만을 포함한다.신념은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
음으로서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지식은 성인 심정지 환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개인의 지식정도로
최향옥(2005)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둘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

여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반응을 말하며,Ajzen(1985)의 TPB(TheoryofPlanned
Behavior)samplequestionnaire(2002,2004)중 태도(attitude)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셋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병원 내 성인 심정지 환자

발생시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제로 수행하려고 하는 행동 의도를 말하며,Ajzen의
TPBsamplequestionnaire중 행동 의도(behavioralintention)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6 -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Resuscitation:CPR)이란 심정지로 인한 비가역적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인공순환과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
지하고,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심박동을 회복시켜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
한 치료술기를 말한다(대한심폐소생협회,2006).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과 인공호
흡만을 시행하는 기본심폐소생술(BasicLifeSupport:BLS)과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전문심폐소생술(AdvancedLifeSupport:ACLS)로 나뉘어진다(황성
오와 임경수,2006).
기본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구조

를 요청하고 기도를 유지하며 인공호흡과 인공순환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
계를 말하며,인공호흡은 호흡과 대사를 도와 산소를 얻게 해주고,흉부압박은 흉
골과 척추사이의 가장 큰 기관인 심장을 압박하여 심실 내의 압력의 증가로 인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이러한 기본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폐정지 중에 필수 장기
인 뇌와 심장으로의 산소 및 혈액 공급을 유지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기능
을 최대한 유지하여 자발순환 및 자발호흡을 회복하는 것이다(대한심폐소생협회,
2006).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AHA)의 2005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장치료 지침(Guidelines2005
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의 내용
을 살펴보면,2000년 지침과 비교하여 2005년 지침에서의 큰 변화는 흉부압박의
효과가 강조되면서 흉부압박과 환기의 비율은 15:2에서 30:2로 2분에 걸쳐서 5주
기를 시행하고,인공호흡시 흉곽이 올라올 정도로 1초간 호흡하며,2회의 구조호
흡 후 순환기능의 유무를 평가하지 않고 즉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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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흉부압박 단계에서는 흉골 체부의 하부 1/2지점으로서 양쪽의 젖꼭지
사이 중앙부위를 압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최근 심혈관질환 발생률의 증가로 인하여 심정지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

아짐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
사들과 심폐소생술의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러
한 심폐소생술의 결과에 대한 보고들은 일정한 형식이 없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
려워 미국심장협회(AHA)와 유럽소생술위원회(ERC)에 의해 병원 내 심정지 환자
의 심폐소생술 결과 보고를 위한 ‘In-hospitalUtsteinStyle'의 보고 지침이 마련되
었다.이 지침에서 보고하는 방법은 병원변수(Hospital Variables),환자변수
(PatientVariables),심정지변수(ArrestVariables),결과변수(OutcomeVariables)의
4가지 요소로 나뉘어져 있다.이 중 심정지변수에는 즉각적인 심정지 원인,시행
된 소생술기의 종류,초기 심전도 소견,심정지 확인 시간,흉부압박술 시작 시간,
최초 제세동 시간,최초 기도확보 시간,최초 약물투여 시간,흉부압박술 종료 시
간,자발박동 회복시간,자발순환 중지 시간 등이 포함된다(어은경,2002).
이와 같이 심정지변수에서 알 수 있듯이,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예후는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심폐소
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obert등,1995).
통상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후 제세동술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

존율이 7～10% 가량씩 감소하며,Peberdy등(2003)의 연구에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분 이내 제세동을 시행한 군에서 38%,3분 이상 지연된 군에서 21%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그 밖에 병원 내 심정지 환자의 예후는 목격
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제세동술의 1분 지연에 따른 생존율의 감소
를 2.5～5%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며,모든 심정지 환자에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2.5배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성오와 임경수,2001).Ritter등(1985)의 연구에서도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11.9%가 생존한 반면,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
행되지 않은 경우는 4.7%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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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uang등(2002)은 심정지 확인 시간과 심폐소생술팀의 도착 시간이 짧을
수록 생존 퇴원율이 높다고 하였으며,김호중 등(2002)의 연구에서도 심정지로부터
심폐소생술 시작 시간이 짧았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심정지 환자가 일반 병동의
심정지 환자보다 자발박동 회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병원 내 심정
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은 제세동과 전문 심
장구조술에 의한 소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Cummins& Eisenberg,
1985;Rasmus& Czekajlo2000).
하지만 국내 어은경(2002)의 연구에서 병원 내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정지 환자

의 24시간 생존율은 23.7%,생존 퇴원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998년
Rankin이 보고한 24시간 생존율 35%,생존 퇴원율 23%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는
데,이것은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주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김성숙,2004).
이처럼 병원 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심정지 후

빠른 기본심폐소생술의 시작임을 알 수 있으며,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기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병원 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에 의한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이를 위해서는 실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BBB...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초기에 태도(attitude)라는 용어는 몸짓이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
극에 대한 반응속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국한해서 사용했으나,현
대적 의미는 매우 다양해져서 학자마다 태도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김완석,2000).그러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관계없이 대
부분의 태도 연구자들은 태도가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그리고 행동적 요소
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한규석,1995).즉,대부분 태도를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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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지․감정․행동요소를 함께 다루고 있다.
따라서 태도이론의 발전은 이들 중 어떤 요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태도의 차원성과 이들 요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인지․감정․행동요소
의 인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완석,2000).
태도의 차원성과 관련해서 어떤 학자들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감정요소라는

단일개념으로 정의하고 특히 감정요소를 태도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보는데,이
러한 관점을 태도에 대한 단일차원 모형이라 부른다.예들 들어 Thurston(1931)은
태도를 ‘어떤 자극 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의 양’
을 의미한다고 하였고,Fishbein(1963,1975)은 태도를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찬성 또는 반대로 느끼는 정
도’라고 정의하였다.한편 태도를 이와 같이 단일차원으로 보는 모형들은 태도의
세 가지 요소의 인과성을 가정한다.즉,인지요소가 감정요소(태도)를 결정하며,이
러한 감정요소가 행동요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예컨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태도가 형성되며,이 태도가 행동의지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태도가 인지․감정․행동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며,이러한 관점을 앞의 태도의 단일차원 모형과 구별하여 태도에
대한 삼분모형(tripartitemodel)이라 한다.예들 들어 Krech와 Crutchfield(1948)는
인지적 관점에서 태도를 ‘개인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동기적․정서적․지각적
및 인지적 과정들의 지속적인 구성체’로 정의하였고,어떤 학자들은 태도가 ‘인
지․감정․행동이라는 세 종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구성체’라고 보았다
(Smith,Bruner& White,1956).
한편 Rosenberg와 Hovland(1960)는 태도를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및 행동적 요소를 갖는 지속적인 지향성(志向性)’으로 간주하고,태
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강조했다.즉,태도는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태도의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태도의 세 가지 구
성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인지적 요소(cognitivecomponent)는 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상황을 인

지하는 방법으로서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생각,사고,지식을 말하는 것



- 10 -

이며,정보제시를 통한 인지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고,또한 개인의 의견이나 신
념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 때 신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
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와 학습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수용자는
문화,가정,대중매체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대상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둘째,태도의 감정적 요소(affectivecomponent)는 실제 대상 혹은 상황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가 개인 내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혹은 정서를 말한다.즉,특정 대
상에 대해 개인의 좋고 나쁜 느낌이나 호오(好惡)의 평가를 포함하는 감정,정서반
응으로 구성되며,이 요소는 인지적 요소보다 단순하고 인지적 요소가 망각된 후
에도 지속되며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Anderson과 Hubert(1963)는 태도 변
화는 그것을 일으킨 내용이 잊혀진지 오랜 뒤에도 지속될 수 있고,감정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보다 더 지속성이 있고 중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셋째,태도의 행동적 요소(behavioral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인

간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의지나 의도,행동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이
요소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의 강화를 선행 경험으로 하는 도구적 학습
(instrumentallearning)을 통하여 형성된다.이 때 태도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상
호작용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도가 인지․감정․행동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

는 삼분모형에서 세 요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본다.또한 이들 세 요소의 일치성은 강조하지만,이들 요소의 인과성을 강
조하지는 않는다.즉,인지․감정․행동요소는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통일되려는
경향성을 갖기는 하지만,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것
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김완석,2000).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로서 지식,

즉 인지적 요소가 중요하며,또한 이는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라는 특정 상황에
대한 태도이므로 감정과 행동적 요소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일차원이 아닌 태
도의 삼분모형에 의해 태도를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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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및및및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로서 응급상황시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혹은
의향을 조사하였으며,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102명의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응급상황,즉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느냐’
는 질문에 78.4%의 대상자가 ‘실시하겠다’고 대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박
소현,2002).서울시내 7개 중학교 2학년 학생 520명과 해당학교 교사 35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태도 분석에서도 ‘당신은 응급환자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
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교사 모두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다’가 각각
62.9%,51.4%로 가장 많아 긍정적이었다(송은영,2004).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후
일반인의 의지,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총 131명 중 95명(72.5%)의 대상자가 타
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공지
영,2006),이는 강경희(1998)가 64명의 현장응급처치자를 대상으로 기본인명구조
술 교육 후 태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로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하겠는가의 여부,혹은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다.심장질환자 배우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가
족이나 친구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하겠는가’라는 질문에 95.1%의 대상자가 권
유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박소현,2002),서울시내 중학생과 교사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교사 두 그룹 모두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송은영,2004).
심폐소생술 태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보고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태도 및 수행의지에 관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희생자를 아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반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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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질환의 두려움과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두려움,심폐소생술 수행의 윤리적
인 문제나 위협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Jui,Gunnels,Burke,
Griffiths& Daya,2001).
보건교사 65명,교통경찰 63명,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54명,택시 운전자 76

명,음식점 종사자 70명,일반사무직 64명으로 구성된 총 392명의 최초반응자 직
업군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연령,교육
수준,결혼 상태에 따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즉,40대 연령
군이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3.8점으로 태도점수가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 군이
평균 67.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고,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미혼군이 기혼군에 비해 심
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또한 최초반응자 내에서도 응급상황 경
험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건교사(69.2%),교통경찰
(61.9%),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군(72.2%)에서 직업별 심폐소생술에 관한 태도점
수도 총 100점 만점에 각각 평균 77.5점,71.1점,71.0점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
도를 보였다(최혁중,2006).
이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서 교육 실시 전 17.46점에서 교육 실시 후 19.73점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문희,2005).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태도의 다차원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거의 단일차원에서의 평가만이 이루
어졌으며,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 경험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를 조사하고,선행연구를 토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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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태도의
삼분모형에 의해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였다.태도의 삼분모형에 의하면 인지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생각,사고,지식을 말하지만,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소로서
신념과 지식만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임상적 특성,기본심폐소생술 교
육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선별하였다.
첫째,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결혼 상태,교육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임상적 특성으로는 직책,현재 근무 병동,총 임상 경력,응급실/중환자

실 근무 경험,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등을 포함
하였다.
셋째,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으로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심폐소

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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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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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 모집단
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Cohen(1988)의 StatisticalPoweranalysis

fortheBehavioralSciences를 이용하였다.유의수준 alpha.05,검정력 power.80,
중간 효과크기 .20일 때 Cohen(1988)이 제시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표본수 추정
방법에 의해 197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임상 경력 6개월 이상의 간호

사였다.단,심폐소생술의 노출빈도가 낮다고 판단된 수술실,중앙공급실,감염관
리실,QA팀,보험과와 같은 부서의 근무자는 제외하였으며,신생아와 소아의 기본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신생아실과 소아과 병동 근무자는 제외하
고,28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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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21문항(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임상적 특성 10문항,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6문항)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36문항(인지적 요소 23
문항-신념 3문항,지식 20문항,감정적 요소 10문항,행동적 요소 3문항)의 총 57문
항으로 이루어졌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발하
였으며,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임상적 특
성 10문항,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인지적 요소 측정 도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하
였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간호학 교
수 3인에게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도구는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의 Likert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점수분포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의 분포가 가
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려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64였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측정 도구는 최향옥(2005)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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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미국심장협회(AHA)의 2005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장치료 지침
(Guidelines 2005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Care)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2006)의 ‘공용 심폐소생술 개
발 및 배포‘에 관한 내용 중 기본심폐소생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본 연구
자가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과 응급의학 교수 1인,BLSinstructor자

격을 갖춘 책임 응급구조사 1인에게 전문가 타당도를 조사한 후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 어휘 및 용어를 수정하고,전체적인 기본심폐소생술 순서에 적합하게 질문의
순서를 재배열하였다.작성된 도구를 서울소재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명의
간호사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예비조사 결과 일괄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답과 정답이 아닌 문항의 비율을 15:5에서 12:8로 수정하였다.
수정 및 보완된 최종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응답은 ‘맞다.틀

리다’와 대상자의 추측성 대답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서 ‘모르겠다’의 항
목을 삽입하였다.정답인 경우 1점,정답이 아닌 경우(모르겠다 포함)0점으로 측
정되어 최소 0점에서 최대 20점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
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63이었다.

3.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감정적 요소 측정 도구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감정적 요소 측정 도구는 Ajzen(1985)의 TPB(Theoryof
PlannedBehavior)samplequestionnaire(2002,2004)중 태도(attitude)에 해당하는
도구를 기반으로 기본심폐소생술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한 후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도구는 “내가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에 대한 응답

으로 ① 좋다-나쁘다 ② 이롭다-해롭다 ③ 불필요하다-필요하다 ④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 ⑤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⑥ 두렵지 않다-두렵다 ⑦ 긴장된다-긴장되
지 않는다 ⑧ 불안하다-불안하지 않다 ⑨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좌절감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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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⑩ 스트레스를 받는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의 semanticdifferentialtype
scale10문항이며,각 문항의 배정은 고정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다섯 개의 문항은
역순으로 배열하고 역순배열은 역환산하였다.각 문항은 ‘매우,대체로,약간(긍정
적),보통,약간,대체로,매우(부정적)’의 Likert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문항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짝 사이에 가장 긍정적 문항의 반응
이 7점이고 가장 부정적 문항의 반응이 1점으로 측정되어 최소 10점에서 최대 70
점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
적인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69였다.

4.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행동적 요소 측정 도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 측정 도구는 Ajzen의 TPBsample
questionnaire중 행동 의도(behavioralintention)에 해당하는 도구를 참조하여 기
본심폐소생술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내용을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도구는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의 Likert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며,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려는
행동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7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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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7일간 실
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우선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기관의 의학연구윤리심

의위원회(IRB)에 2007년 10월 24일 심의의뢰를 하고 11월 28일 승인을 얻었다.
승인 후 연구자가 직접 자료수집 기관의 교육연구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의뢰신청을 하였다.최종적으로 자료수
집에 대한 간호과장의 허락을 받은 후 질문지를 가지고 해당 병동 수간호사에게
직접 전달하여 각 병동의 간호사가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총 280부의 질문
지를 배부하여 252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된 질문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 24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StatisticalAnalysisSystem)9.1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계수(Cronbach‘sα)를 구하였다.
2)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
고,태도의 구성요소간 관계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
였다.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t검정(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PostHocTest를 이용하였다.

5)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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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연령,결혼 상태,교육 정도,종
교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 1>과 같았다.
성별은 남자 0.40%,여자 99.60%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의 경우 평균 연령 28.47세(최소 22세,최대 48세)였으며,연령분포는 30세

미만이 71.09%,30세 이상이 28.92%로 30세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1.49%,기혼이 28.11%로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다.
교육 정도는 학사가 56.22%로 가장 많았으며,전문학사 32.53%,석사 이상이

11.24%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34.94%,가톨릭교 14.46%,불교 11.24% 순이었으며,무교가

38.55%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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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N=249

※ 무응답 제외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여

1
248

(0.40)
(99.60)

연령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41
136
43
29

(16.47)
(54.62)
(17.27)
(11.65) 28.47±4.97

결혼 상태 미혼
기혼

178
70

(71.49)
(28.11)

교육 정도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81
140
28

(32.53)
(56.22)
(11.24)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무교

87
28
36
96

(34.94)
(11.24)
(14.46)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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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은 직책,현재 근무 병동,총 임상 경력,현 병동 근무 경
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및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및 횟수,직접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및 횟수,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수에 따른 직접 기본
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의 분율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 2>와 같았다.
대상자의 직책은 일반간호사 94.78%,책임간호사 이상은 5.22%로 일반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근무 병동은 내과계 병동 30.12%,외과계 병동 27.71%,중환자실 20.88%,

응급실 11.24%,기타 10.04%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많았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5.35년(최소 6개월,최대 25년)이었고,5년 미만이 57.43%,

5년 이상이 42.57%로 5년 미만의 임상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많았으며,현 병동
근무 경력은 평균 2.12년(최소 1개월,최대 12년)이었다.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은 응급실 15.67%,중환자실 29.32%였으며,근무 경

험이 없는 경우가 56.63%였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평균 3.89년(최소 1
개월,최대 16.16년)이었다.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는 83.53%였고,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

수는 최근 1년간 평균 5.76회(최소 0회,최대 80회)였다.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은 31.73%였고,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는 최근 1년간 평균 1.94회(최소 0회,최대 10회)였다.최근 1년간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수에 따른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의 분율은 평균
36.38%(최소 0%,최대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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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분포
N=249

※ 무응답 제외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둘다 있는 경우 4명을 각각 포함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직책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이상

236
13

(94.78)
(5.22)

현재 근무 병동 내과계 병동
외과계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기타

75
69
52
28
25

(30.12)
(27.71)
(20.88)
(11.24)
(10.04)

총 임상 경력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22
121
73
33

(8.84)
(48.59)
(29.32)
(13.25)

5.35±4.72

현 병동 근무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81
103
40
25

(32.35)
(41.37)
(16.06)
(10.04)

2.12±2.09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응급실*
중환자실*
무

39
73
141

(15.67)
(29.32)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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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계속> N=249

※ 무응답 제외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14
31
30
33

(12.96)
(28.70)
(27.78)
(30.56)

3.89±3.09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유
무

208
41

(83.53)
(16.47)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수
(최근 1년간)

5회 미만
5~10회 미만
10회 이상

126
33
49

(60.58)
(15.87)
(23.56)

5.76±8.58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유
무

79
170

(31.73)
(68.27)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
(최근 1년간)

2회 미만
2~5회 미만
5회 이상

49
20
10

(62.03)
(25.32)
(12.66)

1.94±2.63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수에 따른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의 분율
(최근 1년간)

10% 미만
10~50% 미만
50% 이상

14
31
21

(21.21)
(46.97)
(31.82)

36.3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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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기본심
폐소생술 교육 횟수,교육 수강 방법,교육 시행 기관,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
지 여부 및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 3>과 같았다.
최근 2년 이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89.96%로 기본심폐소

생술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대부분이었으며,교육 횟수는 최근 2년간 평균 1.65회
(최소 1회,최대 4회)였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강의와 실습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가 93.75%로 대부분 강의

와 실습교육을 함께 받았으며,병원 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67.41%로 가장 많
았다.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11.69%,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경우

는 88.31%로 자격증 비소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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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분포
N=249

※ 무응답 제외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최근 2년 이내)

유
무

224
25

(89.96)
(10.04)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횟수
(최근 2년간)

1회
2회
3회 이상

117
79
28

(52.23)
(35.27)
(12.50)

1.65±0.82

교육 수강 방법 강의
실습
강의와 실습

9
5

210

(4.02)
(2.23)
(93.75)

교육 시행 기관 병원 내
병원 외
병원 내외

151
16
57

(67.41)
(7.14)
(25.45)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소지
비소지

29
219

(11.69)
(88.31)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종류

BLSprovider
ACLSprovider

29
1

(11.69)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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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분분분석석석

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1)신념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점
에 평균 10.02점(최소 6점,최대 12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다
<표 4>.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 총 3개의 문항 중 신념이 가장 높은 문

항은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 4점 만점에 3.70점이었고,그 다음이 ‘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3.21점,‘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
람보다 먼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12점 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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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49

내 용 평균±표준편차

1.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3.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12±0.65

3.70±0.50

3.21±0.61

총 점 10.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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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식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은 총 20점 만점
에 평균 12.60점(최소 4점,최대 19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보통이
었다<표 5>.

<표 5>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N=249

내 용 문항수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원칙 및 일반 지식 6 1~6 4.17±0.99

기도유지,호흡확인,맥박확인(ABC) 3 1~3 1.57±0.69

인공호흡과 흉부압박 11 1~11 6.86±1.90

총 점 20 4~19 12.6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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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문항의 정답분포는 <표
6>과 같았다.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총 20개 문항 중 대상자의
100%가 정답으로 응답한 문항은 ‘호흡 유무는 보고,듣고,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
로 동시에 확인한다.’였다.그 다음으로 대상자의 80% 이상이 정답으로 응답한 문
항은 ‘심정지의 확인은 의식 유무,호흡 유무,맥박 유무 세 가지를 확인한다.’가
95.98%였고,그 다음 ‘인공호흡은 환자의 기도가 열린 상태로 한 손으로 코를 막
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부풀
어 오를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88.35%,‘의식이 소실시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혀와 후두개가 인두를 막기 때문이다.’85.94%,‘흉부압박의 깊이는 4-5cm
이다.’81.12%였다.
반대로 대상자의 30% 미만이 정답으로 응답한 문항은 ‘호흡과 맥박을 재 사정

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4주기(cycle)의 심폐소생술을 1분에 걸쳐서 반복 시행한
다.’20.08%와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 또는 목에 외상의 징후가 없는 경우 하악
밀기(jaw thrust)방법으로 기도확보를 시도한다.‘23.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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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문항의
정답분포

N=249

※ 무응답 제외

내 용 빈도(%)

1.심정지의 확인은 의식 유무,호흡 유무,맥박 유무 세 가지를
확인한다.

2.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다른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의식 유무를 확인한다.

3.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양 어깨를 동시에 가볍게 두드
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4.의식이 소실시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혀와 후두개가
인두를 막기 때문이다.

5.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 또는 목에 외상의 징후가 없는 경우
하악밀기(jaw thrust)방법으로 기도확보를 시도한다.

6.호흡 유무는 보고,듣고,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
한다.

7.기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5초 이내로 신속하게 호흡을 확인하고
자발호흡이 없다면 1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8.인공호흡은 환자의 기도가 열린 상태로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구
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9.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세게 두 번 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239(95.98)

143(57.66)

96(78.71)

214(85.94)

59(23.69)

249(100.00)

112(44.98)

220(88.35)

139(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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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계속>
N=249

※ 무응답 제외

내 용 빈도(%)

10.호흡량은 성인의 경우 약 500-600mL(6-7mL/kg)정도의 일회 호
흡량이면 충분하다.

11.백-마스크를 이용하여 인공호흡 시 2리터의 환기백을 사용하는
경우 환기백을 1/3정도 압축한다.

12.맥박이 있는 성인 환자가 정상 호흡이 없다면,분당 10-12회의
속도(5-6초마다 1회)로 인공호흡을 한다.

13.성인 심정지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촉지 부위는 경동맥이다.

14.인공호흡 후 10초 이상 맥박을 촉지하여 순환을 확인하고,맥
박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15.흉부압박 지점의 위치는 흉골 체부의 상부 1/2지점이다.

16.흉부압박의 깊이는 4-5cm이다.

17.흉부압박의 속도는 분당 80회이다.

18.흉부압박 시 압박과 이완의 시간비율은 50:50으로 한다.

19.성인의 경우 흉부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가 1인,2인
경우 모두 30:2의 비율로 한다.

20.호흡과 맥박을 재 사정 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4주기(cycle)
의 심폐소생술을 1분에 걸쳐서 반복 시행한다.

191(77.02)

126(50.81)

152(61.79)

196(78.71)

84(33.73)

121(48.59)

202(81.12)

112(44.98)

152(61.04)

174(69.88)

5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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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0.83점(최소 20점,최대 62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
<표 7>.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감정을 측정한 총 10개의 문항 중 감정이 긍정적

으로 나타난 문항은 7점 만점에 ‘좋다’(4.41점),‘이롭다’(5.08점),‘유용하다’(5.33점),
‘중요하다’(5.35점),‘필요하다’(5.41점)였다.
반대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해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문항은 ‘긴장된

다’(2.63점),‘스트레스를 받는다’(2.74점)‘,’불안하다’(2.93점),‘두렵다’(3.13점),‘좌절
감을 느낀다’(3.83점)였다.
즉,대상자는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좋고,이롭고,유용하며,

중요하고,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한편 ‘긴장감을 느끼고,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하고,두려운 감정을 가지며,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34 -

<표 7>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

N=249

*역순배열 문항은 역환산 처리함

내 용 평균±표준편차

내가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은?

1.좋다-나쁘다

2.이롭다-해롭다

3.불필요하다-필요하다*

4.유용하지 않다-유용하다*

5.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6.두렵지 않다-두렵다

7.긴장된다-긴장되지 않는다*

8.불안하다-불안하지 않다*

9.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좌절감을 느낀다

10.스트레스를 받는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4.41±1.77

5.08±1.50

5.41±1.43

5.33±1.53

5.35±1.84

3.13±1.67

2.63±1.68

2.93±1.46

3.83±1.49

2.74±1.71

총 점 40.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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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12점 만점에 평
균 9.73점(최소 6점,최대 12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표 8>.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를 측정한 총 3개의 문항 중 행동 의도가 가

장 높은 문항은 ‘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로 4점 만점에 3.41점이었고,그 다음 ‘실제로 심정
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다른 의료진 혹은 동료 간호사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
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계획이다.’3.17점,‘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
을 수행하는 것을 간호수행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고 있다.’3.16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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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의 평균과 표준편차

N=249

내 용 평균±표준편차

1.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을 간호
수행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고 있다.

2.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3.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다른 의료진 혹은
동료 간호사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본심폐소
생술을 시행할 계획이다.

3.16±0.63

3.41±0.58

3.17±0.65

총 점 9.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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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각각각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각 구성요소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신념,지식),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간 관계는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었다.특히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이 높은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r=0.59,p<.001).

<표 9>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각 구성요소간 상관관계분석

N=249

***p<.001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신념 지식

인지적 요소

신념 1.00

지식 0.29***
<.0001 1.00

감정적 요소 0.28***
<.0001

0.23***
<.0003 1.00

행동적 요소 0.59***
<.0001

0.24***
<.0002

0.26***
<.0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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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표 10>과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과 결혼 상태였다.연령에 따라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여(F=4.94,p<.01)사후검정한 결과 연령 30~34세 군
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연령 35세 이상 군이 25세 미만 군보다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군이 미혼군보다 기
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t=-2.11,p<.05).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으로(F=4.68,p<.01)사후검정한 결과 연령
30~34세 군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
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교육 정도로(F=4.79,p<.01)사후검정한 결과 석사 이상 군
이 전문학사와 학사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과 교육 정도였다.연령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의 차이를 보여(F=3.34,p<.05)사후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교육 정도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의 차이를 보여(F=3.40,p<
.05)사후검정한 결과 석사 이상 군이 전문학사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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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도가 높았다.

<표 10>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
와의 관계

N=249

*p<.05 **p<.01
1)2)TukeyPostHocTest(p<.05)

특성 구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행동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신념

평균±표준편차 torF
지식

평균±표준편차 torF

연령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9.61±1.24¹⁾²⁾ 4.94**
9.90±1.35¹⁾
10.53±1.12¹⁾
10.45±1.50²⁾

12.13±2.54¹⁾  4.68**
12.28±2.60¹⁾
13.93±2.64¹⁾
12.93±2.74

38.98±7.07 2.08
40.56±8.23
43.38±8.41
41.03±9.60

9.44±1.18 3.34*
9.57±1.65
10.21±1.32
10.20±1.59

결혼
상태

미혼
기혼

9.92±1.33 -2.11*
10.31±1.37

12.40±2.60 -1.84
13.10±2.84

41.98±8.14 -0.22
41.03±8.83

9.63±1.51 -1.77
10.00±1.62

교육
정도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9.84±1.21 2.55
10.04±1.42
10.50±1.29

12.28±2.81 2.17
12.61±2.51
13.50±2.95

40.59±7.43¹⁾   4.79**
40.07±8.66¹⁾  

45.29±7.78¹⁾ 

9.51±1.16¹⁾  3.40*
9.73±1.45
10.39±1.66¹⁾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무교

10.17±1.38 1.28
9.64±1.57
10.17±1.25
9.98±1.25

12.40±2.54 0.28
12.71±2.62
12.63±2.52
12.75±2.92

42.10±8.00 1.08
40.57±8.71
40.89±8.60
39.89±8.33

9.82±1.59 0.47
9.93±1.63
9.81±1.53
9.60±1.50



- 40 -

2.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표 11>과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임상적 특성은 총 임상 경력,현 병동 근무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
무 경험 및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으로 나타났다.총 임상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여(F=6.99,p<.001)사후검정한 결
과 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총 임상 경력 10년 이상 군
이 1년 미만 군과 1~5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현
병동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여(F=2.71,p<
.05)사후검정한 결과 현 병동 근무 경력 3~5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에 따라 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여(F=4.09,p<.05)사후검정한 결과 응급실 근무 경
험이 있는 군이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없
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여(F=4.45,p<.01)사후검정한 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3~5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
이 없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t=3.63,p<.01).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임상적 특성은 현재 근무 병동,총 임상 경력,현 병동 근무 경력,응급
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으로 나타났다.현재 근무 병동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여(F=2.44,p<.05)사후검정한 결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군이 내과계 병동과 외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군보다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총 임상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여(F=3.81,p<.05)사후검정한 결과 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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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1~5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현 병동 근무 경
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여(F=3.01,p<.05)사후검정한
결과 현 병동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여(F=5.26,p<.01)사후검정한 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
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
식이 높았다(t=2.24p<.05).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임상적 특성은 총 임상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및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으로 나타났다.총 임상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의 차이를 보여(F=4.87,p<.01)사후검정한 결과 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5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의
차이를 보여(F=4.09,p<.05)사후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응급실/중
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의 차이를 보여(F=5.63,p<
.01)사후검정 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
(t=3.25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이 없
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t=3.74,p<.01).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임상적 특성은 총 임상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으로 나타났다.총 임상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행동 의도의 차이를 보여(F=3.54,p<.05),사후검정한 결과 총 임상 경
력 10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의 차이를
보여(F=6.67,p<.001)사후검정한 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1~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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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미만,5년 이상 군이 각각 1년 미만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
도가 높았다.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t=3.28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
동 의도가 높았다(t=5.59,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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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대상자의 임상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N=249

*p<.05 **p<.01 ***p<.001
1)2)3)TukeyPostHocTest(p<.05)

특성 구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행동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신념

평균±표준편차 torF
지식

평균±표준편차 torF

직책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이상

10.01±1.32 -0.57
10.23±1.83

12.54±2.65 -1.62
13.77±3.03

40.73±8.10 -1.57
42.62±11.70

9.69±1.53 -1.94
10.54±1.61

현재
근무
병동

내과계 병동
외과계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기타

10.05±1.30 1.50
10.01±1.22
9.71±1.51
10.46±1.17
10.12±1.56

12.31±2.31¹⁾  2.44*
12.29±2.72¹⁾
12.65±2.91
14.00±3.21¹⁾
12.70±2.05

41.13±7.86 2.34
39.63±8.16
40.98±8.82
44.74±7.43
38.72±8.93

9.84±1.63 0.77
9.49±1.44
9.73±1.50
10.04±1.71
9.76±1.51

총
임상
경력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9.14±1.25¹⁾²⁾6.99***
9.87±1.36²⁾
10.31±1.12¹⁾
10.55±1.48²⁾

12.14±1.90 3.81*
12.12±2.70¹⁾
13.18±2.78¹⁾
13.45±2.41

40.05±7.82 4.87**
38.98±7.09¹⁾
43.30±9.45¹⁾
42.55±8.61

9.14±1.28¹⁾  3.54*
9.57±1.62
9.93±1.41
10.30±1.53¹⁾

현
병동
근무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9.80±1.39¹⁾   2.71*
9.98±1.31
10.53±1.20¹⁾
10.12±1.45

12.08±2.60¹⁾  3.01*
12.56±2.48
13.11±3.02
13.72±2.84¹⁾

41.18±8.03 2.22
39.42±8.48
43.13±7.21
41.96±9.39

9.52±1.62 2.62
9.78±1.53
10.28±1.36
9.40±1.50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경험

응급실
중환자실
무

10.63±1.09¹⁾   4.09*
9.93±1.44¹⁾
9.94±1.33¹⁾

13.20±3.13 2.78
13.02±2.81
12.27±2.44

43.03±7.72 4.09*
42.24±8.72
39.48±8.10

10.00±1.61 1.28
9.86±1.49
9.60±1.57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9.29±1.38¹⁾  4.45**
9.81±1.54
10.63±1.19¹⁾
10.36±1.11

12.46±2.33 5.26**
11.67±2.51¹⁾
13.37±3.18
14.40±2.69¹⁾

40.57±9.01 5.63**
38.61±8.10¹⁾ 
43.89±7.54
46.18±7.09¹⁾

8.57±1.40¹⁾²⁾³⁾6.67***
9.77±1.50¹⁾
10.57±1.28²⁾
10.03±1.40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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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계속>
N=249

*p<.05 **p<.01 ***p<.001

특성 구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행동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신념

평균±표준편차 torF
지식

평균±표준편차 torF

심정지환자
발생경험

유
무

10.05±1.36 0.76
9.88±1.31

12.77±2.65 2.24*
11.76±2.66

41.58±8.14 3.25*
37.15±8.19

9.88±1.53 3.28*
9.02±1.42

심정지환자
발생경험횟수
(최근1년간)

5회 미만
5~10회 미만
10회 이상

9.97±1.33 0.68
10.12±1.29
10.22±1.46

12.49±2.52 1.81
13.19±2.15
13.23±3.18

40.58±8.37 2.16
41.22±8.23
42.37±6.93

9.71±1.50 1.97
10.09±1.61
10.16±1.53

직접기본심폐소생술
수행경험

유
무

10.47±1.27 3.63**
9.82±1.34

13.07±2.80 1.84
12.39±2.60

43.67±8.39 3.74**
39.52±7.96

10.49±1.32 5.59***
9.38±1.52

직접기본심폐소생술
수행경험횟수
(최근1년간)

2회 미만
2~5회 미만
5회 이상

10.49±1.24 0.10
10.50±1.47
10.30±1.06

12.73±2.73 0.93
13.55±2.63
13.78±3.56

42.25±8.82 1.84
45.70±7.65
46.40±6.70

10.37±1.39 0.76
10.80±1.15
10.50±1.27

심정지환자발생
경험횟수에따른
직접기본심폐소생술
수행경험횟수의
분율(최근1년간)

10%미만
10~50%미만
50%이상

10.64±1.34 1.36
10.19±1.45
10.76±1.00

12.00±3.53 1.28
13.48±2.79
13.20±2.59

43.07±10.67 0.18
43.86±7.03
44.90±10.25

10.79±1.48 0.58
10.32±1.30
10.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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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소와의 관계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소와의 관계는 <표 12>와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로 자
격증 소지 군이 비소지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t=2.09,p<
.05).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교육 시행 기관과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
증 소지 여부였다.교육 시행 기관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
여(F=3.79,p<.05)사후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자격증 소지 군이 비소지 군보다 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t=3.73,p<.01).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로 자격증 소지
군이 비소지 군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t=2.48,p<.05).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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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N=249

*p<.05 **p<.01

특성 구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행동적 요소
평균±표준편차 torF

신념
평균±표준편차 torF

지식
평균±표준편차 torF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최근 2년 이내)

유
무

10.00±1.34 -0.84
10.24±1.36

12.71±2.68 1.81
11.67±2.55

40.86±8.41 0.20
40.52±7.48

9.69±1.54 -1.18
10.08±1.55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횟수
(최근 2년간)

1회
2회
3회 이상

9.94±1.31 0.37
10.03±1.45
10.18±1.22

12.50±2.70 1.52
13.13±2.59
12.39±2.74

40.03±8.70 2.51
40.99±8.21
43.96±7.15

9.76±1.50 0.94
9.52±1.62
9.93±1.51

교육
수강
방법

강의
실습
강의와 실습

10.44±1.01 0.56
9.80±1.10
9.99±1.36

13.00±1.58 0.14
12.20±2.17
12.70±2.73

38.33±5.74 0.50
42.40±11.39
40.94±8.45

9.78±1.86 0.27
9.20±0.45
9.70±1.55

교육
시행
기관

병원 내
병원 외
병원 내외

9.97±1.40 0.11
10.00±1.15
10.07±1.27

12.39±2.70 3.79*
13.94±2.84
13.20±2.42

40.11±8.55 2.19
40.81±7.44
42.84±8.09

9.73±1.51 0.36
9.88±1.63
9.56±1.64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소지
비소지

10.52±1.24 2.09*
9.96±1.35

14.31±2.80 3.73**
12.39±2.58

44.38±8.34 2.48*
40.35±8.22

10.03±1.76 1.10
9.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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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에에에 영영영향향향
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1.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
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결혼 상태,임상적 특성 중 총 임상 경력,현 병동 근무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및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중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임상 경력,직접 기본

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로 설명력은 11.3%였다.
이 중 총 임상 경력이 5.1%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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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N=249

※ Dummycode: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무 0 유 1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비소지 0 소지 1

변수 β R RSquare RSquare
Change F p

총 임상 경력 0.005 0.226 0.051 0.051 12.91 .000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0.585 0.293 0.086 0.035 9.19 .003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0.709 0.336 0.113 0.027 7.31 .007

상수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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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
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임상적 특성 중 현재 근무 병동,총 임상 경력,현 병동
근무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중 교육 시행 기관,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연령으로 설명력은 11.7%였다.이 중 응
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5.8%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쳤다.

<표 14>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N=249

※ Dummycode: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비소지 0 소지 1

변수 β R RSquare RSquare
Change F p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1.011 0.241 0.058 0.058 13.36 .000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1.458 0.297 0.088 0.029 6.97 .009

연령 1.300 0.342 0.117 0.029 7.10 .008

상수 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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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적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 정도,임상적 특성 중 총 임상 경력,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 및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중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교육 정도로 설명력은
12.3%였다.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7.3%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5>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49

※ Dummycode: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무 0 유 1
교육 정도 전문학사 0 석사 이상 1

변수 β R RSquare RSquare
Change F p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0.052 0.270 0.073 0.073 19.02 <.0001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3.053 0.322 0.104 0.031 8.14 .005

교육 정도 3.679 0.351 0.123 0.019 5.03 .026

상수 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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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교육 정도,임상적 특성 중 총 임상 경력,응
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
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총 임상 경력으로 설명력은 13.7%였다.이 중 직접 기본
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11.2%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6>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49

※ Dummycode: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무 0 유 1

변수 β R RSquare RSquare
Change F p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1.031 0.335 0.112 0.112 31.29 <.0001

총 임상 경력 0.004 0.370 0.137 0.025 7.02 .009

상수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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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47세였고,연령분포는 30세 미만
이 71.09%로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83.53%로 이는 최향옥

(2005)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심폐소
생술을 경험한 간호사 7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최근 심정지의 주
요 원인인 심혈관질환 발생률의 증가로 인하여 심정지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병원 내에서도 심정지 환자 발생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김성숙,2004;
김지연,신터전과 안원식,2002)간호사의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도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본인이 직접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31.73%였고,직접 기본심폐소생술 경험 횟수는 최근 1년간 2회 미만이 62.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 횟수에 따른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횟수의 분율도 평균 36.3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병원간호
사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기본심폐
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2년 이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89.96%로 대부분

이었으나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도 10.04%를 차지하여,이는 최향옥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 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최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써 기본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반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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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차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또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횟
수는 최근 2년간 1회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52.23%로 가장 많았다.지식은 교육
후 6개월 이후부터 낮아지기 때문에(Plank& Steinke,1989)보다 주기적인 기본심
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단지 11.69%에 불과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06년부터 기본심폐소생술 자격증 과정으로써 일반인 대상
의 HealthsaverCPR과정과 보건의료인 대상의 BLS-HealthcareforProvider과정
을 단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본 연구결과 심폐소생
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과 지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표
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하겠다.

BBB...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본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태도의 삼분모형
에 의해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
였다.
첫째,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점에 평균

10.02점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다.이는 서울시내
중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에서도 ‘당신은 응
급환자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교사 모두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다’가 각각 62.9%,51.4%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송은영,2004)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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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은 총 20점 만점에 평균
12.60점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보통이었으며,지식 범
위는 최소 4점에서 최대 19점으로서 나타났다.이는 최향옥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범위가 총 18점
만점 중 최소 2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이같이 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식정도에 따라 그룹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문항의 정답분포에서 전체 간호사의 20.08%만이 정

답으로 응답하여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호흡과 맥박을 재 사정 후 돌
아오지 않으면 다시 4주기(cycle)의 심폐소생술을 1분에 걸쳐서 반복 시행한다.’였다.
이에 대한 지식부족은 최근 개정된 2005년 심폐소생술 지침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사료된다.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미국심장협회(AHA)의 2005년 심
폐소생술 및 응급심장치료 지침(Guidelines2005forCardiopulmonaryResuscitation
andEmergencyCardiovascularCare)의 내용을 살펴보면,2000년 지침과 비교하
여 2005년 지침에서의 큰 변화는 흉부압박의 효과가 강조되면서 흉부압박과 환기
의 비율은 15:2에서 30:2로 2분에 걸쳐서 5주기를 시행하고,호흡과 맥박의 재 사
정 여부가 사라지면서 병원 안에서 조차도 compression교대시에 리듬을 확인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따라서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의 변화된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겠다.
둘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0.83점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감정의 문항별 분석 결과 병원간호사는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좋고,이롭고,유용하며,중요하고,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한편 ‘긴장
감을 느끼고,스트레스를 받으며,불안하고,두려워하며,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
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정지 환자 발생 상황은 간호사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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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호사들이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하며,반대로 스트레스는 심폐소
생술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ogan,1990;Meerabeau
& Page,1996).심정지 환자를 겪는 상황 이후,많은 간호사들은 그들이 심정지
환자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감에 젖어 들게 되고,종
국에는 죄의식,무능함,충격,슬픔,그리고 무력감 등을 포함하는 잠재영역의 감
정에 이르게 된다(Hogan,1990).Pups,Weyker와 Rodgers(1997)는 29명의 간호사
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였는데,그들의 경험은 ‘겁나고’,
‘불가항력적이고‘,’좌절감을 느끼게 되며‘,’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다.이러
한 감정들은 환자와의 사적인 친밀감과 연관되어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공포와 혼
돈으로 이어지며,이들 공포감은 잠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을 지연시
키게 한다.이와 같이 환자의 심정지 상황은 간호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
발하고 그들의 감정의 에너지가 확장되어 심폐소생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간호사들의 정서에 관한 감정적인 배려를 교육과정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12점 만점에 평균 9.73

점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이는 선행연구
(박소현,2002)인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
도 조사에서 ‘응급상황,즉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
느냐’는 질문에 78.4%의 대상자가 ‘실시하겠다’고 대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태도가 인지․감정․행동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는 삼분모

형에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일치성을 강조한다(김완석,2000).즉,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는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통일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신념,지식),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간 관계는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었다.특히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이 높은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태도를 하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조사한 선행연구(박현주,2000)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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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초등학생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 요소와 과학학업성취도 및 과학적성과의
관계에서 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인지적,감정적,행동적 요소로 나누어 조사하였
는데,이 세 가지 태도의 구성요소는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에

서 보통이었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일부 부정적으로 나타난 감정적 요
소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CCC...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첫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
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임상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
부였으며,이 중 총 임상 경력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연령이었으며,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향옥(2005)이 총 36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및 수행능력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도 연령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경험 유무
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식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인 신념과 지식의 경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보다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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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
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교육 정도였으며,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 발생 상황은 간호사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간호사

들이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도 하며,반대로 스트레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
술을 보유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이는 연령이 많은 간호사의 경우 더욱
명백하다(Hogan,1990).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
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본 연구결과 심정지 발생 상
황을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나 두려움이 보다 감소하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
정이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

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과 총 임상 경력이었으며,이 중 직접 기본심폐소생
술 수행 경험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초반응자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최

혁중,2006)를 살펴보면,최초반응자 내에서도 응급상황 경험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건교사,교통경찰,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군에서 직
업별 심폐소생술에 관한 태도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이와 마찬가지로 Kliegel등(2000)의 심폐소생술 태
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심정지 생존자 및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실험군의 경험적
특성이 일반대중과 다르게 심폐소생술 수행에 관한 태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병원간호사가 향

후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데에는 실무 경력과 직접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
해 본 경험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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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을 통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을 위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연령과 임상 경력이 적고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한 경
험이 부족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강화와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측면에서의 의의는 기존의 단일차원에서의 평가만이 이루어진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
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
한 추후 연구에 폭넓은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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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신념,지
식),감정적 요소,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소재 일개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 280명을 편의 추출하여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
도를 조사하였으며,총 249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 21문항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36문항의 총 57문항으로 이루어
졌다.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측정 도구 Cronbach‘s α =.64,
지식 측정 도구 Cronbach‘sα =.63,감정적 요소 측정 도구 Cronbach‘sα =.69,
행동적 요소 측정 도구 Cronbach‘sα =.77이었다.
자료분석은 SAS(StatisticalAnalysisSystem)9.1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

였으며,서술통계,상관관계분석(CorrelationAnalysis),t검정(t-test),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사후검정(Tukey Post Hoc Test),단계별 다중회귀분석
(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47세였고,총 임상 경력은 평
균 5.35년이었다.병원 내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은 83.53%였으며,직접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은 31.73%였다.

2.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
점에 평균 10.02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으며,지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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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만점에 평균 12.60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보통이었다.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0.83점으로 보통이었다.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감정의 문항별 분석 결과 대상자는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좋고,이롭고,유용하며,중요하고,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한편
‘긴장감을 느끼고,스트레스를 받으며,불안하고,두려워하며,좌절감을 느낀
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행동적 요소는 총 12점 만점에 평
균 9.73점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3.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신념,지식),감정적 요
소,행동적 요소간 관계는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이 높은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59,p<.001).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의 차이는 연령 30~34세 군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35세
이상 군이 25세 미만 군보다(F=4.94,p<.01),기혼군이 미혼군보다 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으며(t=-2.11,p<.05),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10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과 1~5년 미만 군보다
(F=6.99p< .001),현 병동 근무 경력 3~5년 미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F=2.71,p<.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또한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군이 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있는 군과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험이 없는 군보다(F=4.09,p<.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3~5년 미
만 군이 1년 미만 군보다(F=4.45,p<.01),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
이 있는 군이(t=3.63,p<.01),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2.09,p<
.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의
차이는 연령 30~34세 군이 25세 미만 군과 25~29세 군보다(F=4.68,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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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군이 내과계 병동과 외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군보
다(F=2.44,p< .05),총 임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5년 미만 군보다
(F=3.81,p<.05),현 병동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F=3.01,
p<.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또한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F=5.26,p<.01),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2.24p<.05),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3.73,
p<.0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5.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
소의 차이는 석사 이상 군이 전문학사와 학사 군보다(F=4.79,p<.01),총 임
상 경력 5~10년 미만 군이 1~5년 미만 군보다(F=4.87,p<.01),응급실/중환
자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군이 1~3년 미만 군보다(F=5.63,p<.01)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3.25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있는 군이(t=3.74,p<
.01),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군이(t=2.48,p<.05)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

6.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의
차이는 석사 이상 군이 전문학사 군보다(F=3.40,p<.05),총 임상 경력 10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F=3.54,p< .05),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
1~3년 미만,3~5년 미만,5년 이상인 군이 각각 1년 미만 군보다(F=6.67,p<
.00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경험이 있는 군이(t=3.28p<.05),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있는 군
이(t=5.59,p<.001)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7.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총 임상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심폐소생술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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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소지 여부로 설명력은 11.3%였다.이 중 총 임상 경력이 5.1%로 기본심
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
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연령으로 설명
력은 11.7%였다.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5.8%로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지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8.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교육 정도로 설명력
은 12.3%였다.이 중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7.3%로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9.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총 임상 경력으로 설명력은 13.7%였다.이 중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11.2%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임상 경력이었고,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감
정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경력이었으며,
행동적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경험이
었다.따라서 병원간호사가 향후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데에는 실무 경력과
직접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 본 경험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BBB...제제제언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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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연구의 방향과 간호 실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본 연구에서 조사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가 실제 심정지
상황시 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을 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연령과 임상 경력이 적고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
를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본 연구결과에서 보통이었던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하고,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본 연구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나타난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적 요소를 높이기 위해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간호사의 정
서에 관한 감정적인 배려를 포함시키고,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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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질문지

    

질질질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병원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
사하고,태도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간호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든 질문의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니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2000000777년년년 111111월월월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조조조희희희연연연 드드드림림림

설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때는 언제라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날날날짜짜짜 :::222000000777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서서서명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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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정정정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1.내가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은?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병병병원원원 내내내에에에서서서 성성성인인인 심심심정정정지지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을을을 수수수행행행
하하하는는는 것것것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느느느낌낌낌이이이나나나 감감감정정정들들들을을을 묘묘묘사사사하하하는는는 단단단어어어들들들을을을 나나나열열열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
다다다...각각각 단단단어어어마마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이이이나나나 감감감정정정과과과 가가가장장장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매매매우우우 대대대체체체로로로 약약약간간간 보보보통통통 약약약간간간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매매매우우우

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렵다

긴장된다 긴장되지 않는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좌절감을 느낀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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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동동동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인인인지지지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신신신념념념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 병병병원원원 내내내에에에서서서 성성성인인인 심심심정정정지지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다다다음음음 문문문
항항항을을을 읽읽읽으으으시시시고고고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
다다다...

내내내 용용용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
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내내내 용용용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
을 간호 수행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고 있다.

2.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기본심폐소생
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3.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다른 의료진
혹은 동료 간호사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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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인지지지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지지지식식식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성성성인인인 심심심정정정지지지 환환환자자자에에에게게게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문문문항항항입입입
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내내내 용용용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심정지의 확인은 의식 유무,호흡 유무,맥박 유무 세
가지를 확인한다.

2.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다른 의료진에게 도
움을 요청한 후 의식 유무를 확인한다.

3.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양 어깨를 동시에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4.의식소실 시 기도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혀와 후두개
가 인두를 막기 때문이다.

5.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 또는 목에 외상의 징후가 없
는 경우 하악밀기(jaw thrust)방법으로 기도확보를 시도
한다.

6.호흡 유무는 보고,듣고,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
에 확인한다.

7.기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5초 이내로 신속하게 호흡을 확
인하고 자발호흡이 없다면 1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8.인공호흡은 환자의 기도가 열린 상태로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1
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불어
넣는다.

9.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경우에
는 더욱 세게 두 번 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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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용용용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0.호흡량은 성인의 경우 약 500-600mL(6-7mL/kg)정도의
일회 호흡량이면 충분하다.

11.백-마스크를 이용하여 인공호흡 시 2리터의 환기백을
사용하는 경우 환기백을 1/3정도 압축한다.

12.맥박이 있는 성인 환자가 정상 호흡이 없다면,분당
10-12회의 속도(5-6초마다 1회)로 인공호흡을 한다.

13.성인 심정지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촉지 부위는
경동맥이다.

14.인공호흡 후 10초 이상 맥박을 촉지하여 순환을 확인
하고,맥박이 없는 경우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15.흉부압박 지점의 위치는 흉골 체부의 상부 1/2지점이다.

16.흉부압박의 깊이는 4-5cm이다.

17.흉부압박의 속도는 분당 80회이다.

18.흉부압박 시 압박과 이완의 시간비율은 50:50으로 한다.

19.성인의 경우 흉부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구조자가
1인,2인 경우 모두 30:2의 비율로 한다.

20.호흡과 맥박을 재 사정 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4주
기(cycle)의 심폐소생술을 1분에 걸쳐서 반복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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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측측측정정정 도도도구구구>>>

1.성별 :남_____ 여_____

2.연령 :만_____세

3.결혼 상태 :미혼_____ 기혼/동거_____ 이혼_____ 사별_____

4.교육 정도 :전문학사 졸업____학사 졸업____석사과정 이상 재학/졸업____

5.종교 :기독교____ 불교____ 가톨릭교____ 무교____ 기타____( )

6.직책 :일반간호사____책임간호사____수간호사(관리자)____기타____( )

7.현재 근무병동:내과계 병동____외과계 병동____
중환자실____응급실____ 분만실____회복실____
인공신실____외 래____ 기 타_____( )

8.총 임상 경력 : _____년_____개월

9.현 병동 근무 경력 : _____년_____개월

10.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근무 경험 : 있다_____ 없다_____

10-1)경험이 있으시면 근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응급실 _____년_____개월, 중환자실 _____년_____개월

11.병원 내에서 심정지 환자의 발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_____ 없다_____

11-1)경험이 있으시면 최근 1년간 몇 회입니까?_____회

♠♠♠ 귀귀귀하하하와와와 해해해당당당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하하하거거거나나나 직직직접접접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75 -

12.병원 내에서 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시 본인이 직접 기본심폐소생술을 수
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_____ 없다_____

12-1)경험이 있으시면 최근 1년간 몇 회입니까?_____회

13.최근 2년 이내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_____ 없다_____

13-1)경험이 있으시면 최근 2년간 몇 차례의 교육을 받았습니까?_____회

13-2)교육 수강 방법은 어떠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강의_____ 실습_____ 강의와 실습_____

13-3)기본심폐소생술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복수응답 가능)
병동 내 교육_____
병원 내 교육_____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예:대학,대학원)_____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_____
외부 전문센터 기관에서의 교육(예:대한심폐소생협회)_____

14.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있다_____ 없다_____

14-1)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시면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BLSprovider _____
BLSinstructor _____
ACLSprovider _____
ACLSinstructor_____

               

                               ♠♠♠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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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eeYo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resentstudyisadescriptivecorrelationresearchthatdividednurses’
attitude toward basic life support into cognitive components (belief,
knowledge),affective componentand behavioralcomponent,surveyed them
multi‐dimensionally,andanalyzedfactorsinfluencingthecomponents.Forthis
study,weselected280nursesworkingatageneralhospitalinSeoulthrough
convenientsampling and surveyed theirgeneralcharacteristicsand attitude
towardbasiclifesupportduringtheperiodfrom the30th ofNovemberto6th

ofDecember,2007,and analyzed atotalof249questionnaires.Thesurvey
usedastructuredquestionnaire,whichwascomposedof21questionsonthe
subjects’generalcharacteristics,36ontheirattitudetowardbasiclifesupport,
soatotalof57questions.ThereliabilityofthequestionnairewasCronbach‘sa
= .64and .63,respectively,asthescalesofcognitivecomponentsbeliefand
knowledge,Cronbach‘s a = .69 as the scale ofaffective component,and
Cronbach‘sa=.77asthescaleofbehavioralcomponent.Collecteddatawere
statisticallyprocessedusingSAS(StatisticalAnalysisSystem)9.1,and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correlation analysis,t‐test,one‐way ANOVA,
Tukeyposthocktest,and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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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nurseswhoparticipated in thisstudywere28.47yearsold on the
average,andtheirmeantotallengthofclinicalexperiencewas5.35years.Of
them,83.53% experienced cardiac arrestpatients in hospital,and 31.73%
experiencedthedirectperformanceofbasiclifesupport.

2.Astothecognitivecomponentsofthesubjects’attitudetowardbasiclife
support,themeanscoreofbeliefwas10.02pointsoutof12,showinghigh
beliefinbasiclifesupport,andthemeanscoreofknowledgewas12.60outof
20,showingamoderatelevelofknowledgeofbasiclifesupport.Themean
scoreofaffectivecomponentwas40.83outof70,showingamoderatelevel.
According totheresultsofanalyzing thesubjects’answerstoquestionson
theiremotiontowardtheperformanceofbasiclifesupport,theyfeltthatbasic
lifesupportis‘good,beneficial,useful,importantandnecessary’but,onthe
otherhand,theyhad negativefeelingssuchas‘tension,stress,anxiety,fear,
andfrustration.’Themeanscoreofbehavioralcomponentwas9.73outof12,
showinghighbehavioralintentiontowardbasiclifesupport.

3.Astothecorrelationsamongthecognitivecomponents(belief,knowledge),
affectivecomponentandbehavioralcomponentofthesubjects’attitudetoward
basiclifesupport,theywereallinapositivecorrelationwithoneanother,and
particularlywhenbeliefwashighbehavioralintentiontowardbasiclifesupport
washigh(r=0.59,p<.001).

4.Astobeliefinbasiclifesupport,acognitivecomponentofattitudetoward
basiclifesupport,according tothesubjects’generalcharacteristics,beliefin
basiclifesupportwashigherin thoseaged between 30~34 than in those
youngerthan25andthoseagedbetween25~29,andinthoseaged35orolder
than in thoseyoungerthan 25(F=4.94,p< .01),in married nursesthan in
unmarried ones(t=‐2.11,p< .05),inthosewith5~9years’clinicalexperience



- 78 -

thaninthosewithlessthan1year’sexperience,andinthosewith10years’
orlongerclinicalexperiencethaninthosewithlessthan1year’sexperience
andthosewith1~4years’experience(F=6.99p<.001),andinthosewith3~4
years’experienceinthecurrentward thaninthosewithlessthan1year’s
experience(F=2.71,p<.05).Inaddition,beliefinbasiclifesupportwashigher
inthosewithexperienceinemergencyroom thaninthosewithexperiencein
intensivecareunitandthosewithoutexperienceinemergencyroom/intensive
careunit(F=4.09,p<.05),inthosewith3~4years’experienceinemergency
room/intensivecare unitthan in thosewith lessthan 1 year’sexperience
(F=4.45,p< .01),inthosewithexperienceinthedirectperformanceofbasic
life support(t=3.63,p< .01),and in those with a certificate related to
cardiopulmonaryresuscitation(t=2.09,p<.05).
Asto knowledge ofbasiclifesupport,anothercognitive componentof

attitude toward basic life support,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knowledge ofbasic life supportwas higherin those aged
between30~34thaninthoseyoungerthan25andthoseagedbetween25~29
(F=4.68,p< .01),in those working atthe emergency room than in those
workingattheinternalmedicinewardorthesurgicalward(F=2.44,p<.05),in
those with 5~9 years’clinicalexperience than in those with 1~4 years’
experience(F=3.81,p<.05),andinthosewith5years’orlongerexperiencein
thecurrentwardthaninthosewithlessthan1year’sexperience(F=3.01,p<
.05).Inaddition,knowledgeofbasiclifesupportwashigherinthosewith5
years’orlongerexperiencein emergency room/intensivecareunitthan in
thosewith1~2years’experience(F=5.26,p<.01),inthosewithexperiencein
cardiacarrestpatients(t=2.24p<.05),andinthosewithacertificaterelatedto
cardiopulmonaryresuscitation(t=3.73,p<.01).

5.As to the affective componentofattitude toward basic life support
according to the subjects’generalcharacteristics,emotion toward basiclife
supportwasmorepositivein thosewith amaster’sdegreeorhigherthan
thosewithavocationalorbachelor’sdegree(F=4.79,p<.01),inthosewith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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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clinicalexperiencethaninthosewith1~4years’experience(F=4.87,p<
.01), and in those with 5 years’ or longer experience in emergency
room/intensivecareunitthaninthosewith1~2years’experience(F=5.63,p<
.01).Inaddition,emotiontowardbasiclifesupportwasmorepositiveinthose
withexperienceincardiacarrestpatients(t=3.25p<.05),thosewithexperience
inthedirectperformanceofbasiclifesupport(t=3.74,p<.01),andinthose
withacertificaterelatedtocardiopulmonaryresuscitation(t=2.48,p<.05).

6.Asto the behavioralcomponentofattitude toward basiclife support
according to thesubjects’generalcharacteristics,behavioralintention toward
basiclifesupportwashigherinthosewithamaster’sdegreeorhigherthanin
thosewithavocationaldegree(F=3.40,p<.05),thosewith10years’orlonger
clinicalexperiencethaninthosewithlessthan1year’sexperience(F=3.54,p<
.05),andinthosewith1~2years’experienceinemergencyroom/intensivecare
unitwork,thosewith3~4years’experienceandthosewith5years’orlonger
experiencethaninthosewithlessthan1year’sexperience(F=6.67,p<.001).In
addition,behavioralintention toward basiclifesupportwashigherin those
with experience in cardiac arrestpatients (t=3.28 p< .05)and those with
experienceinthedirectperformanceofbasiclifesupport(t=5.59,p<.001).

7.Factorsaffecting the subjects’beliefin basiclife supportwere clinical
experience,experience in the directperformance ofbasiclife supportand
whethertohaveacertificaterelatedto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their
explanatorypowerwas11.3%.Amongthem,clinicalexperienceexplained5.1%,
havingthehighesteffectonthesubjects’beliefinbasiclifesupport.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s’ knowledge of basic life support were

experienceinemergencyroom/intensivecareunit,whethertohaveacertificate
relatedtocardiopulmonaryresuscitation,andage,andtheirexplanatorypower
was11.7%.Among them,experiencein emergency room/intensivecareunit
explained5.8%,havingthehighesteffectonthesubjects’knowledgeofbasic
life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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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actorsaffectingtheaffectivecomponentofthesubjects’attitudetoward
basiclife supportwere experience in emergency room/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inthedirectperformanceofbasiclifesupport,andeducationlevel,
andtheirexplanatorypowerwas12.3%.Amongthem,experienceinemergency
room/intensive care unitexplained 7.3%,having the highesteffecton the
affectivecomponentofthesubjects’attitudetowardbasiclifesupport.

9.Factorsaffectingthebehavioralcomponentofthesubjects’attitudetoward
basic life supportwere experience in the directperformance ofbasiclife
supportand clinicalexperience,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13.7%.
Between them,experience in the directperformance ofbasic life support
explained11.2%,havingthehighesteffectonthebehavioralcomponentofthe
subjects’attitudetowardbasiclifesupport.

Inconclusion,nurses’clinicalexperienceandtheirexperienceinthedirect
performance ofbasiclife supportwere found to be importantfactorsfor
nurses’performanceofbasiclifesupportinthefuture.Accordingly,inorder
todevelopapositiveattitudetowardtheperformanceofbasiclifesupportin
nurses,weneed tostrengthen education on basiclifesupportand develop
activeeducationprogramsparticularlyfocusedonpracticaltrainingfornurses
whoareyoung,haveshortclinicalexperienceandareinexperiencedincardiac
arrestpatients.Whatismore,strategies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nurses’knowledgeofbasiclifesupport,whichwasaverage,programsshould
bedevelopedtopositivelyreinforcetheaffectivecomponentofnurses’attitude
toward basiclifesupport,which wasfound partiallynegativeinthisstudy,
and affectiveconsideration should begiven tonurses’emotion in educating
cardiopulmonaryresuscitation. 

  Keywords : Nurses, basic life support, attitude, influenc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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