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차 예 린

[UCI]I804:11046-000000517757[UCI]I804:11046-000000517757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영향 요인

지도교수 장 연 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0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차 예 린



차예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장 연 수 인

심사위원 이 향 규 인

심사위원 김 필 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년 06월 일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저의 학위 논문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

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거쳐 간 모든 과정 속에서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의미 있는 결실을 맺

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석사 학위 논문을 이렇게 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모두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장연수 교수님, 이향규 교수님, 김필자 

선생님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미흡한 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의 

미숙한 생각들을 함께 고민해주시고, 제가 겪은 많은 과정 속에서 방황하

지 않도록 길을 이끌어주셨던 장연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저의 거칠었던 생각들을 다듬어주시고, 연구 과정

에서 연구자로서의 자세, 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끌어주셨던 가

르침은 저의 발전에 있어서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겪었던 많

은 어려움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님

께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이향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저의 논문에 세심한 지도로 저를 한 걸음 더 성장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늘 항상 따뜻한 격려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늘 항상 저를 믿어주셨고, 이끌어주셨기에 제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셨던 김필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학위 논문 지도를 기쁘게 허락해주셨고, 

임상에서 더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임상에서 많

은 실력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계신 모습이 제게 많은 귀감이 되어주셨

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주신 참 따뜻했던 조언들과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맺게 된 귀한 인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 연구에 참여해주신 213명의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

다. 156명의 간호사 선생님과 57명의 의사 선생님 모두가 제 연구에 참

여해 주셨기에 이 연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병원, 

부서, 환경 등이 다른 곳에 있지만, 항상 환자와 보호자들의 곁에서 마음

을 나누며 땀 흘리는 모습만큼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의료인을 만

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연구자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낯선 연구자가 내민 손길

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그 모습들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매 순간 저를 응원하고 지원해주셨던 손길 잊지 

않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세 병원의 관계

자 분들과 더불어, 저의 자료 수집에 크게 힘 써주신 김순애 선생님께 특

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업과 임상을 병행하는 데 크게 격

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인우영 선생님, 김선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

다. 또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많은 순간 배려해주셨던 세브란스병원 회복

파트 선생님들께 많이 죄송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더 좋은 간호사, 연구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제 곁에서 항상 큰 힘이 되어준 친구들, 동기들과 

함께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기 이

현지언니, 안지윤언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대학원 생활 속에서 서



로 의지할 수 있었던 임지은언니, 또 제가 가는 길을 함께 해줄 김민경언

니 감사합니다. 대학원 과정 속에 즐겁고, 힘든 일 모두 함께했던 그 시간

과 추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멋진 간호사, 멋진 연구자가 되려고 고군분투 

했던 시간들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고,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인도해주셨

습니다. 진심으로 크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 항상 감사드리고 사

랑합니다. 특히 제 곁에서 항상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엄마, 항상 표현

은 서툴지만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멋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또 다른 긴 여정을 함께 해 줄 나의 짝꿍 세윤. 비록 지금

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매 순간 힘차게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준 덕분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긴 여정

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

맙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 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8년 6월

차예린 올림



- i -

차 례

차 례 ··································································································································· i

그림 차례 ····························································································································· iii

표 차례 ································································································································· iii

부록 차례 ····························································································································· iii

국문 요약 ···························································································································· iv

I .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 목적 ····················································································································· 3

C 용어 정의 ····················································································································· 4

II . 문헌 고찰

A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 5

B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 9

III . 연구의 개념적 기틀

IV . 연구 방법

A . 연구 설계 ··············································································································· 15

B . 연구 대상 ················································································································ 15

C . 연구 도구 ················································································································ 16

D . 자료 수집 방법 ······································································································ 18

E . 자료 분석 ················································································································ 18

F . 윤리적 고려 ············································································································ 19



- ii -

V . 연구 결과

A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B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행위적 변수 ···························· 23

C .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차이 ······························································· 27

D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0

VI . 논의

A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 32

B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행위적 변수 ·············································· 35

C .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8

VII . 결론 및 제언

A . 결론 ························································································································· 41

B . 제언 ·························································································································· 43

참고 문헌 ···························································································································· 45

부록 ······································································································································ 52

영문 요약 ···························································································································· 65



- iii -

그 림 차 례

<Figure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 12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 14

표 차 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21

<Table 2> Mean Scores of Behavioral constructs and Awareness of FPDR ·· 24

<Table 3> Differences in behavioral constru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 28

<Table 4> Factors affecting Healthcare Providers’ Intention to allow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 31

부 록 차 례

부록 1. IRB 승인서 ·············································································································· 52

부록 2. 대상자 모집 공고 ··································································································· 55

부록 3. 대상자 설명문 ········································································································· 56

부록 4. 대상자 동의서 ········································································································· 59

부록 5. 설문지 ······················································································································· 61



- iv -

국 문 요 약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영향 요인

최근 환자 중심과 가족 중심 돌봄 개념이 확대되고,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 가족 참여(family engagement)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치

료적 참여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들의 자율성을 존중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국내 의료인의 허용 의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가족

입회 지침 및 프로토콜의 개발과 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는 의료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018년 서울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2개와 경기도 소재의 종합병원 1개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3명, 의사 57명의 의료인 213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도구는 2017년 Lai와 그 동료들에 의해 계획된 행위 이론 기반으로 개발

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Student’s

t-test, ANOVA, 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2.63±7.39세, 임상 경력은 평균 7.89±7.05년이었

고, 학력은 4년제 또는 6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140명(65.7%)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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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 간호사의 경우, 주요 임상 경력 부서가 응급실 53명(24.9%)

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2명(97.4%)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의 경우 진료 과는 마취통증의학과가 1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전공의가 28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2.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66명(78.4%),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210명(98.6%),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

자가 6명(2.8%)이었다.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167명) 중 가

족 입회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6명(21.6%), 실제로 가족 입

회를 경험한 대상자가 42명(25.1%)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각각 16.9%,

19.7%이었다.

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조절 능력, 행위 의도, 인식을 5점 Likert 척도(1-5)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태도 2.79±0.99점, 부정적 태도 4.04±0.67점, 주관적 규범은

2.23±0.66점, 지각된 행위 통제는 2.15±0.65점, 행위 의도는 3.33±0.97점으

로 나타났다.

4. 긍정적 태도는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임상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 경력이 1∼5년 사이인 경우 3.05±0.85점으로 그 점수가 가

장 높았다. 또한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

게 측정되었다.

5. 부정적 태도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태도의 수준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나 심폐소생술 시 가

족 입회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가

소폭 낮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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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적 규범은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

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7. 지각된 행위 통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경력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이 또한 임상 경력이 1∼5년 사이인 경우에서 2.27±0.61점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 부서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장 관련

검사실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고(2.42±0.58점), 응급실(1.94±0.66점)에서 가

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8. 허용 의도의 수준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

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 근무 부서에 따라 허용 의도의 수

준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심장 관련 검사실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고(3.90±1.02점), 응급실(3.09±1.01점)과 중환자실

(3.09±0.99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9.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긍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인력, 공간 등과 같은 자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통해 환

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행위 의도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허용 의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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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실무 현장을 적절히 반영한 프로토콜과 지

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심폐소생술 시 가족입회, 심폐소생술, 의료인, 계획된 행위 이

론, 행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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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호흡 정지, 심정지와 같

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같이 위급한 상

황에서도 환자 중심과 가족 중심 돌봄 개념(Committee on Hospital Care and

Institute for 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 2012)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시각적, 신체적 접촉이 있은 것을 의미하는 심폐소생술 시 환자의 가족이

환자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가족 입회에 대한 개념이 점차 확산되게 되었다

(ENA, 2012).

최근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 가족 참여(family engagement)의 개

념이 확대되고, 치료 과정에 환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됨에 따라(Singh et al., 2018),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치료적 참여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성공률

을 높이고, 보다 나은 임상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다. 가족들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은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증

진시키고,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주요 정보의 교류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Youngson, Currey, & Considine, 2017).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족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1980년대 초 미국에

서 처음 시행되었다(Doyle et al., 1987). 이후 환자 중심과 가족 중심 돌봄 개

념이 강화되고,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대되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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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Halm,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미나 유럽보다 가

족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보고된 바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인식 또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조정림 외,. 2013).

미국응급간호협회(Emergency Nurses Association, ENA)에서는 2005년 처

음으로 심폐소생술과 침습적 시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으며(ENA, 2005), 2012년에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중재에 대한 권

고 단계를 중간 단계의 임상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 B: 중간 단계

(Level B recommendations: Moderate)”로 실무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

다(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12). 이뿐만 아니라 유럽소생위원회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와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도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국제적인

의료계의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와 인식(구현정

& 유양숙, 2011), 의료인 간의 인식 비교(조정림, 이은남, 심상희, & 이나윤,

2013), 침습적 시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과 가족의 인식(심상희 & 이

은남, 2010) 등의 선행연구가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데 그쳐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룬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심폐소

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다룬 선행 연구(김경일,

2014) 또한 국내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허용 의도의 수준을 허용과 비허용으

로 이분화하여 보고하였고, 이론에 기반한 행위 관련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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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의료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Halm,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후 가족 입회 지침 및 프로토콜의 개발과 의

료인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의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

한 행위적 요소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의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허용 의도, 행위적

요소의 수준을 파악한다.

2. 의료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허용 의도의 차

이를 분석한다.

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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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1) 이론적 정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시 환자와 같은 공간

에 존재하고 시각적,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말한다(ENA,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이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심폐소생술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2.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

1) 이론적 정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허용 혹은 불허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생각을 말한다(ENA, 2012).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 이론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 지각된 행동 조절 능

력, 허용 의도, 심폐소생술 시행 동안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Lai 등이 2017년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 중 허용 의도에 해당

하는 점수를 말한다(Lai, Aritejo, Tang, Chen, & Chuang, 2017). 점수가 높을

수록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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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포함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가이드

라인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과 경험,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대한 선행연

구를 고찰하였다.

A.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시 환자와 같은 공간

에 존재하고 시각적,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말한다(ENA, 2012). 심폐소생

술을 하는 동안 가족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1980년 대 초 미국 미시간 주

의 Foote hospital에서 가족의 요구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다(Doyle et al.,

1987). 이후 환자 중심과 가족 중심 돌봄 개념이 강화되고,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와 가족의 참여 개념이 확대되면서 환자와 가족, 의료인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관심은 점점 확산되

어 미국과 유럽에서 이를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Halm, 2005), 최근

미국에서는 약 77%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Lederman & Wacht, 2014).

미국응급간호협회(ENA)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환자, 가족, 심폐소생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가족 입회를 결정하는 주체가 환자의 가족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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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 하며, 가족 입회를 지

원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12). 이뿐만 아니라, 미국중환자간호학회의 한 선행연구

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절

차, 교육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

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Halm, 2005). 미국심

장협회(AHA)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족 입회를 진행할 경우 심폐

소생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그 과정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며, 궁금한 질문

에 적절히 답변하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하였다(Hazinski & Field, 2010).

이처럼 여러 기관들로부터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

거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인들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의료인의 인식은 다

소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생명을

구하려는 치료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타

협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에게 정서

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을 방해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Perez Blanco, 2017; Twibell, Siela, Riwitis, Neal, &

Waters, 2017). 또한 이전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을 한 의료인의 경우 그 이후의 새로운 경험에도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ak-Dankosky, Andruszkiewicz, Sherwood, & Kvist,

2015). 이뿐만 아니라 가족 입회 중 발생하는 가족들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심

폐소생술 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보

고되었다(Zali, Hassankhani, Powers, Dadashzadeh, & Rajaei Ghafou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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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많은 선행 문헌들은 가족 입회 시 의료인이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실제로 가족 입회가 시행될

때 받게 되는 영향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과, 가족 입회가 가족에게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에 대해서도 현실에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다수 설명하고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실제 심폐

소생술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심폐소생술 상황을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

었고, 의료 행위에 방해되지 않으며, 의료인과의 의사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

이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Plouffe, Cooper, Fraser, & Launder, 2010). 환자

의 가족들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부정

확한 의학적 처치와 환자 상태에 대한 걱정이 감소하고(Zali et al., 2017), 환

자와 가족의 자율성이 지지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ederman, Garasic, &

Piperberg, 2014).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들의 1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와

관련된 증상, 불안, 우울, 극심한 슬픔 등이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Jabre et al., 2014). 이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

회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폐소생술로 환자가 소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하

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Lederman et al., 2014), 가족들의 자율성을 존중

하고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Vincent &

Lederman, 2017).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가족들의 경험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에서

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다수 보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가족들이 환자의 심폐소생

술을 지켜보면서 환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환자의 치료 결과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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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가족들은 의료진 간의 팀워크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

게 되었다고 한다(Leske, McAndrew, & Brasel, 2013; O'Connell et al., 2017).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료인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가족의 심폐소생술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며, 가족들이 오랫동안 정서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고 한다(조정림 외, 2013). 한편으로는, 가족들

에게 의료인이 심폐소생술 중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왜곡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인식한다는 보고도 있었다(조정림 외, 201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침습적 시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가족과 의료인의 인식(심상희, 2008), 침습적 시술 시 가족 입회

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인식(심상희 & 이은남, 2010),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비교(조정림 외, 201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김경일, 2014) 등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며, 이론적 기틀을 바탕

으로 계획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공

통적으로 의료인의 인식 개선과 허용 의도의 확산을 위하여 체계화된 지침과

교육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기초 자료와 이

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함

을 호소하고 있어(김경일, 2014; 심상희, 2008; 심상희 & 이은남, 2010; 조정림

외, 2013), 본 연구를 통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

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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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허용 혹은 불허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생각을 뜻한다(Emergency

Nurses Association, 2012).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

다. 허용 의도와 관련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 가족 입회 중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허용 의도

에 대한 질문을 “예, 아니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김경일, 2014). 이에 따르

면, 의료인의 57.9%(N=200)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허용할 의도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6점, 가족 입회 중 심폐

소생술 업무 수행 자신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1점으로 보고하였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의료인의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OR=10.84; 95% CI: 3.85∼30.50), 가족 입회 중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OR=2.52; 95% CI: 1.15∼5.55), 병원 종류(OR=3.62; 95% CI: 1.56∼8.44), 근무

중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경험(OR=3.29; 95% CI: 1.46∼7.43), 가족 입회의

최종 결정에 가장 적합한 사람(OR=0.45; 95% CI: 0.21∼0.9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95.09, p<.001)(김경일, 2014).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하여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

용 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국외에서 두 편이 보고되었다. 두 연구들에 따

르면,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

의 허용 의도를 높게 예측하였다(Chen et al., 2017; Lai et al., 2017).

표본 수 1122개의 다 기관 연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지지하는 의료인의 비율이 3.7%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허용 의도의 선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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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 결과 행위의 의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고(2.65∼2.96점), 태도 부분만 약간 높

은 수준(3.1∼4.1점)을 나타냈다(Chen et al., 2017).

또 다른 표본 수 714개의 단일 기관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관련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 결과 부정

적인 태도(4.18점), 중간 정도의 긍정적인 태도(3.04점), 중간 이하의 주관적 규

범(2.51점), 지각된 행위 통제(2.43점), 그리고 행위 의도(2.86점)로 보고하였다

(Lai et al., 201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

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신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허용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매우 적어 추후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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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1986년 Azjen과 Madden에 의해 소개된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적절히 설명한다(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이는 Fishbein의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de Action: TRA)(Fishbein, 1967)에서 확장된 이론으로, 인간의 행위가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하여 그 의도가

영향 받게 되고, 이에 지각된 의지에 의하여 행위가 통제될 수 있다는 통제

변인이 더해져 인간의 행위를 목표 지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득심리이론이

다(Ajzen, 1991).

행위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행

위 주체의 신념과 개인의 가치가 반영됨에 따라 결정되고,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은 행위의 수행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사회적인

압력을 반영한 규범적 신념과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을 따라하려는 순응 동기

에 따라 결정되며,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이성과 이를 위한 자원, 제약 등에 대한 통제 신

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행위 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결

정하며, 이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Ajzen, 1991; Ajzen & Madden,

1986)(Figure. 1).

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내리는 평가로 긍정적이고 부정

적인 평가 모두를 포함한다. 주관적 규범은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인 압력에

대한 인지에서 나타난다. 이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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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에 대하여 쉽거나 어려운 정도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것으로, 과거의 경험, 예상되는 미래의 장애물 등이 반영된다(Ajzen, 1991).

계획된 행위 이론은 다양한 건강 관련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성

이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면, 흡연과 금연(Rocheleau et al.,

2017; 김경미 & 김미진, 2016; 송미라 & 김순례, 2002), 알코올 섭취(Haydon

& Obst, 2018; 유혜라, 2000), 신선 식품 섭취 및 체중 조절(Lewis et al.,

2017; Mazloomy-Mahmoodabad, Navabi, Ahmadi, & Askarishahi, 2017), 운

동(Tate et al., 2017; 김수민, 박재용, & 한창현, 2010) 등의 목표 지향적인 행

위에 대하여 계획된 행위 이론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위 이론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강조된 행위인 결혼과 출

산(Ghaffari, Afshari, Rakhshanderou, & Armoon, 2017; Shahrabadi,

Karimi-Shahanjarini, Dashti, Soltanian, & Garmaroudi, 2017; 한경미 & 정혜

선, 2010), 근로자 보호구 착용(정혜선, 기미영, 구정완, & 장원기, 2003), 질병

에 대한 자가검진(배필원 & 서순림, 2013)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유용성이 검

증되었고,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헌혈(김유정 & 최인희, 2014), 장기 기증

(Ghaffari & Latifi, 2017)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성이 검증되었다.

Figure 1.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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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위 이론의 유용성은 이 외에도 의료인 주체로 실시되는 행위에 대

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선행연구 중 병원 내 감염관리 활동(구지은, 하이경,

황수호, & 공경희, 2018; 문정은 & 송미옥, 2017; 이미라, 소희영, & 조미경,

2005; 정선영 & 김옥수, 2012), 안전간호수행(박선희 & 이태화, 2016), 근거기

반간호술(Côté, Gagnon, Houme, Abdeljelil, & Gagnon, 2012) 등의 행위에서

계획된 행위 이론이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있어서도 계획된 행위 이론을 적용하

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 이론의 개념적 기틀에서 행위 의도 단계까지 활

용하여 행위적 요소들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향후 심폐소

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행위 의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Figure. 2).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인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정도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을 개인

이 지각한 정도를 의미하며, 병원 또는 병원 내 관리자의 압력을 의료인이 지

각한 정도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지각된 행

위 통제는 의료인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수행할 때 지각되는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는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허용 혹은 불허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생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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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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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심폐소생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며, 심

폐소생술 시 직접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사와 간호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예

측 요인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방법에 대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회귀 분석에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크기보다 작은

효과 크기 .10, 유의수준 α=.05, 검정력 .95, 4개의 예측 요인(긍정적 태도, 부

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양측 검정으로 산정한 결과 표본

크기는 191이었으며, 설문지 미비율 약 20%를 고려하여 230명을 목표 대상자

수로 산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면허 등록자수가 의사가 11만 8천여 명, 간호사가 35만 6천여 명

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이 약 1:3으로 보고되었다(박수경, 2017).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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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을 약 1:3으로 하여 의사 60명, 간호사

170명으로 나누어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

며, 이 중 결측값 등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92.6%의 회수율로, 총 213

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중 간호사와 의사의 설문지 수는

간호사 156부, 의사 57부였다.

C.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

의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 지각된 행동 조절 능력, 허용

의도, 심폐소생술 시행 동안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의료인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교육 수준을 포함되어 있으며, 직

무 관련 특성으로는 직종, 직위, 경력, 근무 부서(진료과)가 포함되었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시행 경험 및 요청 받은 경험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문항을 함

께 질문하여 자료 수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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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본 연구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는 Azjen의

계획된 행위 이론(Ajzen, 1991)을 바탕으로 이론에 근거한 도구 개발 방법에

준하여 Lai와 동료들(Lai et al., 2017)이 개발한 질문지를 개발자인 Lai에게

허락을 받아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총 27문항으로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 차용된

네 가지 개념을 반영하여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관련하여 태도(긍정적,

부정적 태도 각 4 문항), 주관적 규범 인식(6 문항), 지각된 행동 조절 능력(6

문항), 허용 의도(2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심폐소생술 시행 동

안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5 문항)과 인구학적 자료 수집을 위한 항목이 포함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1점, ‘동의

하지 않는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동의한다’는 4점, ‘완전히 동의한다’는 5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질문지는 저자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 연구자가 번역한 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 전공자와 함께 역번역 과정을 거쳐 간호학 교수 1인,

의과대학 교수 3인, 간호학 석사 학위자 이상의 응급실, 중환자실, 마취 회복

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3인, 총 7명의 전문가로부터 전문가 타당도를 확인

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의료 현실에 부적절하다고 확인한 문항 1문항을 제외

한 후 총 26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원 질문지의 Cronbach α값은 .8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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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18년 4월부터 2018년 5

월까지 서울 소재의 2개 병원과 경기도 소재의 1개 병원에서 자료 수집을 진

행하였다. 심폐소생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의 응급실, 내, 외과계

중환자실, 수술 및 마취, 회복실, 병동, 검사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협조 기관에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

시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

를 받았으며 연구 설명문, 3,000원 상당의 답례품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배부

하였다. 완성된 동의서 한 부는 연구 대상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는 설문지와 함께 각각 밀봉된 수거함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E.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서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 입회의 허용에 대한 주요 변수는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허용에 대한 의료인의 의도 점수가 높은 군

과 낮은 군 사이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점수 차이는 Student’s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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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F.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앞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들을 고려하기 위해, 일 의

료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Y-2018-0029)을 받았다.

본 연구는 3개 기관의 다 기관 연구로 각 기관에 협조 요청 후 협조 가능한

부서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거부 시에도 불이익이 가

해지지 않을 것, 설문 자료 사용범위, 익명성의 보장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의 경우 회수 시 각 부서에 밀봉된 수거함을 비치하여 제출하도록 안

내한 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입력 시에는 동의서

와 설문지에 기입된 고유 번호에 따라 코딩하였다. 규정에 따라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컴

퓨터에 보관하며, 연구 종료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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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 병원은 서울특별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2곳, 경

기도 소재의 종합병원 1곳으로 총 3곳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13

명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85명(86.85%), 종합병원에서 28명(13.15%)이었으

며, 간호사 156명, 의사 57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여자

가 161명(75.6%)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2.63±7.39

세로, 20세 이상 30세 미만 집단이 106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임상 경력은 평균 7.89±7.05년이었고, 학력은 4년제 또는 6년제 대학교를 졸업

한 대상자가 140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의 경우 주요 임상 경력

부서가 응급실 53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2명

(97.4%)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는 진료 과는 마취통증의학과가 19명(33.3%)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전공의가 28명(49.1%)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이 있는 대상

자가 167명(78.4%),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210명

(98.6%),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명

(2.8%)이었다.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167명) 중 가족 입회를 요

청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6명(21.6%), 실제로 가족 입회를 경험한 대상

자가 42명(25.1%)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각각 16.9%, 19.7%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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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b: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Only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CPR were included in Analysi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52(24.4)

Female 161(75.6)

Age(years) 20-30 106(49.8) 32.63±7.39

30-40 78(36.6)

40-50 25(11.7)

≥50 4(1.9)

Educational level College 13(6.1)

University 140(65.7)

≥Master 60(28.2)

Clinical experience

(years)

1-5 109(51.2) 7.89±7.05

5-10 58(27.2)

10-15 17(8.0)

15-20 12(5.6)

≥20 17(8.0)

Experience of CPR Yes 167(78.4)

No 46(21.6)

Experience of being

required FPDRa (n=167)

Yes 36(21.6)

No 131(78.4)

Experience of FPDRa

(n=167)

Yes 42(25.1)

No 125(74.9)

Experience of CPRb

simulation training

Yes 210(98.6)

No 3(1.4)

Experience of FPDRa

education

Yes 6(2.8)

No 207(9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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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Total

 n(%) Mean±SD

Profession Nurses 156(73.2)

Position

Staff nurse 152(97.4)

Unit manager 3(1.9)

Physician Assistant 1(0.6)

Area of practice

General ward 43(20.2)

Intensive Care Unit 33(15.5)

Emergency Room 53(24.9)

Post-anesthesia Care Unit 17(10.9)

Cardiological exam room 10(6.4)

Physicians 57(27.8)

Position

Resident 28(49.1)

Fellow or Professor 25(43.9)

Professional Clinical Doctor 4(7.0)

Area of practice

Anesthesiology 19(33.3)

Surgery 12(21.1)

Urology 10(17.5)

Cardiology 7(12.3)

Emergency medicine 6(10.5)

Etc. 3(5.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continued) 

(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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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행위적 변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행위 의도, 인식도의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 2.79±0.99점,

부정적 태도 4.04±0.6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규범 2.23±0.66점, 지각된

행위 통제 2.15±0.65점, 행위 의도 3.33±0.97점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을 살펴보면, 긍정적 태도 영역에서는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부정적 태도 영역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의료진에게 부담감을 증가시킨다.’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 영역에서

는 ‘우리 부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지지한다.’, 지각된 행위

통제 영역에서는 ‘만일 가족의 입회가 허락된 상황이라면, 나의 부서원들은 환

자 가족들이 잠재적으로 방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

다고 생각한다.’, 행위 의도에서는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

시 입회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식도 영역에서는

‘우리 부서는 현재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문항이 가

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인들은 대부분의 의료인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지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1.95±0.86점), 관리자 또한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2.08±0.86점).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최근 의료계의 추세인지(2.24±0.85점), 병원 또는 부서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는지(2.26±0.85점), 미래에 병원 내 시행 가능성(2.49±0.89점)에 대한 문

항에서도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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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of Behavioral constructs and Awareness of FPDRa 

(N=213)

Note. 5-point Likert scale (1-5); a: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Items Mean±SD

Positive attitude (Total) 2.79±0.99

Family members would better understand the resuscitation 
procedure

3.00±1.18

Being present during resuscitation can improve the family 
members’ understanding of the resuscitation process

2.81±1.15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will lessen the family 
members’ feeling of regret

2.56±1.10

Negative attitude (Total) 4.04±0.67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the medical team during resuscitation.

4.28±0.82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might cause trauma to 
the patient’s family

4.27±0.76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might cause emotional 
disturbance for the patient’s family, thus interfere with 
the resuscitation procedure.

4.03±0.83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lawsuit

3.58±0.99

Subjective norms (Total) 2.23±0.66

I think this hospital would actively implement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in the future

2.49±0.89

My work unit supports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2.26±0.85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is a trend in medical 
development

2.24±0.85

I think my supervisor will support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2.08±0.86

I think most medical professionals support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1.9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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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of Behavioral constructs and Awareness of FPDRa 

(Continued) (N=213)

Note. 5-point Likert scale (1-5); a: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Items Mean±S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tal) 2.15±0.65

I think the staff in my work unit are capable of controlling 
the potential interfering behavior of family members, if 
they are allowed to stay

2.93±0.99

Medical teams can also take care of the emotional 
response of family members while performing resuscitation

2.47±1.05

Medical teams can control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llowed to witness the resuscitation

2.45±1.21

The unit has enough room for family members to stay 
during resuscitation

1.85±0.93

I have been trained to support families in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practice

1.61±0.80

There is sufficient manpower to assist family members in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practice

1.57±0.75

Behavioral Intention (Total) 3.33±0.97

I support that the will of the patient to allow his/her 
family to be present during resuscitation should be 
respected.

3.44±1.01

I support that the will of the patient’s family to be 
present during resuscitation should be respected.

3.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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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of Behavioral constructs and Awareness of FPDRa 
(Continued) (N=213)

Note. 5-point Likert scale (1-5); a: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b: ENA = European Nurses Association, c: AHA = American Health Association

Items Mean±SD

Awareness (Total) 2.00±0.47

My medical unit currently restricts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3.52±1.24

I have received relevant training in conciliating the 
traumatic emotions of patients’ family members

2.15±0.96

My medical unit has a written policy for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1.66±0.75

Are you aware of the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policies in any other country or international association, 
such as ENAb and AHAc guidelines?

1.38±0.68

Do you know any association in Korea that is engaged in 
promoting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1.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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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경험 및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경험 및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행위 관련 변수들의 차

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임상 경력은 긍정적

태도(F=4.705, p=.001)와 지각된 행위 통제(F=2.878, p=.024)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간호사의 경우 주요 임상 경험 부서에 따라 지각된 행위

통제(F=3.632, p=.007), 행위 의도(F=3.152, p=.016)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 태도(t=-3.143, p=.002)와 주관적 규범

(t=-2.958, p=.003)에서 심폐소생술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심폐소생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보호자들로부터 심폐소

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실제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경험한 대상자들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 의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의 유무가 유일하였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

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위 의도(t=2.619, p=.009)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의 유무는 행위 의도뿐 아니라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인식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규범(t=2.322, p=.021), 지각된 행위 통제(t=2.111, p=.036), 인식도

(t=2.299, p=.022)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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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wareness Behavioral Inten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52 2.80±1.06 0.092(.927) 4.03±0.67 -0.122(.903) 2.22±0.68 -0.013(.990) 2.12±0.65 -0.383(.702) 2.02±0.45 0.321(.749) 3.28±1.02 -0.427(.670)

Female 161 2.79±0.97 4.04±0.67 2.23±0.65 2.16±0.65 1.99±0.48 3.34±0.95

Age 

(years)

20-30 106 2.97±0.91 2.409(.068) 4.01±0.67 0.810(.490) 2.30±0.65 0.875(.455) 2.25±0.60 2.392(.070) 2.08±0.46 2.329(.076) 3.44±0.88 1.129(.338)

30-40 78 2.62±1.06 4.01±0.74 2.16±0.70 2.06±0.69 1.94±0.49 3.18±0.99

40-50 25 2.60±1.02 4.23±0.46 2.13±0.54 1.93±0.35 1.86±0.43 3.30±1.08

≥50 4 2.58±0.99 4.13±0.43 2.25±0.52 2.25±1.10 1.90±0.12 3.50±1.73

Clinical 

experience

(years)

1-5 109 3.05±0.85 4.705(.001)** 3.98±0.65 1.222(.303) 2.33±0.64 1.673(.157) 2.27±0.61 2.878(.024)* 2.06±0.46 2.060(.087) 3.45±0.85 1.436(.223)

5-10 58 2.56±1.13 4.13±0.71 2.12±0.67 2.10±0.68 2.02±0.50 3.24±1.04

10-15 17 2.31±0.81 3.85±0.86 2.12±0.86 1.91±0.75 1.81±0.49 2.97±1.11

15-20 12 2.30±1.08 4.25±0.64 1.96±0.43 1.80±0.47 1.83±0.47 3.04±1.16

≥20 17 2.71±0.97 4.13±0.31 2.22±0.52 1.97±0.66 1.85±0.31 3.41±1.08

Profession Nurse 156 2.75±0.99 0.878(.381) 4.06±0.67 -0.741(.459) 2.22±0.66 0.271(.786) 2.13±0.65 0.761(.448) 2.01±0.48 -0.214(0.83) 3.30±0.96 -0.214(.831)

Physician 57 2.89±1.00 3.98±0.67 2.25±0.65 2.20±0.65 1.99±0.44 3.41±1.00

Experience of 

CPRa

Yes 167 2.68±0.98 -3.143(.002)** 4.07±0.65 1.380(.169) 2.16±0.63 -2.958(.003)** 2.11±0.66 -1.359(.176) 2.01±0.47 0.138(.660) 3.28±0.99 -1.361(.175)

No 46 3.19±0.94 3.92±0.72 2.47±0.70 2.26±0.60 1.97±0.47 3.50±0.83

Experience of 

being required 

FPDRb† 

(n=167)

Yes 36 2.92±1.04 1.583(.115) 3.91±0.69 -1.680(.095) 2.31±0.67 1.548(.123) 2.17±0.76 0.530(.597) 2.00±0.59 -0.172(0.86) 3.53±1.01 1.633(.104)

No 131 2.62±0.94 4.11±0.63 2.12±0.61 2.11±0.63 2.02±0.44 3.22±0.98

Experience of 

FPDRb† 

(n=167)

Yes 42 2.89±0.88 1.489(.138) 3.99±0.70 -0.867(.387) 2.19±0.55 0.323(.747) 2.20±0.69 0.888(.376) 1.93±0.49 -1.311(.185) 3.45±0.93 0.816(.231)

No 125 2.63±0.99 4.10±0.64 2.15±0.65 2.09±0.65 2.04±0.47 3.23±1.02

Table 3. Differences in behavioral constru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Note. * : p< .05, ** : p< .01; †: Only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CPR were included in Analysis.; a: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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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Variables

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wareness Behavioral Inten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xperience 

of CPRa 

simulation 

training

Yes 210 2.78±0.99 -0.564(.573) 4.04±0.67 0.101(.920) 2.22±0.66 -0.876(.382) 2.15±0.65 0.985(.326) 2.01±0.47 1.237(.218) 3.33±0.97 0.292(.771)

No 3 3.11±1.39 4.00±1.09 2.56±0.63 1.77±0.19 1.67±0.61 3.17±0.29

Experience of 

FPDRb 

education

Yes 6 3.44±0.58 3.91±0.56 2.83±0.62 2.69±0.87 2.44±0.83 4.33±0.61

No 207 2.77±0.99 1.648(.101) 4.04±0.67 -0.453(.651) 2.21±0.65 2.322(.021)* 2.13±0.64 2.111(.036)* 1.99±0.45 2.299(.022)* 3.29±0.96 2.619(.009)**

Area of 

Practice‡

(n=152)

General 

Ward

43 2.77±1.02 4.10±0.69 2.25±0.72 2.02±0.61 2.00±0.51 3.40±0.84

ICUc 33 2.81±0.91 4.17±0.56 2.32±0.58 2.38±0.64 2.16±0.54 3.09±0.85

ERd 53 2.61±1.03 0.578(.679) 3.95±0.79 0.622(.648) 2.10±0.71 0.354(.805) 1.94±0.66 3.632(.007)** 1.93±0.46 1.352(.253) 3.09±1.01 3.152(.016)*

PACUe 17 2.88±0.97 4.04±0.53 2.32±0.54 2.28±0.61 1.93±0.36 3.73±0.99

Cardiological 

exam room

10 3.03±1.07 4.10±0.41 2.15±0.56 2.42±0.58 2.04±0.43 3.90±1.02

Table 3. Differences in behavioral constru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3) 

Note. * : p<.05, ** : p<.01; ‡: Only Nurses were included in analysis; a: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c: ICU = Intensive care unit, d: ER = Emergency room, e: PACU = Post-anesthesia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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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

제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직종, 임상 경력, 그리

고 행위 의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의 유무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추정된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2.373, p<.001), 설명 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행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긍정적 태도(β=0.221, t=3.231, p=.001), 주관적 규범(β=

0.285, t=3.339, p=.001), 지각된 행위 통제(β=0.221, t=2.869, p=.005)가 있었다.

계획된 행위 이론에 기반한 변수들 중 부정적 태도(β=0.067, t=0.949, p=.344)

는 행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직종(β=

-0.032, t=-0.555, p=.579), 임상 경력(β=0.026, t=0.441, p=.660),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유무(β=-0.100, t=-1.680, p=.095)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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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p<.05, **: p<.01; a: FPDR =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Adjusted R2=0.30

Standardized β t   p

Positive attitude 0.221 3.231 .001**

Negative attitude 0.067 0.949 .344

Subjective norm 0.285 3.339 .00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221 2.869 .005**

Awareness -0.104 -1.696 .091

Profession 0.032 0.555 .579

Clinical tenure 0.026 0.441 .660

Experience of FPDRa education 0.100 1.680 .095

Table 4. Factors affecting Healthcare Providers’ Intention to allow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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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의료인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

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허용 의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2개와 경기도 소재의 종합병원 1개에

서 근무하는 의료인 213명(간호사: 156명, 의사: 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A.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인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럽소생위원회와 미국심장협회의 가이

드라인을 기초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함께 개발하

였지만(Hwang; et al., 201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국내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장려하는 단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미국응급간호협회,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관들의 심폐소

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각 1.30±0.57

점, 1.33±0.68점의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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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의료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경험은 78.4%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들 중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요청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인은

21.6%, 실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은 25.1%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 중 각각 16.9%, 19.7% 수준으로 그 수가 제한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약 80%로 보고된 비율(Lederman &

Wacht, 2014; Mortelmans, Cas, Van Hellemond, & De Cauwer, 2009)과 비교

하면 현저히 저조한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인식도와 가족들로부

터의 입회 요청 경험보다 입회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심폐소

생술 시 가족 입회 경험은 가족의 요청 또는 의료인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의료인의 가족 입회 허용 의도는 3.33±0.97점으로 같은

질문지를 사용한 대만의 연구에서 보고한 점수(2.86±1.02점)(Lai et al., 2017)

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허용 의도는 중간 수준으로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환자의 의사와 가족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침습적 시술 또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사의 허용 의도는 각각 2.24±0.76점(심상희 & 이은남, 2010)과

2.46±0.83점(조정림 외, 2013), 2.76±0.51점(김경일, 2014)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점수보다 다소 낮은 점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점수를 비교

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 의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자 참여, 가족 참여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Singh et al.,

2018), 의료인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의 변수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유무였다(t=2.619, p=.009). 본 결과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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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낮아 통계적 유의점에 제한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허용 의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임은 다수 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Flanders & Strasen, 2014; Porter, Cooper, &

Sellick, 2013), 최근에는 교육 중재가 심폐소생술 시 가족입회를 지지하도록

하고, 이를 제안할 의도를 높인다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보고된 바 있다

(Powers, 2017b). 따라서 국내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 부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

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52, p=.016). 허용 의도가 가장 높은 부서는

심장 관련 검사실이었고, 가장 낮은 부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이었다. 미국에

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약 64%의 중환자실에서 보호자 자율면회가 가능하지

만(Kuzin et al., 2007), 국내 대부분의 중환자실에서는 면회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미라, 강희선, 김경희, & 이원영, 2010). 제한된

면회 시간은 간호사들이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게 하고(Ganz & Yoffe, 2012), 중환자실의 과도한 업무량과 보호

자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허용하는 데 어려움

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Ganz & Yoffe, 2012).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프라이버시가 보호

되기 힘든 환경으로 가족 입회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었다(Davidson,

Buenavista, Hobbs, & Kracht, 201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해 보

면, 국내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들의 낮은 허용 의도 또한 이러한 요소들

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의료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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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의도가 높아지고(김경일 2014), 자신감이 높은 의료인이 가족 입회에 대

한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며, 이로 인한 이익이 더 많도록 인지한다고 보고되

었다(Twibell, Siela, Neal, Riwitis, & Beane, 2018). 따라서 심폐소생술 시 가

족 입회 시행에 대하여 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B.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행위적 변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가족들이 심폐소

생술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이

해하거나, 후회하는 감정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상태에 대한 불안, 걱정, 가족들의 후회하는 감정을 감소시키며(Zali et al.,

2017), 환자와 가족의 자율성이 지지되고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Lederman et al., 2014)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태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의료인들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환자의 가족들

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고, 가족들의 정서적 장애를 초래하여 심폐소생

술 과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

회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을 현저

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Jabre et al., 2014)와는 많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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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로 인하여 법적 소송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다른 문항들 보다 다소 낮은 점수(3.58±0.99점)가 나타났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통해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의 전 과정을 지켜봄으

로써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대한 걱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Zali et al., 2017)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한 연구 참여자의 태도는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왜곡으로 인한 우려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절차나 범위 등에 대한 표준화

된 지침의 마련이 의료인과 가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Halm, 2005; Chapman, Bushby, Watkins, & Combs, 2014) 부정적 태도를 개

선하는 데 적절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주관적 규범은 2.23±0.6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같은 질문지를 사용한 대만의 선행연구 결과 (2.51±0.75점)(Lai et al.,

201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

라 관리자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관련이

있어(Lai et al., 2017), 적절한 교육과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최근 의료계의 추세인지, 병원 또는 부서 차원에서 이

를 지지하는지 등, 미래에 병원 내 시행 가능성에 대한 문항들에서는 소폭 높

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환자 참여, 가족 참여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Singh et al., 2018),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환자의 가족들에게 심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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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익이 되며, 환자의 자율성을 지지할 수 있다는(Vincent, C., & Lederman,

Z., 2017) 의료계의 움직임을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수 또한 같은 질문지를 사용한 대만의 선행연구 결과(Lai et al., 2017)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시

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고, 가족 입회 시 가족들을 지지하

는 훈련이 미흡하고, 감정적 반응을 돌보기 어려우며, 입회하는 가족 수를 통

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

한 교육 및 지침(Halm, 2005; Chapman, Bushby, Watkins, & Combs, 2014)과

적절한 업무량, 충분한 인력, 적절한 공간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자원 등이 충

분할 때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Lai et al., 2017; Doyle

et al., 1987; Eichhorn et al., 2001; Wright, 2004), 이에 대하여 기관 수준에서

지지되어야 심폐소생술 시 허용 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Chapman, Bushby,

Watkins, & Combs, 2014) 병원 내에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조절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부서 내 의료인들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지침을 통해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위로

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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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문헌에서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요인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 직종, 임상

경력과(Chen et al., 2017; Lai et al., 2017; 구현정 & 유양숙, 2011; 심상희 &

이은남, 2010; 조정림 외, 2013), 본 연구에서 허용 의도에 차이가 있었던 독립

변수인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유무와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

제시한 행위 의도의 선행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를 독립

변수로 하여 선형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허용 의도가 높아지며,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허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Lai et al., 2017).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

범을 강화함으로써 허용 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지침의 부재가 이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어(Powers, 2017), 심폐소생술 시 가

족 입회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Halm,

2005). 또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고 명확한 프로토콜을 개발 하는 것은 주관

적 규범을 향상시킬 수 있어(Lai et al., 2017) 궁극적으로 허용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Lai et al., 2017)와는 다르게 지각된 행위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허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허용하는 데 있어 업무량, 충분한 인력, 적절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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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자원이 개선될수록 그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

구(Chapman, Bushby, Watkins, & Combs, 2014)에 따라 낮은 점수를 나타낸

부족한 인력과 공간 등의 환경적 자원 등의 개선을 통해 지각된 행위 통제 수

준을 향상시킨다면 행위 의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함께 충분히 훈련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며, 효율

적인 업무량 분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실제

현상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기관 연구

를 실시하였지만, 연구에 포함된 기관의 수가 제한적이고, 선택 편의가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국내에서 적절히 시행되고 도입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위하여 추후 다양한 지역의 기관과 다양한 부서 및 진료과의 더 많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 경

험이 있는 경우 허용 의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나타난 결과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6명에 그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폭 넓게 탐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근무 부서에 따른 허용 의도 차

이가 있다는 결과에서도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수가 부서 간 차이가 있어

사후 분석을 통한 다중 비교에서 부서 간의 허용 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추후에 근무 부서별 간호사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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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표집 하여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 심폐소생술이 자주 실시될 수

있는 국내의 상급종합병원 2곳과,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1곳의 의료인들의 심

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제도가 없는 한

국 임상 현실에서 의료인들의 태도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후 가족 입회 지침

및 프로토콜의 개발과 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는 의료인 대상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 및 가족 중심 돌봄을 실현하고, 돌봄에 있어 환자 및 가족이 참여하고자

하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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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결론

최근 환자 중심과 가족 중심 돌봄 개념(Committee on Hospital Care and

Institute for Patient and Family Centered Care, 2012)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치료 과정에 환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됨에 따라,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 가족 참여(family

engagement)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Singh et al., 2018). 심폐소생술 시 가

족 입회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Doyle et al., 1987) 미국과

유럽에서 이를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어(Halm, 2005), 최근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을 입회하는 사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ederman & Wacht, 2014; Mortelmans, Cas, Van Hellemond, & De

Cauwer, 2009).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의 국가들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

족입회에 대하여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Lai et al,. 2017), 이와 관련된 선행

문헌 또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상급종합병원 2곳과, 다른 지

역의 종합병원 1곳에서 의료인들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허용 의

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의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도입 초기 단계에서 본 연구를 통해 알

게 된 결과가 추후 가족 입회 지침 및 프로토콜의 개발과 이를 적절히 수행하

도록 하는 의료인 대상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2 -

본 연구의 결과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긍정적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허용 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독립변수의 수준이 높을수록 허용 의도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시행

지침이 마련되는 것을 통해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Halm, 2005; Chapman, Bushby, Watkins, & Combs, 2014), 적절한 업무

량, 충분한 인력, 여유로운 공간 등의 환경적 자원 개선을 통해 지각된 행위

통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Lai et al., 2017; Doyle et al., 1987; Eichhorn

et al., 2001; Wright, 2004) 국내 의료인의 허용 의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허용 의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하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여유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의료 환경

을 충분히 반영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지침의 개발을 통해 의료

인과 가족의 부담을 모두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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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 실무, 연구 영역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허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긍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있으며 이 모든

요인은 허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긍

정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

용을 개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환자와 가족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에 대하여 교육하여 긍정적 태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최근 의료계의 추세임을 알리고, 최신 문헌과 최신 가

이드라인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관적 규범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가족들의 슬픔, 걱정,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적절히 중재하고, 가족들

의 입회 범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각된 행위

통제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허용 의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간호 실무

간호 실무 영역에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실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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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심폐소

생술 시 효과적인 유효 인력 재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입회에

참여했던 가족들의 만족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 개선 등을 측정

하는 질 향상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

히 훈련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공

간의 재배치, 또는 새로운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가족들이 입회할 수 있는 공

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자의 감정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자료 등을 개발을 시도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인력 양성

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

3. 간호 연구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입회 프로토

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국내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고, 의료인과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

및 가족들이 기대하는 형태와 의료인의 불편감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나 인식 등의 결과를 국

외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문화적, 의료 환경 및 조건적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의 임상 현장과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도구 개발 연

구를 제언한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의 시행 후에는 환자의 임상적 결과

나 가족들의 심리, 사회적 요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

는 연구 또한 후속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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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집 공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학위 논문을 위해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심폐소생술 시 직접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사와 

간호사)입니다. 

 

3. 대상자수, 참여기간, 방문 횟수 등 간단한 연구절차  

이 연구는 총 230 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1 회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진행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심페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 인지된 행

동 조절 능력, 허용 의도 등을 총 26 문항에 응답하는 것으로, 총 소요 시간은 약 5-10 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4. 연구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 및 사례비 유무 

본 연구 참여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은 없으며, 설문지 완성 시 본 연구의 담당자가 3000 원 

상당의 치약, 칫솔 세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연락처 

연구 담당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차예린 (전화: 010-5715-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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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목: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영향 요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회복파트 간호사이자,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으로,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허용 의도를 파악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설문 작성은 약 5~10분 가량 소요될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 통계자료로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

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응답하신 내용이 누설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본 연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연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 구 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차예린 (010-5715-6646)  

 

설문 일시 YYYY. MM. DD       2018. __ __ . __ __ 

설문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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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 측정 질문지 

 

 아래 문항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의료인의 허용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동의함 

1.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한 가

족들의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 2 3 4 5 

2.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통해 가족들의 후회하는 감

정을 줄일 수 있다 
1 2 3 4 5 

3.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가족들로 하여금 심폐소생

술 절차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가 환자 가족들에게 트라우마

를 남길 수 있다. 
1 2 3 4 5 

5.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법적 소송의 가능성을 증가

시킨다. 
1 2 3 4 5 

6.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가족들의 정서적 장애를 초

래할 수 있고,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 방해가 된다. 
1 2 3 4 5 

7.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의

료진에게 부담감을 증가시킨다. 
1 2 3 4 5 

8. 나는 대부분의 의료인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지

지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최근 의료계의 추세이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부서원들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관리자(부서장 또는 교수)가 심폐 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설문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FPDR)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는 환자의 가족이 심폐소생술 시 환자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시각적,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EN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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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동의하지 

않음 

   완전히 

동의함 

12. 우리 부서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하여 

지지한다. 
1 2 3 4 5 

13. 나는 미래에 우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만일 가족의 입회가 허락된 상황이라면, 나의 

부서원들은 환자 가족들이 잠재적으로 방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우리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들의 감정적 

반응들을 돌볼 수 있다. 
1 2 3 4 5 

16. 우리 부서에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1 2 3 4 5 

17.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 
1 2 3 4 5 

18. 우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서 입회하는 

가족의 수를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나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서 가족들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1 2 3 4 5 

20. 환자 가족들이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1 2 3 4 5 

21.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 시 

입회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1 2 3 4 5 

22. 나는 환자 가족들의 충격적인 감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왔다. 
1 2 3 4 5 

23. 우리 부서에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이 있다. 
1 2 3 4 5 

24. 우리 부서는 현재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해 제

한하고 있다. 
1 2 3 4 5 

25.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를 

장려하는 것과 관련된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26. 당신은 미국응급간호협회(ENA), 미국심장협회 (AHA)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된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다른 나라나 국제 기관들의 규정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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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자          □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출생 년도:            년생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 전문대학 졸업        □ 4년제(또는 6년제) 대학 졸업 

□ 석사 과정            □ 석사 졸업 이상 

4.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의사     4-1-1 문항으로           □ 간호사   4-2-1 문항으로 

 

4-1-1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교수 또는 강사 □ 임상 전담 전문의 □ 전공의 

4-1-2 귀하가 소속된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                          )과 

4-1-3 귀하의 임상 경력은 몇 년입니까?   (             )년 

 

4-2-1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일반간호사 □ 파트장/수간호사 □ 임상전담간호사  

4-2-2 귀하의 주요 임상 경험 부서는 무엇입니까?  □ 일반 병동   □ 중환자실    □ 응급실     

□ 수술, 마취, 회복실 □ 검사실 □ 기타 (                ) 

4-2-3 귀하의 임상 경력은 몇 년입니까?    (             )년 

 

5. 귀하는 임상에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있음       □ 없음 

 

6. 귀하는 임상에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있음      6-1-1 문항으로          □ 없음      7 문항으로 

6-1-1 귀하가 심폐소생술 시행 시 환자의 가족이 입회를 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음 □ 없음 

6-1-2 귀하가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족이 입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있음 □ 없음 

 

7. 귀하는 심폐소생술 시 가족 입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음   □ 없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을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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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Providers’

Intention to Allow Family Presence dur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ha, Yeri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 : As the concepts of patient centered care and family

engagement are emerging in nowadays,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FPDR) has been a trend in medical development. However,

FPDR is not common in Korea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in this region

oare unfamiliar with FPD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intention and affecting factors to allow FPDR of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 The study design was a cross-sectional survey. A

structured survey was self-administered by 213 medical professionals

including 153 nurses and 57 physicians from 2 tertiary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1 secondary hospital located in Gyeong-gi do from April to

May, 2018. Participants were asked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behavioral intention with to allow FPDR.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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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One hundred and sixty seven participants have experience of

CPR(78.4%); 16.9% of them replied that they were requested to allow

FPDR from their families, and 19.7%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PDR.

Positive attitudes(β=0.221, t=3.231, p=.001), subjective norms(β=0.285,

t=3.339, p=.001),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β=0.221, t=2.869, p=.005)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intention to allow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CONCLUSIONS : Because of the low level of intention to allow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it needs to be developed FPDR education

program for healthcare providers reflecting appropriate Korean medical

environment. This may enhance the positive beliefs and confidence with

performing FPDR through medical professionals. In parallel, organizational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improve environmental conditions.

Key words: Family presence during resuscit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Healthcare providers,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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