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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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곽    윤    실  

[UCI]I804:11046-000000517467[UCI]I804:11046-000000517467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

지도교수  허 혜 경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곽    윤    실  





감사의 

  ‘두려워 말라 내가 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가 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부족한 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고 논문이 나오기까지 모

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열정 으로 지도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허혜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연구에 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학원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 것으로 만드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김기연 교수님, 송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하게 격

려해주시고 지도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배움을 통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학원 과정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과 격

려를 보내주신 안양희 교수님, 임 미 교수님, 신윤희 교수님, 박소미 교수님, 김기경 

교수님, 최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순환조교를 하면서 학업에 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심재숙 간호국장님, 김앵

도 간호 장님, 윤병숙 간호 장님, 양희라 간호 장님, 윤경숙 간호 장님, 강은희 간

호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진학에 많은 응원과 심을 보내주시고 배

려해주신 김숙경 차장님, 고 희 차장님, 사랑하는 응 환자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

며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기연 부학장님, 강릉원주 학교 간호학과 최

선하 학과장님, 임선옥 교수님, 노아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도구 수정과 여러 번 진

행되는 수행능력 평가에 극 으로 도움을 주신 김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자료 수집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구사용을 

허락해주시면서 좋은 논문 쓰도록 격려해주신 최향옥 차장님, 정지수 선생님께 감사



드리고, 바쁘신 와 에도 번역에 도움을 주신 조승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학원 진학에 해 고민할 때 진심으로 조언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문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응원에 힘입어 잘 마칠 수 있었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응 환자실 신규시 부터 함께한 이은정 선생님, 이미소 선생님 

즐겁고 힘든 순간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원 입학부터 석사 

과정동안 함께해주신 박세  선생님, 인혜 선생님, 김선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함께여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자리에서 힘

이 되어주고 지칠 때마다 로해  천경인 선생님과 함께 일하며 진심으로 응원해주

신 김보경 선생님, 김미향 선생님, 나경옥 선생님, 신수지 선생님, 이 솔 선생님, 임진

경 선생님, 윤 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 을 해주신 최헌  감독님, 권용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힘내라며 응원과 격려

를 보내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료수집 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 최송희, 오경, 정

유진, 박선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제 에서 묵

묵히 기다려주고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큰 힘이 되어  장호 에게 감사

드리며, 학생활부터 서로 격려하며 항상 응원해  든든한 동생 김선정, 언니 원수희

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힘들 때 함께해  헤세드 셀원들과 구 경, 

김나 , 김태진, 유하나, 최연승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곽 창님, 어머니 박선희

님,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

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빠 곽윤우님, 언니 김민지님, 사랑스러

운 조카 곽리원,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학문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학원 과정과 논문을 

쓰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 한 경험을 토 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곽윤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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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 호 학 생 의 기 본 소 생 술 에  한  

지 식 ,  태 도 ,  수 행 자 신 감  수 행 능 력 과 의 계

  성심장정지 발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자

발순환 회복률은 기본소생술 수행능력과 련되지만, 졸업 후 최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큰 간호 학생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미국심장 회 심폐소생

술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직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 학생의 기본소

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고, 이 요

인들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한 서술  측설계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상은 강원도 소재 Y 학과 G 학의 간호 학생 4학년 85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으며, 

설문조사와 수행능력 찰평가로 시행되었다.

  연구 측정도구는 기본소생술 지식은 정지수(2013)가 개발한 심폐소생술 지

식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본소생술 태도는 박세훈 등(2006)이 개발한 심

폐소생술 태도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최향옥

(2006)이 개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정지수(2013)가 개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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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고, 기

술통계,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각 변수에 한 체 평균평 은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은 

0.64 , 태도는 4.11 , 수행자신감은 3.85 , 수행능력은 0.71 으로 나타났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남자가 여자보다(t=2.63, p=010),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상자가 1회 교육

을 받은 상자보다(F=5.44, p=.006) 높았고,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

인 상자가 3개월 이상인 상자보다(t=5.99, p=.000)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에서 기본

소생술에 한 지식(r=.37, p=.000)과 수행자신감(r=.27, p=.012)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았으며, 기본소생술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수행자신감

이 높게 나타났다(r=.30, p=.006).

4)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β

=.20, p=.027), 교육 횟수(β=.19, p=.038), 마지막 교육시기(β=.43, p=.000)

으며, 마지막으로 받은 기본소생술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인 것이 수행능

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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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교육 횟수, 마지막 교육시기가 기본소

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

월 미만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정  향을 미쳤으므로 수행능력을 유지

하기 해서는 기본소생술 교육을 3개월 간격으로 재교육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심폐소생술의 질은 생존 결정의 요 요인이므로 수행능력 향상을 

해 직  찰평가와 SkillReporter를 이용한 정확한 수행능력 평가가 필요로 되

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3개월 간격의 기본소생술 반복 

교육을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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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 1  연 구 의 필 요 성

  질병 리본부의 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심장정지 발생환자

는 2006년 19,480명에서 2016년 29,832명으로 약 1.5배 증가하 고, 인구 10

만 명을 기 으로 한 표 화 발생률은 2006년 39.3명에서 2016년 41.5명으

로 약 1.1배 증가하 다(질병 리본부, 2017).  늘어나고 있는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며( 한심폐소생

회, 2015),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자발순환 회복률은 일반인에 의

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4.0배, 최  목격자가 일반인에 비해 문인

일 경우 7.3배, 병원  제세동이 시행된 경우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박일수, 김유미, 강성홍, 2014).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 을 때 목격자는 

심정지의 발생을 인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응 의료체계의 신속한 반응과 장 치료, 병원에서의 치료

가 효율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심폐소생 회, 2015). 

  심정지 상황은 장소에 상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심정지 상황

을 목격하고 첫 번째 구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엄동춘, 황지 , 명희, 

김동옥, 2016),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최 로 시행한 사람이 간호사인 경우

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김성숙, 김복자, 2006)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수행능

력은 더욱 요하며, 간호 학생은 졸업 후 부분이 간호사로서 임상실무 

장에 투입되어 최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정 숙, 오 미, 정선 , 

2013)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의 함양은 매우 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 학생의 심폐소생술 수행의 질은 미국심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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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oh & 

Issenberg, 2014), 간호 학을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수행자신감

이 가장 낮은 항목은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이었다(방순식, 김일

옥, 2014).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졸업 후 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한 20

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에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을 포함

하여(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간호 학생들이 졸업 시까지 기본심폐소생

술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최소 2년마다 기본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응 상황에서 일차반응자 역할로서 수행능력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이경룡, 이명 , 김지 , 2012).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교육 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 때문에(안명

숙, 조 숙, 엄동춘, 지 희, 2017; 정 숙, 오 미, 최고야, 2013) 졸업 후 심

정지 상황의 일차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 학생의 심폐소생술 수

행능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련된 요인을 악하는 것은 요하다.

  심폐소생술 수행능력과 련된 요인으로는 주로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이 보고되고 있다. 심폐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과의 계는 간호

사, 간호 학생, 보육교사, 비보건계열 학생, 소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치 생학과 학생 등에서 모두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

으며(김미화, 이은숙, 상은, 2016; 박웅식, 고 식, 2015; 박 정, 2016; 심

환희, 태 숙, 2015; 양윤정, 권인수, 2014; 이승훈, 2016; 조 수, 2013), 심폐

소생술 태도와 수행능력과의 계는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가 정 일수

록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화 등, 2016; 박 정, 2016; 이정

화, 성미혜, 2013). 이처럼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와 수행능력과의 

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가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수행능력을 주 으로 측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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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제한 이 된다(김미화 등, 2016; 양윤정, 권인수, 2014). 한, 심폐소생

술 수행의 질을 직  측정했을 때 심폐소생술 지식은 련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Roh & Issenberg, 2014) 수행능력을 직  찰 측정하여 지식, 

태도와의 계를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과의 계를 살펴보면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수행능력이 높았으며(Verplancke et al., 

2008), 기본소생술 수행평가에 통과한 사람  수행자신감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 수행능력의 측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Mac 

Giolla Phadraig et al., 2016). 한, 심폐소생술의 수행자신감과 흉부압박 

기술은 련이 있었지만 수행자신감과 인공호흡 기술은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Roh & Issenberg, 2014)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간의 계는 일

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에 한 

연구들에서 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차에 따른 수행의 확신 정도를 측

정하고, 수행능력에 한 자기 보고식 측정의 경우는 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주 으로 측정하고 있어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의 두 변

수 간에 분명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수행능력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행능력에 한 지각된 인지 즉 수행자신감

을 측정하 다(강지순, 오재우, 이미애, 2017; 박 례, 권성복, 송미승, 2008).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인지  차원의 지식과 정신운동기술을 포함하므로

(Broomfield, 1996)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을 분리하여 직 으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하며, 수행자신감과 직  찰 측정한 수행능력 간의 계를 규명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학년, 

임상실습 경험유무, 직종, 근무경력 등의 일반  특성과 심폐소생술 교육경

험, 교육 횟수, 교육시간, 마지막 교육시기, 심폐소생술 수행경험 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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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미화 등, 2016; 김혜숙, 김미선, 박미화, 2009; 심환희, 태 숙, 2015, 

이정화, 성미혜, 2013).

  이처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주로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

자신감과 련이 있는데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조사한 부분의 연구에서

는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을 자기 보고식 도구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었다

(김미화 등, 2016; 김혜숙 등, 2009; 조 수, 2013; 양윤정, 권인수, 2014; 이

정화, 성미혜, 2013; 심환희, 태 숙, 2015; 최향옥, 2006). 심폐소생술에 

한 수행능력을 실제 술기의 과정을 측정하지 않고 자기 보고식 척도로 측

정한 경우에는 객  측정결과를 반 한다고 볼 수 없어 실제 수행능력과

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김미화 등, 2016; 양윤정, 권인수, 2014, 최향옥, 

2006)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기 해서는 자기 보고식 수행능력과 정확한 

측정을 통한 술기 수행능력을 비교하기 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의 상

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김혜숙 등, 2009). 

  더욱이 심폐소생술의 질은 생존 결정의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Abella 

et al., 2005) 심폐소생술 차와 합성을 정확한 측정을 통해 객 으로 

제시해 주는 것은 매우 요하므로(배 숙, 김미희, 2011)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직  측정하여 변수 간의 련성을 조사하는 것이 간호 학생의 심

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능

력을 찰 수행평가로 측정하여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

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고,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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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연 구 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

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

을 확인함으로써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정도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

력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상 계를 

확인한다.

4)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련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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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용 어 의 정 의

1 )  기 본 소 생 술

⦁이론  정의: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은 구조요청, 자동제세동기 

비과정인 행동요령과 환자평가,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자동제

세동 과정의 기본심폐소생술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한 후 구조를 요청하고,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자동 제세

동을 시행하는 기단계를 말한다(황성오, 임경수, 2011). 

2 )  기 본 소 생 술  지 식

⦁이론  정의: 기본소생술 지식은 심정지 환자의 반응  의식 확인, 응

의료체계에 신고, 가슴압박, 기도유지와 인공호흡, 순환재평가  자동

제세동기 용법에 한 인지  이해를 말한다(박정미, 2006).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지수(2013)가 한심폐소생 회(2011)의 

‘보건의료인들을 한 기본소생술 연습문제’를 토 로 개발한 심폐소생

술 지식 도구를 한심폐소생 회(2015)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

고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기

본소생술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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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 본 소 생 술  태 도

⦁이론  정의: 기본소생술 태도는 응 상황 시 기본소생술 시행 여부에 

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심환희, 태 숙, 2015).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세훈, 최 , 강보승, 임태호, 염석란

(2006)이 미국 도로교통 안 청의 최 반응자를 한 교육 강사 지침서

를 참조하여 제작한 심폐소생술 태도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

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태도가 정 임을 의

미한다.

4 )  기 본 소 생 술  수 행 자 신 감

⦁이론  정의: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심폐소생술에 한 충분한 지식

과 단 능력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효과 으로 할 수 있는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박세훈 등, 2006), 심폐소생술 술기를 정확한 방법

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상자가 지각하는 수행능력을 말한

다(강지순 등, 2017).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최향옥(2006)이 국제심폐소생 회에서 제시

한 ‘심폐소생술과 응 심장 처치에 한 지침 2000’의 내용을 근거로 개

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기본소생술 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

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자

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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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이론  정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실제로 기본소생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심정지 환자의 반응  의식 확인, 응 의료체계

에 신고, 가슴압박, 기도유지와 인공호흡, 순환재평가  자동제세동기 

용으로 구성된 역의 동작  수행의 정신 운동  역으로 수행의 

차  시간과 술기의 정확도를 말한다(박정미, 2006).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지수(2013)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

를 한심폐소생 회(2015)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정, 보

완한 도구로 평가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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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방법

2 . 1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질문지법과 찰조사법을 사용한 하

이 리드 방법론을 용한 서술  측설계연구이다.

2 . 2  연 구 상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강원도 소재 간호 학생으로 Y 학과 G 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근  모집단으로 편의표집하 다. 상자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 진행과정에 해 이해하고 자발  참여 

의사가 있는 자

(2)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로 4학년에 재학 인 간호 학생

(3) 기본소생술 실습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자

  본 연구의 상자 수 표본 크기는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Linear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기 으로 간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80, 측변수를 3개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상자 최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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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는 77명으로 산출되었다. 간효과크기를 선택한 이유는 간호 학생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련 요인에 한 선행연구(심환희, 태 숙, 2015)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 회귀분석에서의 간효과크기 .15를(Cohen, 1988) 

사용하 다. 자료수집 시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85명으로 최종 8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 . 3  연 구 도 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

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일반  특성 8문항, 기본

소생술에 한 지식 18문항, 기본소생술에 한 태도 11문항, 기본소생술에 

한 수행자신감 13문항으로 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기본소생술 수행능

력을 측정하기 한 25문항의 수행능력 찰 체크리스트를 사용하 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한심폐소생 회, 

2015)을 참고로 하여 문헌고찰 하 으며, 기본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

학과 교수 1인, 기본소생술 과정(BLS provider)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학과 

교수 2인, 기본소생술 강사자의 자격이 있는 W시 소재 Y 학교 W병원 응

구조사 1인을 포함한 4인에게 문가 타당도를 검증하여 어휘를 수정, 보

완하 다. 

  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탐색하고 도구 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기 하여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학과 학원생 3인에게 사

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 도구를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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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1  기 본 소 생 술  지 식

  기본소생술 지식은 한심폐소생 회(2011)의 ‘보건의료인들을 한 기본소

생술 연습문제’를 토 로 개발한 정지수(2013)의 심폐소생술 지식 도구를 

한심폐소생 회(2015)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도구

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정답은 1 , 오답은 0

으로 측정하고, 체 맞은 개수를 100 으로 환산하여 최소 0 에서 최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 3 . 2  기 본 소 생 술  태 도

  기본소생술에 한 태도 측정도구는 미국 도로교통 안 청의 최 반응자

를 한 교육 강사 지침서를 참조하여 박세훈 등(2006)이 개발한 심폐소생

술 태도 도구를 가지고 간호 학생을 상으로 용한 차윤정(2017)의 도

구를 참고하여 어휘를 수정, 보완하 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각 문항에 하여 ‘매우 그 다’ 5 에서 ‘매우 

그 지 않다’ 1 까지 측정하 고, 부정 인 문항의 경우 수를 역으로 환

산하 다. 측정한 수범 는 최소 11 에서 최  55 으로 수가 높을수

록 기본소생술에 해 정 임을 의미한다. 차윤정(2017)의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α=.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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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3  기 본 소 생 술  수 행 자 신 감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측정도구는 최향옥(2006)이 국제심폐소생 회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과 응 심장 처치에 한 지침 2000’의 내용을 근거로 개

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수정, 보완하 다. 

  최향옥(2006)의 심폐소생술에 한 수행능력 측정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심폐소생술 술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상자가 지각하는 수행능력(강지순 등, 

2017)을 말하기 때문이며, 본 도구가 포함된 설문지 윗 부분에 본 도구는 

기본소생술 수행의 자신감 정도에 한 것으로 연구 상자가 각 문항을 

읽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설명을 명시하 다.

  최향옥(2006)의 도구는 원칙, 기본소생술, 문심장소생술 세 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가 타당도를 실시하여 

문심장소생술 과정을 삭제하고 기본소생술 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Likert 5  척도를 사용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매우 잘한다’ 5 에서 ‘매우 못한다’ 1 까

지 측정하 고, 수범 는 최소 13 에서 최  6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향옥(2006)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Cronbach’s α=.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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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측정도구는 한심폐소생 회(2011)의 성인 기본소

생술  AED 술기평가지를 토 로 개발한 정지수(2013)의 심폐소생술 수

행능력 도구를 본 연구에서 한심폐소생 회(2015)의 심폐소생술 가이드

라인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제 

4.1 )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 다. 

  정지수(2013)의 도구는 의식확인, 도움요청, 맥박확인, 가슴압박, 인공호

흡,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환재평가, 통합성의 8개의 항목으로 수행 찰 평

가 23문항과 술기 정확도 3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2015년 한심폐소생 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반응 확인, 

119 신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후에 맥박과 호흡의 유무  비정상 여부를 

동시에 별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 하 고, 자동제세동기 사

용 항목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2017)에서 필수 수행항목으로 제시한 자동

제세동기 패드 부착에 한 항목을 추가하 다. 순환재평가 항목은 기본소

생술 과정(BLS provider) 자격 취득을 한 술기평가 시 평가 항목에 포함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삭제하여 최종 수행 찰 평가 22문항과 술기 정확

도 3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도구로 수정, 보완하 다. 도구의 구성은 

의식확인 2문항, 도움요청 2문항, 맥박·호흡확인 2문항, 가슴압박 7문항, 인공

호흡 3문항, 자동제세동기 사용 7문항, 통합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 찰 평가는 병원 내 심정지 상황에서 다수의 구조자가 동시에 심폐

소생술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심폐소생 회, 

2015) 2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술기를 평가하 으며, 심폐소생술 5주기(1주

기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수행을 기 으로 하 다. 연구 

상자는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1인은 의식확인, 도움요청, 맥박·호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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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압박, 인공호흡 항목을 수행하고 다른 1인은 자동제세동기 항목을 수

행하 으며, 이후 각자의 역할을 바꾸어 동일한 차로 수행하 다. 기본소

생술 강사자의 자격을 소지한 문가가 상자가 기본소생술을 수행하는 

동안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직  찰평가를 실시하 으며, 직  평가가 어

려운 경우 동 상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 다. 측정 수는 각 문항의 수행

내용을 정확하게 수행할 경우 1 , 부정확하게 수행하거나 미수행의 경우 

0 으로 평가하 다. 

  술기 정확도 항목 측정은 가슴압박 속도, 가슴압박 깊이, 인공호흡 수 

항목으로 성인 마네킹인 Resusci Anne QCPR(Laederal Medical)에 연결된 

SimPad Skill Reporter로 출력된 수 값을 가지고 평가기 에 속할 경우 

1 , 아닐 경우 0 으로 평가하 다. 정확도의 평가 기 은 가슴압박 속도

와 깊이는 한심폐소생 회(2015)의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

을 참고하 으며, SimPad Skill Reporter로 출력된 가슴압박 속도가 

100~120회/분, 가슴압박 깊이가 50~60mm일 경우 1 , 그 이외 0 으로 하

다. 인공호흡 수는 기본소생술 과정(BLS provider) 자격 취득을 한 

술기 수 기 이 80  이상인 것을 참고하여 SimPad Skill Reporter로 출력

된 인공호흡 수가 80~100%일 경우 1 , 그 이외 0 으로 하 으며, 가능

한 수범 는 0~100%이다. 

  본 측정도구의 수범 는 최소 0 에서 최  2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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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연 구 진 행 차

 

 1 )  연 구 보 조 인 력 ( 평 가 자 ,  연 구 보 조 원 )  교 육

  본 연구의 평가자는 기본소생술 강사자의 자격을 소지한 W시 소재 Y

학교 W병원 응 구조사 1인으로 하 으며, 연구자는 연구 진행  평가자

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진행 차에 하여 교육하고 의문사항에 한 질문을 

받았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평가를 한 찰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 평가

기 과 찰평가 진행 차에 하여 교육하 다.

  본 연구의 연구보조원은 W시 소재 Y 학교 W병원 환자실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1인이며,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 과 진행

차에 하여 설명하 으며, 질문지 조사방법과 동 상 촬 방법  촬

을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 다.

 2 )  평 가 자  내  신 뢰 도  검 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연구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측정을 해 직

 찰평가와 동 상 평가를 실시하 으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측정을 

한 동 상 평가는 직  찰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수행의 재확인이 필요

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평가자 내 신뢰도를 해 상자 선정기 에 부합

하는 간호 학생 6명을 상으로 2주의 간격을 두고 직  찰평가와 동

상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자 내 일치도는 97.73%의 높은 안정

성 신뢰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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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 료 수 집  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W시 소재 Y 학교 W병원 연구심의 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CR317141)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8일까지 이루

어졌으며, 강원도 소재 Y 학과 G 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 과 

연구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 다. 

  연구 진행이 허락된 학과의 조를 구하여 수업시간 , 후 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 으며, 상자는 최소 4명에서 최  10명씩 참여하도록 

조를 구하 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 과 방법, 연구 상자 선정기 , 설문

조사와 찰을 통한 수행능력 평가방법을 구두로 설명하고 상자에게 연

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한 뒤 직  회수하 다.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

와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찰평가를 한 동 상 촬  내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상자의 자발  서면 동의가 이루어지면 연구 참여 동의를 확인한 

뒤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 차는 설문조사와 수행능력 찰 평가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연구보조원이 설문

지를 배부한 뒤 설문지 응답 후 직  회수하 다. 설문지는 자가 보고식 설

문지를 사용하 고, 설문지 응답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수행능력 찰평가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한 

조씩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여 기본소생술을 실제로 수행하기 한 평가를 

하 으며, 2인을 제외한 상자들은 강의실에서 기하도록 하 다. 수행평

가를 해 기본소생술 강사자의 자격이 있는 문가 1인이 기본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직  찰평가를 실시하 고, 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상 촬 을 한 후에 동 상을 보면서 개별 으로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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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에 사용된 85명의 자료  42명은 직  찰평가, 43명은 동 상 

평가를 하 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Resusci Anne QCPR(Laederal Medical) 모형을 

이용하여 2인 구조자 방법으로 수행하 으며, 이는 병원 내 심정지 상황에

서는 다수의 구조자가 동시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한심폐소생 회, 2015).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수행 

찰평가는 5주기(1주기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수행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2인의 구조자가 5주기 시행 후 가슴압박을 교 하지 

않아도 됨을 찰평가  상자에게 미리 설명하 다. 2인 구조자 방법에 

따라 1인은 의식확인, 도움요청, 맥박·호흡확인, 가슴압박, 인공호흡 항목을 

수행하고 다른 1인은 자동제세동기 항목을 수행하 으며, 이후 각자의 역

할을 바꾸어 동일한 차로 수행한 것을 찰 평가하 고 최종 각자의 통

합성을 평가하 다. 마네킹에 연결된 SimPad Skill Reporter에 의해 출력된 

술기 정확도에 한 결과는 평가 후 상자에게 제공하 으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찰평가는 평균 10분이 소요되었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찰평가를 마친 상자는 연구자에 의해 기하고 

있는 다른 상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 으며, 아직 연구에 참여하지 않

은 다른 학생들에게 자료수집 내용과 차에 하여 비 을 유지할 것을 

설명하 다. 자료수집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 다. 자

료수집 시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85명이며, 최종 8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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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자 료  분 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응답한 일반  특성,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수를 연구목 에 따라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고,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 는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악하 다.

2)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여 악하 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

능력의 차이는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

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 다.

4) 상자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방식을 이용

한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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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연 구  상 자 의 윤 리  보 호

1) 본 연구는 W시 소재 Y 학교 W병원 연구심의 원회(IRB)의 승인

(CR317141) 후에 시행하 다.

2) 각 학의 해당 학과장에게 연구목 과 취지,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

구진행을 허락받았다.

3) 연구 상자인 간호 학생에게 연구목 과 방법, 연구 진행과정에 하

여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면을 통한 동의를 받았다.

4) 본 연구의 목 과 방법, 취지에 해 이해하고 자발 으로 동의서 서면 

승낙을 한 경우만을 연구 상으로 포함하 다.

5) 연구 참여  언제라도 참여를 단할 수 있고 도 포기하더라도 연구 

상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학과 수업의 성 에 어떠한 부분도 

향을 주지 않음을 설명하 다.

6) 설문조사와 수행능력 찰평가 시 불편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음과 직

으로 기 되는 이익은 없으나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정확도에 

한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기본소생술을 더욱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하 다.

7) 자료수집의 모든 과정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오직 연구목 으로만 사용

되고, 응답한 설문지와 술기 측정결과는 코드화하여 처리됨으로 개인의 

비 이 보장되는 과 연구 완료 후 3년간 보 한 뒤 지체없이 쇄방법

으로 폐기됨을 설명하 다.

8) 설문조사 시 사용된 연구도구와 수행능력 찰평가를 한 체크리스트는 

원 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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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결과

  본 연구에서 상자 표본 수의 정규분포를 검정하기 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기본소생술 지식(W=.971, p=.055), 기본소생술 

태도(W=.985, p=.448),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W=.972, p=.066), 기본소생술 

수행능력(W=.972, p=.058) 모두 정규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 1  상 자 의 일 반  특 성

  본 연구의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학  특성에서 

상자의 나이는 평균 22.75세로 21세부터 28세의 범 를 보 다. 성별은 

여자가 73명(85.9%)이고 남자가 12명(14.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기본소생술 련 특성으로 교육 횟수는 2회 이상 4회 미만(71.8%), 1회

(18.8%), 5회 이상(9.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53회로 최소 1회에서 

최  6회까지의 범 를 보 다. 마지막 교육시기는 3개월 이상이 46명

(55.3%), 3개월 미만이 38명(44.7%)으로 평균 3.87개월로 나타났다.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95.3%)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4.7%)보다 많았으

며, 심정지 상황 목격경험이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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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  상 자 의 일 반  특 성

(N=85)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인구학적

특성

나이(세)  21 22(25.9) 22.75±1.63 21~28

 22 18(21.2)

 23 27(31.8)

 24 6( 7.1)

 25 5( 5.9)

 26 5( 5.9)

 27 0(   0)

 28 2( 2.4)

성별 남자 12(14.1)

여자 73(85.9)

기본소생술

관련 특성

교육 횟수(회)   1 16(18.8) 2.53±1.18 1~ 6

2~4 61(71.8)

5≦ 8( 9.4)

마지막

교육시기(월)

<3 38(44.7) 3.87±3.63 1~23

3≦ 47(55.3)

자격증

소지여부

 유 81(95.3)

 무 4( 4.7)

심정지 상황

목격경험

 유 8( 9.4)

 무 7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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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지 식 ,  태 도 ,  수 행 자 신 감,  수 행 능 력  

정 도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정도는 <표 2>

와 같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은 100  만 에서 평균 63.53±11.71

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3.33 에서 최  88.89 까지의 범 를 보 다. 기

본소생술 태도는 55  만 에서 평균 39.52±3.74 으로 최소 30 에서 최  

49 까지의 범 고,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65  만   평균 50.09±6.01

으로 최소 32 에서 최  65 까지의 범 를 보 다. 기본소생술 수행능

력은 25  만 에서 평균 17.80±3.36 으로 최소 10 에서 최  24 까지의 

범 를 보 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정확도를 조사한 가슴압박 속도, 가슴

압박 깊이, 인공호흡 수에 한 정확도는 <표 3>과 같다. 가슴압박 속도

는 평균 111.71±11.43회/분, 가슴압박 깊이는 평균 45.72±9.73mm, 인공호흡 

수는 평균 61.33±35.29% 으며, 각 항목을 정확하게 수행한 상자는 가

슴압박 속도 42명(49.4%), 가슴압박 깊이 31명(36.5%), 인공호흡 수 37명

(43.5%)으로 세 가지 항목 모두 정확하게 수행한 상자의 비율이 50% 미

만이었다.

  각 변수의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소생술 지식의 정답률은 <부

록 1>과 같다.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무반응 상태로 침 에서 발

견된 성인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 ‘가슴압박:인공호흡’의 올

바른 비율은?’으로 정답률 98.8%이었으며,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기 에 환자의 호흡을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은?’ 문항이 정답률 2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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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생술 태도의 평균평 은 <부록 2>와 같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분석하 다.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평균평  4.60±.68 으로 기본소생술 태도 정도

가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강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시행

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항은 3.45±1.09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

로부터 병이 옮을 가능성이 조 이라도 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

항은 3.12±.91 으로 기본소생술 태도 수가 낮게 나타났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의 평균평 은 <부록 3>과 같으며, ‘심

정지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문항이 평균평  

4.19±.6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 평균평 인 3.85  미만인 항목은 

‘흉부압박을 정확한 치에서 정확한 깊이로 수행할 수 있다.’ 3.58±.81 , 

‘흉부압박을 정확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3.46±.78 , ‘입-입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량과 속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3.46±.80 ,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할 수 있다.’ 3.39±.66  순

으로 나타났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의 정확률은 <부록 4>와 같다. 상자의 수행능력 

정확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한다.’, ‘인공호흡을 10

 이내에 시행한다.’로 85명 모두 정확하게 수행하여 100%로 나타났으며, 

통합성 항목  ‘빠른 시간 내에 차를 수행한다.’ 문항에서 정확하게 수

행한 사람은 3명으로 3.5%의 가장 낮은 정확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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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정도

                                   (N=85) 

변수 문항수 문항점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평점

기본소생술 

지식
18 1  63.53±11.71*  33.33*  88.89* 0.64±0.48

기본소생술 

태도
11 5 39.52± 3.74 30.00 49.00 4.11±0.90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13 5 50.09± 6.01 32.00 65.00 3.85±0.77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25 1 17.80± 3.36 10.00 24.00 0.71±0.45

* 100점 환산점수

< 표  3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정 확 도

                                                               (N=85)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확 부정확

실수(%)

가슴압박 속도(회/분) 117.71±11.43 90 146 42(49.4) 43(50.6)

가슴압박 깊이(mm)  45.72± 9.73 24 62 31(36.5) 54(63.5)

인공호흡 정확도(%)  61.33±35.29 0 99 37(43.5) 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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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

신감,  수행능력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기

본소생술 수행자신감(t=3.22, p=.002)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t=2.63, p=.010)이 

높았다. 교육 횟수에 따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F=5.44, p=.006)이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 사후분석에서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상자가 1회 교육을 받은 

상자보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인 상자가 3개월 이상인 상자보다 기본소생술 지식

(t=2.28, p=.025)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t=5.99, p=.000)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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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4 >  상 자 의 일 반  특 성 에  따 른  기 본 소 생 술  지 식 ,  태 도 ,  수 행 자 신 감,  수 행 능 력 의 차 이

                                                                         (N=85)

                                                                                                       * p<.05, ** p<.01 

특성 구분

기본소생술 지식 기본소생술 태도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자 (n=12) 67.13±8.02 1.15

(.253)

39.00±2.17 -.52

(.608)

55.00±6.25   3.22**

(.002)

20.08±2.35  2.63*

(.010)여자 (n=73) 62.94±12.15 39.60±3.95 49.29±5.61 17.42±3.37

교육 횟수(회)   1 (a) (n=16) 59.38±9.46

1.41

(.250)

38.81±3.17

 .49

(.612)

47.50±6.61

1.99

(.143)

15.56±2.80   5.44**

(.006)

a<b,c

2~4 (b) (n=61) 64.21±12.11 39.77±3.94 50.57±5.79 18.16±3.35

5≦ (c) (n= 8) 66.67±11.88 39.00±3.38 51.63±5.66 19.50±2.56

마지막

교육시기(월)

 <3 (n=38) 66.67±10.81  2.28* 

(.025)

39.05±3.68 -1.03

(.306)

50.71±6.23  .85

(.398)

19.84±2.89   5.99**

(.000)3≦ (n=47) 60.99±11.90 39.89±3.80 49.60±5.84 16.15±2.77

자격증 

소지여부

 유 (n=81) 63.86±11.29 -1.16

(.251)

39.44±3.80  .81

(.420)

49.83±5.99 1.87

(.065)

17.89±3.34 -1.10

(.275) 무 (n= 4) 56.95±19.45 41.00±2.16 55.50±3.51 16.00±3.74

심정지상황

목격경험

 유 (n= 8) 61.81±13.09  .44

(.665)

38.38±4.78 .91

(.368)

49.00±7.33  .54

(.591)

17.75±4.13  .04

(.965) 무 (n=77) 63.71±11.63 39.64±3.64 50.21±5.90 17.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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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의 

계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r=.37, p=.000)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생술 태도와 수행자

신감(r=.30, p=.006),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r=.27, p=.012)도 각각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여 기본소생술 태도가 정 일수록 수행자신감이 높

았으며,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이 높았다.

< 표  5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에  한  지 식 ,  태 도 ,  수 행 자 신 감,  수 행 능 력  

간 의 상 계

  (N=85) 

     * p<.05, ** p<.01

변수

기본소생술

지식

 기본소생술

 태도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r(p)

기본소생술

태도

.08    

 (.468)
- -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21

 (.060)

 .30**

 (.006)
-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37**

 (.000)

.13

 (.241)

.27*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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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련 요 인

  본 연구에서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련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기본소생술 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인 기본소생술 지식, 수

행자신감과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교육 횟수, 마지막 

교육시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의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연

구변수에 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하여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련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본 연구결과에서 기본소생술 지식(β=.20, p=.027), 교육 횟수(β=.19, 

p=.038), 마지막 교육시기(β=.43, p=.000)가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수행능력

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이 기본소

생술 수행능력에 가장 정  향을 미쳤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9.5%이

며,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1.9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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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련 요 인

(N=85) 

*dummy variable: 성별(여자=0, 남자=1), 마지막 교육시기(3개월 이상=0, 3개월 미만=1)

변수  B  SE β t p

기본소생술 지식  .058 .026 .20 2.251 .027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071 .052 .13 1.380 .172

성별*  .689 .890 .07  .774 .441

교육 횟수(회)  .532 .252 .19 2.109 .038

마지막 교육시기(월)* 2.917 .610 .43 4.779 .000

R²=.431, Adj. R²=.395, F=11.9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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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 의

  본 연구는 졸업 후 임상실무 장에서 심정지 상황의 최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

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고 수행능력에 미치는 련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기본소생술 지식과 수행자신감이 높을

수록 수행능력이 높았고 기본소생술 태도가 정 일수록 수행자신감이 높

았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소생술 지식, 교육 

횟수, 마지막 교육시기 으며,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인 것이 가장 

큰 향요인임을 규명하 다.

  먼  변수의 정도를 살펴보면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 지식은 총 100  

만 에서 평균 63.5 으로 비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한 김미화 등

(2016)의 연구에서 42.8 , 학생을 상으로 한 Hung 등(2017)의 연구에서

의 49.7 보다 높아 간호학 공 학생들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기

에 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용이 포함되어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배

우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 간호 학생 3, 4학년을 상으로 한 심환희, 

태 숙(2015)의 연구에서 77.6 인 것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도구

의 차이로 심환희, 태 숙(2015)의 지식 측정도구는 심폐소생술 차에 

이 맞춰져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식 측정도구는 차를 묻는 질문과 

함께 상황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으며, 모르는 문항의 경우는 추측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에 답할 수 있도록 조사하 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기본소생술 태도는 총 55  만   39.5 이며, 문항 평균평 은 5  만

에서 4.11 으로 정  태도를 보 는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김혜숙 등(2009)의 평균 39.9 , 정 숙, 오 미, 최고야(2013)의 교육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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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학생의 태도 수를 55  만 으로 환산 시 41.1 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호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에 해 정  태도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에 한 일반 학생들

의 태도도 정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Lu et al., 2016) 일치되는 

결과이다. 최근 심폐소생술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 교육이 확 되고 있

으며, 교육은 심폐소생술 수행에 한 의지와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

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정 숙, 오 미, 최고야, 

2013; Hamasu et al., 2009). 기본소생술 태도에 한 문항별 분석에서 심폐

소생술에 한 지식의 필요성 문항은 평균평  4.60 , 학교에서 심폐소생

술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평균평  4.48 으로 높은 수를 보여 

심폐소생술 지식의 필요성과 교육 요구에 해 정 이었다. 반면에 잘 모

르는 사람에게 구강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할 지에 한 문항과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로부터 병이 옮을 가능성이 조 이라도 있다면 

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낮은 수를 보여 구강  구강의 인공호흡과 질병 

에 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

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것보다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것을 선

호하 으며(Lu et al., 2016),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주요 이유에 

질병 에 한 두려움이 있는 것과(Hamasu et al., 2009; Hung et al., 

2017; Lu et al., 2016) 일치하는 결과 다.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서는 심정지 기에 가슴압박소생술을 한 경우와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을 

한 경우에 생존율에 차이가 없고, 가슴압박만 시행한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구조자

는 가슴압박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한심폐소생 회, 2015) 구강 

 구강 인공호흡에 한 두려움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한 부정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개정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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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본 연구에서 총 65  만   50.1 으로 평균

평 은 5  만   3.85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김유정, 이은미(2017)의 평균평  3.08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본소생술과 더 한 련이 있는 간호학 공의 차이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되며, 간호 학생 3학년을 상으로 한 강지순 등(2017)의 평균평  

3.47 , 간호 학생 3, 4학년을 상으로 한 심환희, 태 숙(2015)의 평균평

 3.48 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가 4학년만을 상으로 하 고, 4

학년이 3학년보다 기본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한다(심환희, 태 숙, 2015). 한, 본 연구에서는 강지순 등(2017)에서 조사

한 아심폐소생술 수행자신감보다 높은 수행자신감을 보 지만 가슴압박 

깊이, 가슴압박 속도, 인공호흡 주입량과 속도의 정확성에 한 수행자신감

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총 25  만 에서 17.8 , 100  환산 

시 71.2 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심환희, 태 숙(2015)의 기본심폐

소생술 수행능력 수를 100  만 으로 환산한 76.9 보다 낮게 나타났다. 

심환희, 태 숙(2015)은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 두 변수 모두 주 으로 

조사하여 수행능력의 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사 상으

로 자기 보고식 수행능력을 측정한 결과와는 수행능력 수 이 비슷하 다

(최향옥, 2006). 반면 간호 학생을 상으로 수행능력을 직  측정하 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이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와 

지속효과를 보기 해 간호 학생 2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9.0

(정지수, 2013), 간호 학생 3학년 상에서는 100  환산 시 52.9 (채명정, 

이진희, 송인자, 김진일, 2015), 간호 학생 4학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  환산 시 49.7 (고진화, 2015)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

호 학생의 경우 수행능력 수가 자기 보고식 수행능력 보다는 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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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직 평가에 의한 수행능력에서는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자들의 95.3%가 기본소생술 과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교육받은 시기가 3개월 이내인 상자가 44.7%로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의 정확도는 성인 마네킹인 Resusci 

Anne QCPR(Laederal Medical)에 연결된 SimPad Skill Reporter를 사용하

여 가슴압박 속도 평균 117.71회/분, 가슴압박 깊이 45.72mm, 인공호흡 

수 61.33%이었으며, 세 가지 항목 모두 정확하게 수행한 상자의 비율이 

50%미만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에게 SkillReporter를 사용해 수

행능력을 측정한 Roh & Issenberg(2014)의 연구에서 가슴압박 속도가 평균 

117.44회/분인 것과 거의 일치하 고, 가슴압박 깊이는 43.66mm로 50mm이

하가 93% 으며, 인공호흡을 부정확하게 수행한 비율은 60%인 연구결과

(Roh & Issenberg, 2014)와 비슷하게 수행정확도가 낮음을 보 다. 이를 보

완하기 해 실시간 피드백 장치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 이

고 안정된 가슴압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심폐소생술 질을 높일 수 있다

고 하 으며(Buléon et al., 2016), 미국심장 회의 2015년 가이드라인을 기

반으로 한 기본소생술 과정(BLS Provider) 술기 평가 시에도 정확한 시행

을 해 심폐소생술 피드백 장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기본소생술은 정확

한 차에 따른 수행과 술기의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도 

직  찰평가와 SkillReporter를 사용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측정이 필요

하다고 본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일반  특성  성별,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 마

지막 교육시기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소생술 수행

능력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남녀의 신체  특성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심환희, 태 숙, 2015; 최길순, 권혜란, 2009; Verplancke et al., 2008),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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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생술 교육 횟수가 2회 이상인 군이 1회 교육만 받았던 군보다 수행능

력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군이 1회 교육을 받은 군보

다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심환희, 태 숙, 2015)와 일치한다.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인 군이 3개월 이상인 군보다 수행능력이 높았는데 

3개월 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군에서 간호 학생의 수행능력이 가장 

높았던 연구결과(김혜숙 등, 2009)와 일치하 다. 한, 교육의 지속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 3개월이 지남에 따라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감

소한다는 결과로 보아(정 숙, 오 미, 최고야, 2013; 채명정 등, 2015; 

Partiprajak & Thongpo, 2016) 3개월 이내에 반복교육은 수행능력 유지에 

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상자의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에서는 

지식과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먼  기본소생술 

지식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

치된 결과로(김미화 등, 2016; 박웅식, 고 식, 2015; 박 정, 2016; 심환희, 

태 숙, 2015; 양윤정, 권인수, 2014; 이승훈, 2016; 이정화, 성미혜, 2013; 조

수, 2013) 지식 제공의 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폐소생

술 수행능력을 직  측정한 Roh & Issenberg(2014)의 연구에서는 지식과 

수행능력의 질이 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식과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지식은 기본소생술의 반 인 이론과 알고리즘, 가슴압박, 인공

호흡에 한 문항이었으며, 수행능력의 질은 마네킹에 연결된 SkillReporter

로 출력된 가슴압박 속도, 가슴압박 깊이, 가슴압박:인공호흡 비율, 손 치, 

가슴이완정도, 인공호흡 주입량의 6가지 항목만을 평가하 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능력 차를 수행 찰 평가와 술기 정확도로 구

성된 25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구체 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기본

소생술 지식과 수행능력이 련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기본소생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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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인지  차원의 지식을 포함하는 술기이기 때문에(Broomfield, 1996) 

양의 상 성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은 양의 상 성(r=.27, 

p=.012)을 보 지만 수행능력에 한 향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

행능력을 직  측정한 Verplancke 등(2008)의 연구에서는 수행자신감이 높

을수록 기본소생술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수행능력의 측

요인은 아니었던 Mac Giolla Phadraig 등(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간호 학생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

효능감인 연구결과(심환희, 태 숙, 2015)와 일치하지 않는데 심환희, 태

숙(2015)의 연구에서는 수행능력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한 것으로 수행능

력을 직  수행 찰 평가로 측정했을 때와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했을 때의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생술 태도와 수행자신감과의 계는 태도가 정 일수록 심폐소

생술 수행자신감이 높았던 연구결과(강지순 등, 2017; 윤수지, 서혜진, 2017; 

정 숙, 오 미, 정선 , 2013; 천혜원, 미진, 2017)와 일치하 으며, 부

분의 선행연구에서 높은 상 성을 보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본소생술 

태도와 수행능력과는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

행능력을 주  평가가 아닌 직  찰 평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소생술 지식, 교육 횟

수, 마지막 교육시기 으며 마지막으로 받은 기본소생술 교육시기가 수행능

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쳤는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인지  차원의 지

식과 심리운동 기술을 포함하므로(Broomfield, 1996) 차에 한 지식습득

이 선행되어야 술기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소생술 과정

(BLS-provider) 자격 취득 시에 지식과 술기를 함께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 기본소생술 교육에 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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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면 재교육이 필수 이며(채명정 등, 2015), 3개월이 지나면 심폐소생

술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고(정 숙, 오 미, 최고야, 2013) 3개월 내

에 교육 받은 학생들의 수행능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김혜숙 등, 2009) 수

행능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소생술 교육을 3개월 간격으로 재교육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정지 상황은 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므

로 심폐소생술 련 경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기 인 교육을 받음으로

써 수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직  찰평가를 통해 측정

하여 기본소생술 지식, 수행자신감과 수행능력이 양의 상 성을 가지고 있

으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마지막 교육시기, 교육 

횟수, 기본소생술 지식임을 규명하 다. 한, 기본소생술은 생명과 직결되

는 술기이므로 수행능력을 수행자신감이나 지각된 수행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직  찰 평가하여 향요인을 규명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향상의 방안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Y 학과 G 학의 간호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조

사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신 하여야 한다. 

  한, 상자 표본 수 산출 시 측변수를 기본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자

신감 3개로 하여 표본수가 충분히 크지 않으며, 수행 평가자를 1인으로 하

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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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으며, 

이를 해 직  찰평가와 SkillReporter를 통한 수행의 정확도를 측정함

으로써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간호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 기본소생술 지식이 수행능력과 정  

계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받은 기본소생술 교육시기가 수행능력에 가장 

큰 향요인으로 마지막 교육시기가 3개월 이내인 군이 수행능력이 더 높

게 나타나 이에 기본소생술 교육에서 지식을 올리는 교육과 함께 기본소생

술 교육을 3개월 간격으로 재교육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함으로써 기본

소생술 수행능력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

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는 졸업 후 임상실무 장에서 근무할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실무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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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언

5 . 1  결론

  성심장정지 발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자발순환 회복률은 기본소생술 수행능력과 련되지만, 졸업 후 최 목격

자가 될 가능성이 큰 간호 학생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은 미국심장 회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직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

학생의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를 악하고, 이 요인들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기 한 서술  측설계연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상은 강원도 소재 Y 학과 G 학의 간호 학생 4학년 85

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으며, 설문조사와 수행능력 찰평가로 시행되었다.

  연구 측정도구는 기본소생술 지식은 정지수(2013)가 개발한 심폐소생술 

지식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본소생술 태도는 박세훈 등(2006)이 개발

한 심폐소생술 태도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은 

최향옥(2006)이 개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 기

본소생술 수행능력은 정지수(2013)가 개발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고, 

기술통계, two 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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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각 변수에 한 체 평균평 은 기본소생술 지식은 

0.64 , 태도는 4.11 , 수행자신감은 3.85 , 수행능력은 0.71 으로 나

타났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생술 수행능

력은 남자가 여자보다(t=2.63, p=010), 2회 이상 교육을 받은 상자가 

1회 교육을 받은 상자보다(F=5.44, p=.006) 높았고, 마지막 교육시기

가 3개월 미만인 상자가 3개월 이상인 상자보다(t=5.99, p=.000)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본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계에서 

기본소생술에 지식(r=.37, p=.000)과 수행자신감(r=.27, p=.012)이 높을수

록 수행능력이 높았으며, 기본소생술 태도가 정 일수록 수행자신감

이 높게 나타났다(r=.30, p=.006).

4)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소생술 지식(β=.20, 

p=.027), 교육 횟수(β=.19, p=.038), 마지막 교육시기(β=.43, p=.000) 으

며, 마지막으로 받은 기본소생술 교육시기가 3개월 미만인 것이 수행능

력에 가장 많은 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 기본소생술 지식, 교육 횟수, 마지막 교육시기가 기본소생

술 수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교육시기가 3

개월 미만이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정  향을 미쳤으므로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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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소생술 교육을 3개월 간격으로 재교육 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폐소생술의 질은 생존 결정의 요 요인이므로 수

행능력 향상을 해 직  찰평가와 SkillReporter를 이용한 정확한 수행

능력 평가가 필요로 되며,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3개

월 간격의 기본소생술 반복 교육을 한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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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상자의 표본 수를 크게 하여 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과 직  

찰 평가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과의 계를 확인하기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연구 상자를 임상실무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으로 하

여 직  찰평가를 통한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는 연구를 제언하다.

3)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유지, 증진을 한 3개월 간격의 기본소생술 반복 

교육을 한 로그램 개발과 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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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지 식  문 항 별  분 석

 (N=85) 

문항
정답

순위
실수(%)

1.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41(48.2) 14

2.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구조자가 주위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

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는가?

47(55.3) 11

3.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호흡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9(22.4) 18

4. 반응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호흡 형태들 중에서 심정지 상태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43(50.6) 13

5. 반응이 없는 환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에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58(68.2) 8

6. Bag-valve-mask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할 경우에 인공호흡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77(90.6) 4

7. 가슴압박을 하기 전에 구조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52(61.2) 10

8. 헬스클럽에서 52세 남자가 쓰러졌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촉진에 적절한 동맥은?

80(94.1) 3

9.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손을 올려 놓아야 하는 올바른 가슴 위치는? 27(31.8) 17

10. 무반응 상태로 침대에서 발견된 성인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 

‘가슴압박 : 인공호흡’의 올바른 비율은?

84(98.8) 1

11.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적절한 속도는? 46(54.1) 12

12.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적절한 가슴압박의 깊이는? 30(35.3) 16

13.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맥박을 확인할 때 촉지해야 하는 적절한 시간은? 62(72.9) 6

14. 구조를 요청한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50대 남자가 반응이 없는 상

태이며 목격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환자의 반응, 호흡,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61(71.8) 7

15.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의 효과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1(36.5) 15

16. 외상의 징후가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기도를 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83(97.6) 2

17.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함께 배우는 이유는? 73(85.9) 5

18. 제세동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올바른 부착 부위는? 58(68.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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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태 도  문 항 별  분 석

(N=85)

* 역환산 처리 문항

문항 평균±표준편차 순위

1. 응급 구조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해가 

됩니까? *
4.12±.84 7

2. 당신의 전공상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4.46±.65 3

3.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거나, 목격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요청 받으면 주저 없이 환자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겠습니까?

4.09±.80 9

4.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로부터 병이 옮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3.12±.91 11

5. 심폐소생술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32±.69 4

6.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4.60±.68 1

7.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25±.79 5

8.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4.12±.81 7

9. 응급환자 발생 시 나서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4.19±.70 6

10. 당신의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48±.68 2

11.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3.45±1.09 10

 총 평균 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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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3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수 행 자 신 감 문 항 별  분 석

(N=85)

문항 평균±표준편차 순위

1.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3.39±.66 13

2.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4.12±.68 3

3.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4.01±.63 5

4. 경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16±.63 2

5. 심정지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19±.68 1

6. 흉부압박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깊이로 수행할 수 있다. 3.58±.81 10

7. 흉부압박을 정확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3.46±.78 11

8. 환자의 기도유지를 머리기울임-턱올리기(head-tilt chin lift)와 

하악밀기(jaw thrust)를 수행할 수 있다.

3.88±.75
9

9. 입-입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량과 속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3.46±.80 11

10. 제세동기의 패드를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다. 4.00±.74 6

11. 제세동기 패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 3.91±.73 7

12. 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4.05±.77 4

13.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89±.72 8

 총 평균 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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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4 >  상 자 의 기 본 소 생 술  수 행 능 력  문 항 별  분 석

   (N=85)

항목 핵심술기
정확

순위
실수(%)

의식

확인

1. 환자를 발견하면 양쪽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55(64.7) 18

2. 5초 이내에 시행한다. 31(36.5) 22

도움

요청

3. 의식이 없으면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한다. 78(91.8) 8

4. AED를 요청한다. 71(83.5) 9

맥박·

호흡

확인

5. 정확한 위치에서 경동맥박을 확인하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

시에 확인한다.

58(68.2) 15

6. 5~10초 이내로 확인한다. 28(32.9) 24

가슴

압박

7.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한다. 84(98.8) 3

8. 정확한 압박위치 : 복장뼈 아래쪽 1/2 지점 66(77.6) 12

9. 적절한 압박속도 : 분당 100회~120회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42(49.4) 20

10. 적절한 압박깊이 : 5~6cm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31(36.5) 22

11. 가슴압박 시 바른 자세 유지  : 팔을 굽히지 않고 수직으로 56(65.9) 17

12. 가슴압박을 하면서 숫자를 센다. 70(82.4) 10

13. 가슴압박:인공호흡 = 30:2를 계속 반복한다. 84(98.8) 3

인공

호흡

14.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한다. 85(100) 1

15. 인공호흡의 적절성 : 1초간 시행, 과호흡시키지 않음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37(43.5) 21

16. 10초 이내에 시행한다. 85(100) 1

자동

제세

동기

사용

17. (가슴압박 시행 중 AED를 가지고 온 사람이 AED 스위치를 켜고 패드를 

붙이는 동안)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67(78.8) 11

18.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켠다. 63(74.1) 14

19.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켜 패드 부착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

면 제거하고, 흉골(sternum) 패드는 흉골의 우측 쇄골 아래에, 심첨

(apex) 패드는 좌측 유두 아래의 액와중앙선(mid-axillary line)에 부

착한다.

79(92.9) 7

20. 심전도 분석을 위하여 손을 떼도록 지시한다. 48(56.5) 19

21. 제세동 해야 함이 확인되면 충전한 후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도록 주

위 사람들에게 지시한다. 

58(68.2) 15

22.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한다. 84(98.8) 3

23. 제세동을 시행한 후 즉시 30회의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80(94.1) 6

통합성

24. 알고리듬의 순서대로 절차를 수행한다. 65(76.5) 13

25.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수행한다.

    (2,6,9,15문항의 점수의 합이 4점일 경우 : 수행의 정확에 ‘V’)

 3(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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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5 >  연 구 상 자  설 명 문   동 의서

연구대상자 설명서

 연구과제명: 간호대학생의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과의 관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과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에는 연구 진행방식, 귀하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일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곽윤실 연구원이 귀하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

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질병관리본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환자는 2006년 19,480명에서 2016

년 29,832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급성심장정지의 발생 비율도 2006년 56.2%에서 

2016년 74.8%로 약 1.3배 증가하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2017). 갑자기 심장이 멎는 상태인 심정지가 발

생하면 혈액 순환과 호흡이 정지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되지 않으면 수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

다(대한심폐소생협회, 2015).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심정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정지가 발생

하였을 때 목격자가 심정지의 발생을 인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반응과 현장 치료, 병원에서의 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2015).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은 졸업 후에 대부분 임상실무 현장에 투입되어 심정지 상

황의 최초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정금숙, 오현미, 정선영, 2013) 기본소생술 수행능력의 함양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소생술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술기를 직접 측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행

능력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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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

상의 성인이며 기본소생술 실습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자가 연구의 참여 대상입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약 15분 정도의 설문조사와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여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관찰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평가 시 BLS 강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직접 

관찰평가하며, 직접 평가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평가 시 성인 마네킹인 Resusci 

Anne(Laederal Medical)에 연결된 SimPad Skill Reporter를 통하여 수행능력 정확도를 측정하며, 출력된 

항목에 대한 결과는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기간 내에 자료수집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귀하가 원하는 시간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 참여하는 도중 

지속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담당 연구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설문지 응답과 수행능력 평가 시 불편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참여

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 참여 도중 질문이 있으시면 즉시 담당 연구원에게 말씀해 주

십시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실제로 PC Skillreporting system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을 때 심폐소생술 수행능력과 수행정확도가 

증가하였고(채민정, 2011), CPR meter를 이용하여 훈련한 학생의 가슴압박의 질이 향상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Buléon,C 등, 2013).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없으나 귀하는 수행

능력을 마네킹과 연결된 장치를 통하여 수행능력을 평가받음으로 기본소생술을 더욱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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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학과 수업의 성적에 어떠한 부분도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의 자유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령, 성별, 학과, 학년, 기본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것입
니다. 또한 연구책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보관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완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지체 없이 파쇄하여 폐기될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
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곽 윤 실                              전화번호 :  010-XXXX-XXXX 
                                                E-mail :  90XXX@naver.com   
  
  또한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연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033-741-XXXX

 
 제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 허 혜 경            

                                                             연 구 자 : 곽 윤 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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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의 서

  연구과제명: 간호대학생의 기본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 및 수행능력과의 관계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

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본 연구 방법 중 동영상 촬영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7. 나는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8.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압니다.

9.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

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아래 음영부분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 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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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6 >  연 구  도 구

설  문  지

                                      
 

1.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① 의식을 잃은 사람의 체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
② 심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③ 심장의 박동이 멈춘 사람에게 자발순환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④ 이상 모두
⑤ 잘 모르겠다.

2.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구조자가 주위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는가?

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는다.
② 가슴압박 소생술을 2분 동안 시행한다.
③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④ 환자의 자세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히고 머리 젖히고-턱들기를 시행하여 환자의 기도를 연다.
⑤ 잘 모르겠다.

3.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호흡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
장 옳은 것은?

① 5~10초간 환자의 가슴의 오르내림이 있는지 관찰한다.
② 호흡운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호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③ 입과 코 가까이에 귀와 뺨을 대고 가슴을 보면서 보고-듣고-느낀다. 
④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얼굴과 몸통을 짧게 관찰하여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지 관찰한다.
⑤ 잘 모르겠다.

<기본소생술 지식>
 본 질문지는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적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니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문제를 읽고 옳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V’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문항의 경우 추측하여 답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에 ‘V’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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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호흡 형태들 중에서 심정지 상태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① 얕고 빠른 호흡
② 깊고 빠른 호흡
③ 불규칙하고 매우 느린 호흡
④ 규칙적이지만 거친 호흡음을 내는 호흡
⑤ 잘 모르겠다.

5. 반응이 없는 환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에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은?
①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② 30회의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③ 머리 젖히기-턱 들기로 기도를 확보한다.
④ 다른 구조자에게 환자의 맥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시킨다.
⑤ 잘 모르겠다.

6. Bag-valve-mask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할 경우에 인공호흡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① 청색증이 호전되는지 피부색을 관찰한다.
② 호기할 때 투명한 마스크에 김이 서리는지 관찰한다.
③ 청진기를 사용하여 절절한 호흡음이 들리는지 확인한다.
④ bag-valve-mask를 짤 때 가슴이 올라오고 놓을 때 가슴이 내려가는지 관찰한다.
⑤ 잘 모르겠다.

7. 가슴압박을 하기 전에 구조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① 동공확장        ② 의식 없음       ③ 맥박 없음       ④ 호흡 없음     ⑤ 잘 모르겠다.

8. 헬스클럽에서 52세 남자가 쓰러졌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맥박 촉진에 적절한 
동맥은?
① 노동맥(요골동맥)                      ② 팔동맥(상완동맥)             ③ 목동맥(경동맥)
④ 넙다리 동맥(대퇴동맥)                 ⑤ 잘 모르겠다.

9.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손을 올려 놓아야 하는 올바른 가슴 위치는?
① 명치의 바로 위
② 복장뼈(흉골)의 위쪽 1/2
③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
④ 복장뼈(흉골)의 아래쪽 1/2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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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반응 상태로 침대에서 발견된 성인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 ‘가슴압박 : 인공
호흡’의 올바른 비율은?

① 50:2                               ② 30:1                        ③ 30:2             
④ 15:2                                ⑤ 잘 모르겠다.

11.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적절한 속도는?
① 분당 80~100회                     ② 분당 약 100회               ③ 분당 100~120회   
④ 분당 약 102회                      ⑤ 잘 모르겠다.

12. 성인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적절한 가슴압박의 깊이는?
① 2.5~3cm                          ② 3~4cm                       ③ 4~5cm           
④ 5~6cm                            ⑤ 잘 모르겠다.

13. 반응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맥박을 확인할 때 촉지해야 하는 적절한 시간은?
① 5초 이내                          ② 5~10초 이내                 ③ 15초 이내         
④ 15~20초 이내                      ⑤ 잘 모르겠다.

14. 구조를 요청한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50대 남자가 반응이 없는 상태이며 목격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환자의 반응, 호흡, 맥박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①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하면서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한다.
②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③ 환자를 즉시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④ 먼저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하여 제세동을 1회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⑤ 잘 모르겠다.

15.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의 효과를 올바르
게 설명한 것은?

① 치명적인 부정맥을 정상 리듬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② 심장과 폐를 자극하여 자발순환과 자발호흡이 돌아오게 한다.
③ 뇌와 심근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여 뇌와 심장이 파괴되는 속도를 늦춘다.
④ 자발 순환과 자발 호흡이 있을 때와 비슷한 양의 순환과 호흡을 유발하여 병원에 도착할 때까

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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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상의 징후가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기도를 열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① 3중 기도 술식
② 입 안을 훑어내고 혀 위로 당기기
③ 머리 젖히고-턱 들기(head tilt-chin lift)
④ 머리 젖히지 않고 턱 밀어올리기(jaw thrust)
⑤ 잘 모르겠다.

17.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함께 배우는 이유는?
① 빠른 제세동을 시행할수록 환자 소생률이 높아지므로
② 자동제세동기가 보여주는 심전도를 사용자가 판독해하므로
③ 자동제세동기를 수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야하므로
④ 안 배워도 큰 문제가 없지만 배우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므로
⑤ 잘 모르겠다.

18. 제세동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올바른 부착 부위는?

패드1 패드2
① 오른쪽 젖꼭지 아래, 왼쪽 빗장뼈(쇄골) 아래
② 왼쪽 젖꼭지 아래,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③ 오른쪽 빗장뼈(쇄골) 아래,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④ 왼쪽 빗장뼈(쇄골) 아래, 오른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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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생술 태도>
 다음 문항을 읽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
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1. 응급 구조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해가 됩니까?
2. 당신의 전공상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3.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거나, 목격한 사람
에게서 도움을 요청 받으면 주저 없이 환자상태를 살
피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겠습니까?

4.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로부터 병이 옮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5. 심폐소생술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7.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8.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9. 응급환자 발생 시 나서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10. 당신의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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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생술 수행자신감>
 다음은 기본소생술 수행의 자신감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수 행
매우 

잘한다
5

잘한다
4

보통
이다

3
못한다

2

매우
못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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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5. 심정지 상태를 인지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6. 흉부압박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깊이로 수행할 
수 있다.

7. 흉부압박을 정확한 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8. 환자의 기도유지를 머리기울임-턱올리기(head-tilt 
chin lift)와 하악밀기(jaw thrust)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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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세동기의 패드를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다.

11. 제세동기 패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

12. 제세동기를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13.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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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적 특성>

  <기본소생술 관련 특성>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해당되는 곳에 ‘V’ 표시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1. 연령 (        )세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학과 (                  )

4. 학년 (        )학년

1.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 번 받았습니까? (            )회

2. 최근 심폐소생술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년     월

3.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있다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① 미국심장협회의 기본소생술 자격증 (BLS Provider)  
       ② 미국심장협회 이외 기관의 자격증 (                     )

4. 심정지 환자를 실제로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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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생술 수행능력 체크리스트

                                    술기정확도 3항목으로 SkillReporter 점수로 평가한 항목

순
서

항목 핵 심 술 기
수행

미수행
정확 부정확

 1. 의식

확인

환자를 발견하면 양쪽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2. 5초 이내에 시행한다.

 3. 도움

요청

의식이 없으면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한다.

 4. AED를 요청한다.

 5. 맥박·호흡

확인

정확한 위치에서 경동맥박을 확인하고,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
인한다.

 6. 5~10초 이내로 맥박을 확인한다.

 7.

가슴

압박

가슴압박을 30회 시행한다.

 8.   정확한 압박위치 : 복장뼈 아래쪽 1/2 지점

 9.
  적절한 압박속도 : 분당 100회~120회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10.
  적절한 압박깊이 : 5~6cm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11.   가슴압박 시 바른 자세 유지  : 팔을 굽히지 않고 수직으로

12.   가슴압박을 하면서 숫자를 센다.

13.  가슴압박:인공호흡 = 30:2를 계속 반복한다.

14.

인공

호흡

인공호흡을 2회 시행한다.

15.
  인공호흡의 적절성 : 1초간 시행, 과호흡시키지 않음
 (SkillReporter로 5 cycle동안 측정하여 평균함)

16.   10초 이내에 시행한다.

17.

자동

제세동기

사용

(가슴압박 시행 중 AED를 가지고 온 사람이 AED 스위치를 켜고 패드를 붙이
는 동안)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18.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켠다.

19.
환자의 가슴을 노출시켜 패드 부착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하고, 흉골(sternum) 패드는 흉골의 우측 쇄골 아래에, 심첨(apex) 패드는 좌측 
유두 아래의 액와중앙선(mid-axillary line)에 부착한다.

20. 심전도 분석을 위하여 손을 떼도록 지시한다.

21.
제세동 해야 함이 확인되면 충전한 후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지도록 주위 사람
들에게 지시한다. 

22.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한다.

23. 제세동을 시행한 후 즉시 30회의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24.
통합성

알고리듬의 순서대로 절차를 수행한다.

25.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수행한다.
(2,6,9,15문항의 점수의 합이 4점일 경우 : 수행의 정확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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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 f o r m a n c e  A b i l i t y  o n  B a s i c  L i f e  S u p p o r t  i n  N u r s i n g  S t u d e n t s

                                                           Kwak, Yoon Sil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incidence of acute cardiac arrest is increasing, and the restoration rate of 

spontaneous circulation among patients with cardiac arrest before their arrival at 

the hospital is related to responder’s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After 

graduation, nursing students are likely to be the first responders to a patient with 

cardiac arrest; however, their ability to perfo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has been shown not to meet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PR 

guidelines. This is a descriptive and predictive study that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knowledge, attitude, self-confidence, and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of nursing students by directly measuring their ability to 

perform CPR, and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85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Y 

University and G University located in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rch 30, 2018 to April 28, 2018;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observation assessment for their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were also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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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life support-related knowledge was measured using a tool modified from 

the CPR knowledge tool developed by Jung (2013), and basic life support-related 

attitude was measured using a tool modified from the CPR attitude tool developed 

by Park et al. (2006). In addition, self-confidence in performing basic life support 

was measured using a tool modified from the CPR performance tool developed by 

Choi (2005), and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was measured using a 

tool modified from the CPR performance tool developed by Jung (201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23.0 software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two-sample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Scheffé 

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each variable was 0.64 points for basic life support 

knowledge, 4.11 points for attitude, 3.85 points for self-confidence, and 0.71 

points for performance ability.

2)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 in each variable based on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was higher in male subjects than in female subjects (t=2.63, p=010), was 

higher in subjects who received training more than two times than in those 

who received training once (F=5.44, p=.006), an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ho received the last training <3 months ago than in those who 

received the last training >3 months ago (t=5.99, p=.000).

3)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basic life support-related knowledge, attitude, 

self-confidence, and performance ability, higher basic life support-related 

knowledge (r=.37, p=.000) and higher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r=.27, 

p=.012) were associated with higher performance ability, and a more positive 

attitude was associated with higher self-confidence in performing basic life 

support (r=.30, 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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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were basic life 

support-related knowledge (β=.20, p=.027), number of training sessions received 

(β=.19, p=.038), and last training time (β=.43, p=.000), and the period from the 

last basic life support training of <3 month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performance ability.

  These results showed that knowledge, number of training sessions received, and 

the period from the last training were the factors affecting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and that the period from the last training session of <3 month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bility to perform basic life support. Therefore, basic 

life support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at 3-month intervals to maintain the 

ability to perform the procedure. As the quality of CPR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survival, direct observation assessment and accurate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using the SkillReport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ability. Programs for repetitive basic life support training at 3-month intervals 

should be developed to maintain the performance ability of basic life support.

Key words : Basic Life Support, Knowledge, Attitud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