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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학습을 통한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

**

박정미 ․ 이성희

Ⅰ. 서 론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술기이기 때문에 한번 배
운다 하더라도 습득한 이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
3)

라 빠르게 잊어버리거나 변형되어가므로

1. 연구의 필요성

심폐소

생술을 습득한 이후에 응급상황에 적용 가능한 수
현대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준으로 교육효과가 유지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산업화로 진행됨에 따라 각종 사고와 더불어 심혈

4)

있다 .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내용 중에서도 인지능

관계 질환을 포함한 순환기계 질환의 증가로 병원

력보다 실기능력의 보유율이 낮다는 보고를 통해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환자의 수가

심폐소생술 재교육시 실기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4년 사망원인

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사망원인

그러나 심폐소생술 재교육의 빈도와 방법에 관

중 순환기질환이 23.8%를 차지하였고, 순환기계통

한 제언들은 매우 다양하여 어떤 결정적인 수준에

질환 중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이

서 기술의 감소가 일어나는지와 그 시점을 발견하

1)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특히 전체사망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

환자의 12%가 급사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

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제 변수를 통합한 지속효과

2)

장질환은 급사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불가능하며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낮은 역량의 문제는 초

한 후 4분에서 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기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발생하므로 환자가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

역량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주

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이 모색

5)

장 이 있었고 심폐소생술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가

되어져 왔다. 심폐소생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병

역시 초기교육에서 충분한 지식과 술기가 습득되지

원 전 환경에서 심정지는 곧 죽음을 의미하였으나

않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실제로 보고 된 바

1960년대 흉부압박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개념의

6)

있다 .

도입으로 병원이외의 장소에서도 심정지 환자의 생

역량이란 모든 임상적 수행에 포함되는 지식,

2)

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

7)

기술, 태도를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고, 심폐
소생술 역량이란 심폐소생술의 지식, 기술, 태도
즉,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모두 측정된 값을 말한

* 선린대학 응급구조과 부교수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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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부분적인 요소들 즉, 지식과 자신감을 측정하
8,9)

거나

10)

인공호흡, 맥박확인과 흉부압박, 그리고 순환
13)

, 기술의 정확도만 측정한 경우 , 지식과

재평가에 관한 인지 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

기술, 태도를 측정하였지만 주관적인 체크리스트만

는 미국심장협회의 “2000년 심폐소생술과 응

11)

등이 있을 뿐, 이 세 가지의 총

급심장처치 지침”과 미국 적십자사 심폐소생

체적인 기준을 만족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

술 평가시험 도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화된 도구에 의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심폐소생술 지식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

선상에서 연구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수를 말한다.

을 이용한 경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 학습을 통한 심폐소생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

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에게

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향 후 심폐

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즉, 확

소생술 피교육자의 술기의 정확도 유지와 심폐소생

신이나 기대 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체

술 재교육의 빈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14)

였다. 구체적 자기효능감은 심폐소생술을 수

2. 연구의 목적

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15)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자가 학습을 통한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
그램(이하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 한
다)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기술의 정확도에 대한 효과를 파악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심폐소생술
지식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11)

Schlessel 등 과 강 의 구체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그
15)

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김과 차 의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
한다.
∙ 심폐소생술 술기: 심폐소생술 술기는 술기 점수
표에 의한 관찰술기 점수와 평가용 마네킹
TM

(Resusci Anne with Skillreporter , Laerdal,
Norway)에 의한 술기통과 점수를 의미한다.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심폐소생술
술기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3. 용어의 정의
∙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폐소생술
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육
의 강화가 중요하며12) 이를 근거로 기본 심폐
소생술 교육 후 대상자의 자가 학습을 강화한
것으로 1회당 동영상시청 10분과 개인당 자가
실습 20분으로 구성되며, 총 5일간 5회 실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심폐소생술 지식 : 심정지 환자의 의식확인,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간
호 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지식, 자기효능감, 그리
고 심폐소생술 술기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비동등성대조군 유사실험연구이다. 대조군
에게는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전과 후에 결
과변수를 조사하였고, 실험군에게는 기본 심폐소생
술과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과 후에 결과변수를 측정하였다<그림 1>.

응급의료체계에 신고, 기도유지, 호흡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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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Tx

Post-test

Experimental

O1

X

O2

Control

O1

O2

X : CPR Competency Program (Self-practice with CD & Manikin)
O1, O2 : Knowledge of CPR, Self-efficacy and Skills of CPR

<Figure 1> Research design

.960이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김과 차16)가 개

2. 연구대상 및 방법
P시에 위치한 S대학 간호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에 간호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 대상자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5년 11월 29일 까지였다. 연구
시작 시 지원자 67명을 실험군에 34명, 대조군에
33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으나, 평가 자료의 오류
로 인하여 실험군에서 6명, 대조군에서 5명이 탈락

발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이 도
구는 전체 24문항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대상자로 하여금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Likert로 답하게 되어 있으
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144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Ch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934이었다.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3) 심폐소생술 술기

28명이었다.

심폐소생술 술기는 술기점검표에 의한 관찰술기
점수와 평가용 마네킹에 의한 술기통과점수를 의미

3. 연구도구

한다. Lester 등18)에 의해 개발된 심폐소생술 수행

1) 심폐소생술 지식
심폐소생술 지식은 미국심장협회가 발간한 세계
소생술 위원회 지침인 “2000 guideline for CPR
17)

and ECC(2000) ”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20개 문항의 심폐소생술 지식측정도구로 측정하였
고 각 문항에 대한 정답에 1점을 부여하여 최고 점
수는 20점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는
.763이었다.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술기점검표의
경우는 비디오를 통해 대상자의 기술 평가를 촬영
한 뒤 두 명의 관찰자가 평가한 것으로 각 관찰항
목에 대해 수행 시에는 1점,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는 0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799였
으며, 관찰자간 신뢰도는 κ= .982이었다.
술기의 정확도 평가는 마네킹(Resusci Anne with
SkillreporterTM, Laerdal, Norway)에 연결된 컴
퓨터에 의해 출력이 되어 대상자의 술기 즉, 인공

2) 자기효능감
15)

11)

구체적 자기효능감 Schlessel 등 과 강 의 구

호흡의 정확도, 흉부압박속도와 흉부압박의 정확도

체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연구 상

를 각각 점수화한 것으로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의

황에 맞게 수정한 총 12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

경우 75% 이상의 정확도에는 2점, 51-74%의 정확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

도에는 1점, 그 이하의 경우는 0점으로 배정하였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도구의 Chronbach's α는

고, 흉부압박의 속도의 경우에는, 정상범위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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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80-120회이 속도에 대해서는 2점, 분당

검정은 χ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실험군과

121-140회와 60-79회인 경우에는 1점, 그 범위를

대조군의 중재 전 ․ 후 차이 비교를 위한 검정은

벗어난 경우에는 0점을 배정하여 인형에 의한 정확

ANCOVA를 이용하였다.

도 점수는 총 6점을 의미한다.

Ⅲ. 연구결과

4.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란 4시간의 기
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

1. 대상자와 결과변수의 동질성 검증

여 심폐소생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대상자

학습을 개인당 1회 30분간 5회 동안 심폐소생술

는 모두 여학생이었고 나이는 20-21세가 가장 많

동영상 시청과 평가용 인형을 통해 자가 실습하는

았으며, 종교와 학업성취도에서도 두 군간 유의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먼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차이가 없었다. 심정지 환자를 경험하지 않은 군이

동영상을 보게 한 후 실습실에서 마네킹 1대당 대

대부분으로 두 군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자 2명의 비율로 교대로 마네킹을 통한 자가 실

따라서 두 군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습을 하도록 하였다.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

심폐소생술의 지식, 자신감, 자기효능감, 술기의

램의 1회 총 시간은 30분으로 심폐소생술 동영상

동질성검증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론적 지식

시청 10분과 개인당 직접 마네킹을 통한 직접 실습

은 평균이 4.57점, 4.54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은 20분이며, 5일에 걸쳐 5회 동안 실시하도

자신감, 자기효능감, 술기 점검표에 의해 관찰된

록 하였다.

술기, 마네킹에 의한 객관적 술기 중 인공호흡의
정확도와 흉부압박의 정확도, 흉부압박속도에서 모

5. 자료분석 방법

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 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일반적 특성은

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술기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2>.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Control

N(%)

N(%)

χ2

p

19
20-21
22-30

4(14.3)
21(75.0)
3(10.7)

7(25.0)
15(53.6)
6(21.4)

2.82

.244

Religion

Yes
No

12(42.9)
16(57.1)

17(60.7)
11(39.3)

1.79

.285

Scholastic
achievement

High
Middle
Low

1( 3.6)
23(82.1)
4(14.3)

5(17.9)
18(64.3)
5(17.9)

3.39

.184

Age(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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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Knowledge
Self-Efficacy

CPR Knowledge
Specific
General
Checklist
*
Ventilation
Chest compression*
Compression rate*

Skills

Experimental
M(SD)

Control
M(SD)

4.57 ( 1.89)
57.54 (19.09)
89.64 ( 7.28)
1.39 ( .96)
.00 ( .00)
.00 ( .00)
.29 ( .46)

4.54( 1.14)
60.50(19.32)
90.46(10.74)
1.93( 1.44)
.00( .00)
.00( .00)
.21( .42)

t

p

.01
.33
.11
2.69
.
.
.37

.932
.566
.739
.107
.
.
.546

* : Passing score according to Resusci Anne with SkillreporterTM

2.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심폐소생
술의 지식점수에 미치는 효과

3.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

심폐소생술 지식점수<표 3, 그림 2>는 실험군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효능감<표 4,

사전 4.57점, 사후 16.18점이었고, 대조군은 사전

그림 3>은 실험군은 사전 57.54점, 사후 97.75점

4.54점, 사후 15.36점으로 사전 지식점수를 공변량

이었고, 대조군은 사전 60.50점, 사후 95.43점이

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었다. 사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효능

가 없었다(p= .105).

감을 공변량으로 분석 결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 .405). 일반적 자기효능감<표 4, 그

Knowledge score

CPR knowledge

림 4>은 실험군은 사전 89.64점, 사후 95.39점이

18

었고, 대조군은 사전 90.46점, 사후 92.46점으로

16

사전조사를 공변량으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14

차이가 없었다(p= .05).

12

Experimental
Control

10
8
6
4
pre-test

post-test

<Figure 2> The Effects of CPR knowledge between
groups
<Table 3> ANCOVA for the CPR knowledge between groups
Variables
CPR Knowledge

Group
Experimental
Control

Pre-test*
M(SD)

Post-test
M(SD)

4.57(1.89)
4.54(1.14)

16.18(1.61)
15.36(2.11)

Difference

F

p-value

11.61
10.82

2.71

.105

* :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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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COVA for the self-efficacy between groups
Variable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ce

F

p

Specific

Experimental
Control

57.54(19.09)
60.50(19.32)

97.75(12.32)
95.43(18.09)

40.21
34.93

.70

.405

General

Experimental
Control

89.64( 7.28)
90.46(10.74)

95.39( 9.35)
92.46(12.10)

5.75
2.00

4.00

.05

* : covariate

General s elf-efficacy

Specific self-efficacy

96

100

95

95
94

Score

85
80

Experimental

75

Control

Score

90

93

Experimental
Control

92
91

70
65

90

60

89
pre-tes t

55
pre-test

<Figure

3>

pos t-tes t

post-test

The

Effects

of

specific

<Figure

4>

The

Effects

of

general

self-efficacy on CPR between groups

self-efficacy between groups

4.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심폐소생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3). 마네킹에 의한
술기점수<표 5, 그림 6>는 사전조사를 공변량으로

술의 술기점수에 미치는 효과
심폐소생술 술기의 정확도<표 5, 그림 5>에서는

하여 분석한 결과, 흉부압박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사전조사를 공변량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술기 점

없었으나(p= .617)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의 통과율

검표상의 관찰항목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18, p= .001).

<Table 5> ANCOVA for the CPR skills between groups
Variable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ce

F

p

Checklist

Experimental
Control

1.39( .96)
1.93(1.44)

19.14( .76)
17.86(2.13)

17.75
15.93

9.52

.003

Ventilation¶

Experimental
Control

.00( .00)
.00( .00)

.32( .48)
.07( .26)

.32
.07

5.93

.018

Chest compression¶

Experimental
Control

.00( .00)
.00( .00)

.86( .36)
.36( .49)

.86
.36

19.17

.001

Compression Rate¶

Experimental
Control

.29( .46)
.21( .42)

.96( .19)
.93( .26)

.67
.72

.25

.617

* : covariate
¶ : Passing score according to Resusci Anne with Skillreporte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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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reporter

Skill checklis t
2.5

2.5

2.14

2

2

Score

1.5

1.5

Experimental
Control

1

Experimental
Control

1.36

1
0.5
0.
0.29
21

0.5

0
pre=tes t

0

pos t-tes t

Pas s ing s core

pre-tes t

pos t-tes t

<Figure 5> The Effects of CPR skills

<Figure 6> The Effects of CPR skills

according to skill checklist between groups

according to Skillreporter

Ⅳ. 논 의

TM

between groups

압박의 점수를 통과율을 볼 때, 실험군이 각각 평
균 .32점과 .86점인데 비해, 대조군은 각각 평균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점수는 심폐소생술 역량

.07점과 .36점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간 통계적

이가 있었다(p= .018, p= .001). 두 군간 심폐소생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71, p= .105). 심

술에 대한 관찰점수,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의 정확

폐소생술 이론 교육을 30분정도만 실시하여도 교

도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육 후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들이 자가 실습으로 마네킹을

9)

과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

통한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반복 실습과 자가 평

군 모두에게 사전에 기본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가를 통한 긍정적 자기 회환과 자기 강화를 할 수

교육하였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심폐소생

있었고 부정확한 술기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기

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의 지식을 향상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체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실험군에서 대상자의 흉부압박 정확도 점수가 유의

자기효능감 역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하게 증가한 것은 최근의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흉

이가 없었다(p= .405, p= .05). 그러나 사전 점수

부압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인공호흡에 비해 효과

에 비해 사후 점수는 두 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

적인 흉부압박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20)과 심정지

가되었는데 이것은 두 군 모두에게 사전 기본 심폐

환자의 생존율은 흉부압박의 정확성이 더 영향을

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

미치기 때문에 흉부압박의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한

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것17)을 고려해 보면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와

심폐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모두 증가한 연구 결과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증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11,19)

들

과 일치하였다.

중요한 결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술기점검표로 측정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후

따라서 실험처치 후 실험군의 일반적 자기효능

술기점수는 실험군이 19.14점, 대조군이 17.86점으

감과 심폐소생술 술기 점수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

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한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처치가 대상자에게 자기

마네킹에 의한 술기에서도 인공호흡의 점수와 흉부

속도 조절이 가능하였고, 스스로 술기의 부족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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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충분한 자가 실습을 통해 숙달에 이르는 과정

에 대한 지식이나 자기효능감보다는 술기의 정확도

이 훈련이 되어 술기에 대한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인다.
또한 기존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효과를 검
증한 연구가 대상자의 심폐 소생술 지식 혹은 심폐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소생술 술기만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것에 비해 대

∙ 자가 학습을 통한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프로

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및 술

그램은 심폐소생술 술기교육에 효과가 있으므

기의 정확도를 총체적으로 다룬 것에 본 연구의 의

로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을

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역량강화 프로그

제언한다.

램은 심폐소생술 술기를 정확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 심폐소생술은 술기의 정확도 뿐만아니라 술기

심폐소생술 재교육의 빈도를 낮추게 할 뿐만 아니

의 유지도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술기의 유

라 학습자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지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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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mpetency Program based on Self-Practice
*

**

Jeong-Mi Park ․ Sung-Hee Lee

Purpose : The purpose was to test the effects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mpetency
program on knowledge of CPR, self-efficacy, and the skills of CP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 A convenience sampling of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used.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assigned either to conventional CPR education(N=28) or to intervention that
involved a conventional CPR education and CPR competency program(N=28). CPR competency
program was focused to enhance the self-directed learning on CPR training.
Result :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CPR competency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owever in the skills competency of
CP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 It is promising that CPR competency program can be effective to increase the
skills of CP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PR Competency Program, Sel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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