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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심폐소생술 련 융합 요인들의 상 계를 알아보고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응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된 연구로서 BLS와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받은 간호학과 재학생을 상으로 하 다.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수집되었다. 연구분석은 SPSS(ver.

24.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과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심폐소생술 련

변수들 사이에서는 간 이상의 높은 상 계가(r=.575~.738) 확인되었으며, 자동제세동기 활용의 경우 기본간호술 자신감,

심폐소생술 자신감, 숙련도, 자기효능감과 낮은 상 계가 확인되었다(r=.163~.301). 핵심기본간호술과 심폐소생술 련 변

수들 간에는 간정도의 상 계(r=.415~453)가 확인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과 (OR=1.22,

95% CI: 1.07∼1.38) 자동제세동기 활용이 (OR=1.72, 95% CI: 1.09∼2.75)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반 인 간호술기 능력 향상이 심폐소생술 술기 능력향상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심폐소생술에서 주요 사용 도구인

자동제세동기와 상 계가 있으므로 이에 한 자기효능감 증진과 실제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한 련이 있는 자동제

세동기 사용을 교육의 필수요소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심폐소생술, 핵심기본간호술,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동제세동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basic self - confidence and CPR - 
related factors and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CPR inten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to March, 2018. Using SPSS(ver, 24.0), independent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r = .575~.738). In the case of AED use, there was a low correlation with self-confidence 
of core nursing skills, CPR confidence, proficiency, and self-efficacy (r = .163~.301). A moderate correlation (r = 
.415~453) was found between the variables related to core nursing skills and CPR related variabl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PR Self-efficacy (OR=1.22, 95% CI: 1.07∼1.38), and AED application 
Competency (OR=1.72, 95% CI: 1.09∼2.75) are effect factors.
Since there is a correlation with AED, which is the main tool in CPR, it is necessary to include not only the self 
- efficacy but also the use of AED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PR in the actual situation as an essential ele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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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고령화 사회와 함께 서구화된 식습 으로 우리나라에

서 심 질환 유병률은 꾸 히 증가하 고 성 심정

지의 경우 2006년 인구 10만 명당 39.8명이던 환자 수는

2016년 58.4명으로 18.6명 증가하는 추세이다[1, 2].

한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서 생존률을 높일 수 있

는 요한 수단으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수행한 경우

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3배의 소생률을 가진다[3].

심폐소생술이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요한 행 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심정지 장에목격자가 있었던

병원 밖 심정지 경우가 94%로 부분 목격자가 있는 상

황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소생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상되나 목격자들 단지 10.6%만이 심폐소생술을 실

제로 시행하 다[4].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밖에

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은 3%로 이는 미

국, 유럽,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 으로 확

인되었다[1].

2008년 5월 ‘선한 사마리안 법’이 개정되어 장에서

의 빠르고 즉각 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의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이하

AED) 사용 법률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5]. 법률

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제 제세동기를 비치하는 등 인

라 구축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요한 것은 심폐소생

술교육의 확 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받은 후 심폐소

생술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 지식이 실제 행 로 이행

되어 심페소생술을 실제로 시행 하는 것이 요하다.

2012년부터 간호학생의 경우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

동기 수행 항목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

술 하나로서 임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기

에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6].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간호 학생들은의료인이 되어

심폐소생상황에서 최 반응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7, 8] 이미 많은 학교에서 학과의 교과과정뿐만이 아니

라 교과외 과정으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을 통

해 심폐소생술에 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응 상황에 한 처능력과 더불어 수행의지가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이행에 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학습 참가 경험만으로도 심폐소생

술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9] 간호 학생들의

심폐 소생술 교육 학습의 의미가 있다. 학습경험과 함

께 심폐소생술에 한 심리 요인 자신감은 심폐소

생술 수행의지에 주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하여 심폐소생

술에 한 부족한 자신감은 심폐소생술의 부 한 수행

이나 불이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심폐소생술의 성공 수행을 해서는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기술과 함께 필수장비로서 자동제세동기

(AED)의 활용이 요하다. 한 활용능력을 통해 심

정지 발생 후 제세동까지 걸린 시간은 성 심정지 상

자의 생존률과 련되어 있다[12]. 한 AED 활용의

요성에 한 연구에서 심폐소생술만을 사용하는 경우보

다 심폐소생술과 A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상자

의 생존율이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있다[13].

AED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경에서 즉시 사용가능

한 치에 있거나 바로가져올수 있는가까운곳에있어

야만 활용 할 수 있다[14]. 이미 일본에서는 2009년 AED

의 활용성을 높이기 하여 AED의 치를 확인해주는

GPS기반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 다. 로그램을 통하여

상자의 치를 삼각형화 시켜 가장 가까운 곳에 치

한 AED를 표시해주고, AED가 치한 곳의 화번호사

용가능시간 등 기타 정보를 수신해주고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환경 요건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AED의

치 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의사, 학생 교사를포함한다양한집

단을 상으로 하여 심폐소생술의 도구인 AED 사용에

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16] 매우 요한도구로서의 높

은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즉 기구가 어

디에 있는지 정확한 치를 악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 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심폐소생술

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간호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응 상황에

서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

내용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을 두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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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CPR을 수행할 수 있는 BLS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간호 학생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

서는 C시, G시, G시, M시, P시에 치한 5개 간호 학에

서 재 재학 이고, BLS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3, 4학

년을 편의표출 하 다. 연구 상자들은 연구의 목

자료의 활용, 연구 참여도 철회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 등에 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에 동의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0.10 program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odds ratio 1.5, 검정력 .80, 유의수 .05로 하 고 그 결

과 필요한 상자수는 169명이었다. 체설문에 답한

상자는 180명 이었고 이 불성실한 답변 4명을 제외하

고 최종 176명을 분석하 다.

2.2 연 도

2.2.1 심폐 생술 기효능감

심폐소생술에 한 자기효능감은 구체 자기효능감

도구[8]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자기 효능감을 자신의

인지된 능력의 구체화된수 을 의미한다[17]. 총 11문항

으로 구성된 도구로 5 척도를 사용하여 1 (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 총 은 55

으로 수가높을수록자기 효능감이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8이었

다.

2.2.2 심폐 생술 신감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수 의 평가는 10 척도를

사용하여 주 으로 평가한 자신감의 정도를 10cm의

직선상에 표시하도록 하 다. 자신감은 어떤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한다[17].

2.2.3 심폐 생술 숙련도

심폐소생술에 한 숙련도 수 의 평가는 10 척도

를 사용하여 주 으로 평가한 자신감과숙련도의 정도

를 10cm의 직선상에 표시하도록 하 다.

2.2.4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본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의 핵심기본간호술 20가지 항목[18]에 해

100 척도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 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2.2.5 AED 활용

AED의 활용가능정도를 측정하기 해 3가지 문항을

( 학 내 AED 치 악, 등·하교 길과 집 주변AED

치 악, AED 활용가능정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가능

하다’ 는 ‘알고 있다’ 는 1 , ‘모른다’ 는 ‘불가능하다’

는 0 을 부여하여 3 만 으로 측정 하 다.

2.2.6 심폐 생술 수행 도

기본소생술 수행의도는 ‘주변에서 쓰러진 사람을발견

하 을 때 바로 달려가서 상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 사정하겠습니까?’라는 문항에 ‘ ’ 는 ‘아니오’로 응

답하게 하 다.

2.3 료수집  리적 고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다. 5개 간호

학 3, 4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선정

기 에 합한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등을 구

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자발 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서면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참여 상자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어떠

한 불이익도 없음과 자료는 연구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익명성과 비 보장에 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 다.

2.4 료

자료는 SPSS(version 24.0)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심폐소생술 자기 효

능감, 심폐소생술 자신감과 숙련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자신감, AED 활용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하 다. Pearson’s correlation을 활용하여 각각의 변수들

의 상 계를 조사하 고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의 향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 은 p<.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특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23.21세, 3학년은 21.6%, 4

학년은 78.4%를 차지하 다. 모든 상자가 BLS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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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술에 교육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실제

심폐소생술경험이있는간호 학생은6.3%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76)

Variables Categories
M ±SD

/N(%)

Age 23.21±1.50

Gender
Male 13(7.4)

Female 163(92.6)

Grade
3 38(21.6)

4 138(78.4)

Religion

Catholic 20(11.4)

Protestant 38(21.7)

Buddhist 9(5.2)

None/ others 109(61.7)

Experience of

performing CPR

Yes 11(6.3)

No 165(93.4)

Willing to perform CPR in

emergency

Yes 126(72.0)

No 49(28.0)

CPR Self-efficacy 38.94±4.34

CPR Competency 6.44±1.66

CPR Proficiency 6.11±1.79

Core Nursing Skill Competency 72.53±11.38

AED Application 1.38±0.82

Not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CNS=core nursing skills

3.2 심폐 생술 기효능감, 신감과 숙련도, 핵

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AED 활용  상

계

조사된 변수들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확인되었다. 상 계 r의 해석은 Cohen[19]이 제시한

로 .1~.3은 낮은, .3~.5는 간, .5 이상은 높은 상 계로

해석하 다. 심폐소생술 련 변수들 사이에서는 간 이

상의 높은 상 계(r=.575~.738)가 확인되었다. AED 활

용의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 심폐소생술 자신감,

숙련도, 자기효능감과 낮은 상 계(r=.163~.301)가 확

인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과 심폐소생술 련 변수들 간

에는 간정도의 상 계(r=.415~453)가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2. Correlation matrix among study variables

1 2 3 4 5

1.CPR Self-efficacy 1

2.CPR Competency .613** 1

3.CPR Proficiency .575** .738** 1

4.CNS Competency .415** .453** .421** 1

5.AED Application .301** .270** .163* .167* 1

** p<.01, * p<.05
Not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CNS=core nursing skills

3.3 심폐 생술 기효능감, 심폐 생술 신감과  

숙련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신감, AED 활

용과 심폐 생술 수행 도  차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해 모든 변수(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 심폐소생술 자신감과 숙련도,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 AED활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었다(Table 3).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고(x2=40.44, p<.001), 한 Nagelkerke 결정 계

수를 통해 모델의 설명력은 30.1% 로 나타났다.

모형의 합성은 Hosme-Lemeshow 검정 결과 이 모

형의 측값과 측값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아(x2=7.31, p=.503), 제시된 모형은 자료에 수용할 만

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심

폐소생술 수행의도에 유의한 향요인은 CPR자기 효능

감과(OR=1.22; 95%CI=1.05`7-1.38) AED의 활용

(OR=1.72; 95%, CI=1.09~2.72)이었다(Table 3).

Willingness to perform CPR

t p

B SE OR 95% CI p

Yes No/not sure Cox & Snell R2 .209

Mean SD Mean SD Nagelkerke R2 .301

CPR Self-efficacy 40.10 4.47 36.10 3.67 5.58 .000 .196 .065 1.22 1.07~1.38 .003

CPR Competency 6.79 1.52 5.55 1.68 4.68 .000 .293 .191 1.34 0.92~1.95 .125

CPR Proficiency 6.39 1.69 5.45 1.84 3.21 .001 -.112 .166 0.89 0.65~1.24 .499

CNS Competency 73.68 11.65 69.85 10.22 2.02 .045 -.015 .020 0.99 0.95~1.02 .441

AED application Competency 1.56 0.90 0.92 0.84 4.29 .000 .544 .233 1.72 1.09~2.72 .020

Note.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CNS=core nursing skills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willingness to perform CPR in emergenc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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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심폐소생술

련 요인들의 상 계를 알아보고 간호 학생을 상

으로 응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응 상황이 발생하

을 때 실제 심폐소생술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의

도를 높이는 교육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 응 상황시 심폐소생술

을 수행하겠다고 답한 학생은 72.0%로 선행연구에서

심장질환자 가족의 수행의도 (6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물론 BLS교육을 받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심폐소

생술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의 부분이 ‘심폐소

생술을 제 로 수행할 수 없음’ 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지 단할수 없음’과 련지을 수있다. 간호 학생의 경

우 BLS교육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응 상황

처에 필요한 다양한 간호술기 능력과 이론 지식을 얻

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련 요인들 핵심기본간호술간의 상

계가 확인되었다. 심폐소생술 련 변수들 사이에

간이상의 높은 상 계는 심폐소생술이라는 큰 핵심술

기를 이루는 요소들이 독립 으로 심폐소생술에 향을

미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 된변수들이므로 심폐소

생술의 궁극 효과를 보기 해서는 상 계를 가지는

모든 변수들이 고려되어져 교육 수행 로그램이 계

획되어야 할 것이다.

AED 활용의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과심폐소생

술 자신감, 숙련도, 자기효능감과 낮은 상 계를 보여

사 에 교육을 통하여 자신감과 숙련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AED 활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학습자가 지식 는 정보를 교육받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이나 정보를 인식을 한 후 태도를 형

성으로 더 나아가 행동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따

르게 된다[20]. 따라서반복 이고 지속 인 교육을 통하

여 향상된 심리 요인 태도들이 활용이라는 행 와

련되는 것이다. 한 핵심기본간호술과 심페소생술 변

수들 간에 간정도의 상 계가 확인되어간호술기 능

력은 특정 항목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의 향

상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술기 능력의 고

른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선행연구를 통하여 핵심기본

간호술과 심폐소생술과의 상 계가 밝 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와의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기본간

호술 경험정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

에서[21]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이 많은 군이 경험이 은

군보다 임상 수행능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심 도

항목을 제외한 핵심기본간호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

이므로 반 인 핵심술기 체로 확 해석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환자 안 에 한 부분이강조되

면서 간호 학 졸업생이나 신규 간호사에게 환자를 안

하게 간호하는 능력이 더욱 요하게 되었다[22]. 본 연

구의 변수들간 확인된 상 계(r=.575~.738)와 핵심기본

간호술과 심폐소생술 련변수들의 간이상의 상 계

는 술기능력 향상의 연 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간호술기경험과 수행자신감과의 련성에 한 연구

에서 기본간호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향상되

는 결과와[23] 임상실습 경험이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할

때 업무수행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바 있

다[24].

조사된 요인들 심폐소생술과 련된 자기 효능감

과 AED 활용능력이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유의한

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장질환자 가족[21], 교사[25],

일반인을[26]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심폐소생술

과 련된 자기효능감이 결국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Bandura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자신에

한 믿음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 를 할 수 있게

한다[27]. 자신의능력에 해서 단 할때 어떤 일을 성

공 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수행으로 옮기게 된다. 타인

의 생명에 한 책임이 따르는 심폐소생술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수행의도로 이어질 것으로 상된다. 이를

해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수행경험의 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28]. 충분한 시뮬 이션 학습을 통해 성공경험

이 이어진다면 간호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의도를

효과 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자신감도 측정 되

었고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개

인의 능력에 해 구체화된 수 을 측정하는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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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자신감은 믿음 는 확신의 강도를 나타내는 개

념이다[17]. 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하

나로 구분되기도 한다[29].

이는 자신의 역량에 한 구체 인 단 없이 자신감

만으로는 실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 상황에서 수행

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심폐소생

술 교육에서 학생들이 한 교육과 함께 교육 로그

램 동안 자신의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요하다.

AED의 활용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AED에

한 교육의 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AED의 활

용에 한 교육을 포함시켰을 때심폐소생술 수행의도가

더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26]. 주변에 활용 가능한

AED의 치를 악해 두는 것 한 응 상황에 한 개

인의 비를 의미함으로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와 한

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심폐소생술 핵심간호술

련 요소들 간의 상 계를 밝히고, 이 심폐소생술

수행의도에 향요인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심폐소

생술에 한 자기효능감 뿐만이 아니라실제상황에서 심

폐소생술과 한 련이 있는 AED의 사용을 교육의

필수요소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 문가로 성장할 간호 학생을

상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의 체계 구성을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간호 학생이 아닌 5개학교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수행하 고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 결과의 해

석과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 추후 핵심기본간호술의 항목 하나인 심폐소

생술 항목에 한 숙력도와 술기 능력이 체 인 간호

사의 임상수행능력과의 련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수행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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