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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인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로 J시에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 69명으로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t=-14.71 , p<.001), 
태도(t=-7.33 , p<.001) 및 자기효능감(t=-6.63 ,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방법 및 지속효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심폐소생술, 대학,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Basic Life Support course for 
healthcare provider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on CPR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This 
study was a one group pre-post desig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9 nursing students, July 11 
to August 1, 2020 at a college in the J city.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paired t-test 
using SPSS 20.0. CPR program was significantly increasing CPR knowledge(t=-14.71 , p<.001), 
attitude(t=-7.33 , p<.001), and self-efficacy(t=-6.63, p<.001). Base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basic 
life support education program will be continued and need to study using various method of eduction, 
effe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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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심장질환은 인구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높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
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망
을 초래하여 현대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심정지가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초기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약 5배 증가한다
[2].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심정지의 발생을 인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
하다[3].

간호사는 심정지 환자를 최초로 목격하는 확률이 높으
며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
다[4]. 간호사의 역량은 간호대학생 때 습득한 지식, 능
력, 태도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5].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최 일선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
이 있으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
하기 때문에[6],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기본소생
술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
성되고 행동의도에 작용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
동을 수행 하게 한다[7].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의식의 확인, 응급의료체계에 신고, 호흡확인 및 인공호
흡, 흉부압박, 순환재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자동 
제세동기와 가슴압박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3].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은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
기 적용을 간호인증평가의 필수조건인 핵심기본간호술기
의 20가지 평가항목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8]. 간호학
과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는 졸업하기 전 1회 이상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및 대한심
폐소생협회(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에서 주관하는 기본 심폐소생술(AHA　
Basic Life Support) 또는 한국형 기본심폐소생술
(Korean Basic Life Support)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
도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학 교육과정 안에서 정규교과목 
및 비정규과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
고 있으며 그만큼 심폐소생술 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수행하는 심폐소생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태도는 행동을 위한 동기와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변수로 행동을 실천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9].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의사결정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실제 상
황에서는 선한사마리안 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보호 장치
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신체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10].

또한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11],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
기효능감은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고 심폐소생
술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12].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응
급상황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통해 심폐소생
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1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14].

심폐소생술 수행의도를 높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
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수행 의도는 심폐소
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는다
[15,16].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은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17], 교육적 중재를 통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요인이다.

현재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교육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심
폐소생술 교육의 효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인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졸
업 전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심장협회 2010년 
guideline에 근거한 의료인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교육
(BLS course for healthcare provider) 교육방법을 미
국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매뉴얼대로 교육방법, 교육시
간 등 변형하지 않고 적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
를 측정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심정
지 환자 발생 시 미래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정도를 예
측하고자 하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
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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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가설
제 1 가설 :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 간호대학생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가설 :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 간호대학생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태도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가설 :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 간호대학생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간
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
인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의 4년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서
면으로 동의한 자를 편의 표집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용한 연구[13]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단일군 실험설계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18]을 참고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Cohen[19]의 공식에 근거하여 효과크기를 .50,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집단 당 최소 표본
수가 45명으로 계산되었다. 부실한 응답 및 탈락률을 고
려하여 총 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고, 불성
실한 응답 1명을 제외하고 최종 69명의 자료로 최종 분
석하였다.

2.3 연구방법
2.3.1 심폐소생술 교육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미국심장협회 2010년 
guideline에 근거한 ‘의료인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교육
(BLS course for healthcare provider)’이다. 미국심장
협회에서 제작한 DVD(Digital Video Disk)를 활용하여 
성인과 소아 마네킹 등을 이용한 교육과정이다. DVD를 
보고 따라하는 Practice While Watching(PWW)방식
으로 마네킹(성인 애니와 영아 애니) 각 1대와 Bag 
Valve Mask (BVM) 및 AED당 학생 2명으로 교육하였
다. 전체 실험군을 4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수별로 
똑같은 교육방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은 1인 
및 2인 성인·소아·영아 기본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사용, 이물
질에 의한 기도 폐쇄 처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론과 실
습교육 진행 후 이론평가와 실기평가를 포함하여 총 4시
간의 과정이다. 강사는 BLS Instructor자격증을 소지하
고 V대학교의 BLS Training Site 소속된 교육경험이 있
는 강사로 구성하였고, 강사 1인당 학생 6명 이하를 담당
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 평가과정은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
소생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운영지침을 엄격하게 
지켰다.

Fig. 1. Flow chart of the process

2.4 연구 도구
2.4.1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최혁중[20]이 개발한 도구

에서 2015년 개정된 한국 심폐소생술지침[3]에 따라 박
정민[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응답은 진술문에 대해 사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평가하여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
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정민[21]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6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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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조희연[22]이 개발하고, 박

정민[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문인 2, 3, 5, 6, 9번 문항은 역환산 처
리 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박정민
[21]연구에서 Cronbach’s =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7이었다.

2.4.3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Schlessel 등[23] 개발하고, 박정미[2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한국 심폐소생술지침에 따라 응급상
황 시 호흡만 따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맥박과 경동맥 확
인을 하나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정한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2인, 응급구조
학과 교수 1인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매우 자신 없다’ 1점, ‘매우 자신 있다’ 5점의 
Likert척도이며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1～5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박정미[24]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
이었다

2.5 자료 수집
사전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

년 7월 12일까지였으며, 실험 처치 직후 사후 자료 수집
을 시행하였으며, 사후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27
일부터 2020년 8월 1일 시행하였다. 해당 학과장으로부
터 연구 수행 허락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참
여를 철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
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에 소
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 
완료 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window 프로그램으로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후 효과검증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5.25이며, 성별은 여학생이 66명(95.7%), 남학생
이 3명(4.3%)이고, 성적은 상위 50% 이상이 36명
(52.2%), 하위 50% 미만은 33명(45.8%)였다. 간호학 전
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39명(56.5%)로 가
장 많았으며, 간호학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39명
(56.5%)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가 48명(69.6%)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중 심장질환
과 관련된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14명(20.3%)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n(%)

Age                                                 25.25±4.70
Gender Female 66(95.7)

Male 3(4.3)
Scholastic standards ≥ 50% 36(52.2)

< 50% 33(47.8)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atisfied 39(56.5)
Moderate 28(40.6)
Not satisfied 2(2.9)

Reason of study nursing 
major

Standards 4(5.8)
Advice 18(26.1)
Get a Job 39(56.5)
etc. 8(11.5)

Residence status
Parents 48(69.6)
Dormitory 10(14.5)
Live alone 10(14.5)
etc. 1(1.4)

Cardiac disease among 
family history

Yes 14(20.3)
No 55(7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69)

3.2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차이

심폐소생술 교육 적용 전·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교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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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1.26점에서 교육 후 15.84±1.53점으로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1가설은 지지되
었다(t=-14.71, P<.001).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전 
36.14±4.84점에서 교육 후 42.55±5.41점으로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2가설은 지지되
었다(t=-7.33, P<.001).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교육 
전 36.43±5.77점에서 교육 후 44.52±8.33점으로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3가설은 지지
되었다(t=-6.63, P<.001).

Variables Pre Post t pM±SD
Knowledge 12.33±1.26 15.84±1.53 -14.71 <.001
Attitude 36.14±4.84 42.55±5.41 -7.33 <.001

Self-efficacy 36.43±5.77 44.52±8.33 -6.63 <.001

Table 2. Effect by Application of the CPR Education 
(n=69)

4. 논의
본 연구는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간

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임상에서의 응급상황 대처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향후 임상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심정지 환자 목격 시 매우 당황하게 되고, 자신감 
결여,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잘못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질
병의 전파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가 많다[10, 25]. 심폐소생술은 심리 운동적
(psychomotor sill)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물론이며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지식이나 기술적 태도만
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스스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
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 정
도를 파악하고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전 지식은 15점 만점에 12.33점이었
다. 김혜숙[26] 간호대학생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7.84점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김혜
숙[26]의 연구결과에서 심폐소생술 지식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4학년 졸
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에 선행연구와 지식  
점수가 매우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사전 
지식은 교육 후 15.84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 안명숙[27], 정금숙[18]과 치위생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명은[28]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는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
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과정이 대학
생들의 심폐소생술 지식 정도를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음
을 증명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50점 
만점에 교육 전 36.14점에서 교육 후 42.55점으로 향상
하였다. 선행연구와 연구도구가 일치하지 않아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72.28점에서 
85.10점으로 향상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연구에서 74.80점에서 83.8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18], 같은 보건계열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했을 시 74.08점에서 84.17점[28], 인문사회계열인 유아
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시 63.0점에서 
79.34점으로[29] 대학생들에게 교육 후 심폐소생술에 대
한 태도가 향상된 결과는 모두 일치하였다. 지식은 학습
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행동의도에 작용하며[7],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26]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지식이 향상되
면서 행동의도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말했듯이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자신감 결여, 방법
을 알고 있어도 잘못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폐소생
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10,25]. 심폐소생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
감에 대한 효과도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
생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55점 만점에 교육 전 36.43
점에서 교육 후 44.52점으로 증가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김성미와 이은주[11]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선
행 연구들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심장협회
와 Laerdal사의 CPR AnytimeTM kit를 이용하여 27분
의 DVD를 통해 교육하며, 이해되지 않을 시에만 강사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법을 적용한 경우[30]와 연구자가 
개발한 교재 및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주도적 자기학
습을 적용한 경우[24]와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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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책으로 자가 학습한 경우에 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경우 자신감의 향상 비율이 높았고[31]. 
심폐소생술 교육 시 음악적 리듬 적용 시 평균 압박 속도
가 좋았다[32].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반복적 
연습과 정확한 동작을 습득하면서 스스로 수행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심
폐소생술 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33,34]. 

본 연구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
에 따라 ‘비디오 보고 따라하기’의 교육을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이론과 실
습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대한심폐
소생협회 교육과정은 최소 교육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훈련기관마다 3∼6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본 연구에
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의 교육은 4시간 
이상 시행 시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35] 4시
간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 교육을 시행한 경우 지식, 태도, 자신감, 
수행능력이 향상되기도 하였다[29]. 교육매체 및 교수법
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24,30] 심폐소
생술 교육 시간에 따른 효과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에 대해 거론이 되
는 부분 중 하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속효과 여부이
다. 교육의 지속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기에 현재 대한심폐소생협
회에서는 2년마다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자격증
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지속 
효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 결과 2년 미만으로 재교육을 
시행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연구 결과들을 토
대로 재교육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아직 미
비한 상황으로 생각된다[18,27,36]. 

간호대학생의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응급상황을 경험
하게 되는 임상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시 단순히 지식을 함양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식과 술기가 병행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습이 병
행되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폐소생
술 교육은 현재 많은 간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방식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심폐

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가져왔
으며, 이는 향후 임상에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향상된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재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편의표집 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심폐소
생술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및 지속효과와 재교육의 
시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심폐소생술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전·후 설
계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
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향상
되었다. 추후 심폐소생술 교육방법 및 지속효과를 파악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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