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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란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

로부터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련의 과정이

다[1]. 심폐소생술 시 간호사는 심정지나 응급상황을 인

지하고, 심폐소생술팀을 활성화시키며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 

  최초 목격자인 간호사들은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

생술을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목격자에 의한 즉각

적인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순환 회복률을 높여 생존률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하다[3]. 

  아동간호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신생아부터 청소

년기까지 아동의 질병뿐만 아니라 각 발달단계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대상자가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되는 상

황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아심정지의 원

인은 심장의 원인보다는 호흡정지에 의한 경우가 더 흔

하며, 영아심폐소생술의 경우 성인의 심폐소생술과는 다

른 방법을 요구한다. 흉부압박의 경우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영아의 흉

골 부위에 위치시키며,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와 약 

4cm 정도의 깊이(가슴 전후직경의 1/2~1/3)로 강하고 빠

르게 30회 눌러주어야 한다는 것 등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1]을 소아를 돌봐야하는 간호사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

육 시 성인심폐소생술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고, 영아심

폐소생술 교육은 소아병동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비정기

적이고 한정적인 교육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습득한 영아심폐소생술 지식과 술

기 수행능력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 근무현장 뿐만 

아니라 그 외 응급상황에서도 영아의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4]. 이 시기에 영

아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경험과 긍정적인 태도를 배양하

도록 교육과정에서부터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와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학 교

육과정에서 영아심폐소생술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

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연구결과

2.1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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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대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1.0 

Win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영아심폐소생술의 대한 지식과 수행

능력, 태도와 수행능력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영아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지식과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반복적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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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점을 할 때 평균 평점 0.63±0.46 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 영아의 가슴이 오르내림, 움

직이는지 관찰하도록 한다.’가 0.86±0.35, ‘심폐소생을 

지속하는 동안 영아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

확 할 때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 가 0.81±0.40, ‘ 

호흡정지가 일어나서 심정지로 진행되는 이유는 호흡정

지로 인해  심장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 0.81± 0.40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호흡

은 환자의 맥박이 만져지는지 확인한 후 2회 실시한다.’ 

가 0.32 ±0.50, ‘호흡과 맥박을 재 사정 후 돌아오지 않

으면 다시 4주기(cycle)의 심폐소생술을 1분에 걸쳐서 반

복 시행한다.’ 가  0.32±0.50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2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점수는 7점 

만점 중 평균 평점 4.44±1.59 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중

요하다.’ 가 5.57±1.71, ‘두렵다’ 가 3.54±1.70로 높게 나

타났으며, ‘긴장된다’가 3.18±1.71, ‘불안하다’가 

3.15±1.54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3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정도는 

5점 만점을 할 때 평균 평점 3.47±0.89이었다. 문항별로 

보면 ‘상완(윗팔)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가 3.82±0.73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수 있다.’ 가 3.81±0.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심정지 영아

를 발견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가 3.10±0.88, ‘ambu - bag(Bag Valve Mask)으로 하는 

인공호흡법 시 공기의 주입양(환기양)과 속도를 정확하

게 수행할 수 있다.’ 가 3.17±0.91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4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 지식, 태도, 수행  
    능력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지식, 태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지식과 수행능력(r=.451,  p=<.001), 

태도와 수행능력(r=.345, p=<.001)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Competence (N=15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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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Knowledge Attitude

Competence 1

Knowledge .451** 1

Attitude .345** .13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