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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terrupted chest compression time during the 

use of an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depending on different AED practice training 

methods, and to repor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training.

Methods: We enrolled university freshmen who have ha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training 

but have not or have had AED training but over 6 months. We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that practiced only shockable rhythms during training and the group that practiced both 

shockable and non-shockable rhythms.

Results: A total of 72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36 individuals each i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ficiency of AED usage 

between the two groups. In non-shockable case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horter chest compression 

interruption time than the control group (2.30±1.21sec vs. 3.16±1.73 sec; p<0.01). In terms of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training, both groups showed higher self-efficacy after than before training.

Conclusion: Individuals who underwent training that provided practice on both shockable and 

non-shockable rhythms had a shorter interrupted chest compression time when using the A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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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급성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29,262명이며, 목격된 급성심정지 건수는 

14,817건으로 급성심정지 전체 발생 건수의 

51.8%를 차지한다[1]. 급성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 급성심정지 발생 장소의 40% 이상 차지

하고 있다[1, 2]. 이는 의료진보다 비의료인인 

일반인들이 급성심정지의 최초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정지는 일반인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이는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시행과 

자동 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

rillator, AED)적용이다. 심정지의 처치를 위한 

지침이 5년마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유럽소생협회(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에서 발표되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이 

발간되고 있다. 2020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

의 기본소생술에 의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고 한다. 생존

사슬은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요청, 목격자 심

폐소생술, 제세동, 전문소생술과 소생후 치료로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3]. 병원 밖에서 심

정지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 구조자가 구급대원

이 도착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단계는 생

존사슬의 총 5단계 중 3단계까지이다. 이중 심

폐소생술은 많은 연구를 통해 수행지침이 권고

되고 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의 경우 기도가 

확보되지 않은 성인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률(fraction)을 최대 60% 이상의 목표로 시행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4].

가슴 압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슴 압박 

중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슴 압박 중지는 가

슴 압박 외 다른 처치를 수행하기 위해 의도하

여 발생하는 경우인 환기, 맥박확인,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 시 심장리듬 분석 등이 있다. 자동 

심장충격기 수행 중 제세동(defibrillation)이 필

요한 경우 충격 전과 후의 가슴 압박 중지는 가

능한 짧게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수행 중 짧은 

가슴 압박 중지는 제세동의 성공률[5], 자발순

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6], 생존 퇴원율의 연관성[7, 8]을 나타

낸다. 일반인 구조자의 빠른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심폐소생술만큼 중요한 부분이다[9-11]. 심

정지 환자에게 나타나는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

실빈맥의 최선의 처치는 가슴 압박보다 제세동

기를 이용하여 충격을 통해 비정상적인 리듬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통계자료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제세동 가능한 

리듬은 2009년 24.6%에서 2017년 46.5%로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2017년 제세동 가능한 

리듬인 경우의 생존율이 제세동 불가능한 리듬

일 때 보다 9.9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1]. 이

는 목격된 급성심정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의 사

용이 중요시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구조자가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7개 지역과 캐나다 3개 지역의 연

구 결과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는 

32.0%이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함께 적용한 경

우는 2.1%인 것을 볼 수 있다[12]. 자동 심장충

격기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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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정하고 있다[13]. 일반인들이 심정지 현장

에서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

공장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많은 곳에 보급하고 있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쉬운 조작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로 미국심장협

회 및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에서 일반인

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자동 심장충격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 심장충격기의 교육 프로그

램은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심정지

시 환자에게 나타나는 심정지 리듬으로는 충격

이 필요한 경우와 충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 있지만, 기존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은 

충격이 필요한 경우만 진행한다. 충격이 필요하

지 않은 상황에 대한 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우 일반인 구조자의 대처가 미흡하여 가슴 압

박 중지시간이 오래 발생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 미숙은 가슴압박 중지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슴 압박률은 하락하게 되고 이는 환자의 생

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용하는 구조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가

슴 압박 중지시간이 심정지의 여러 가지 영향

에 미치는 만큼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교육 시 

충격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실습이 모두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습 교육 

차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교육 

시 기존 교육인 충격을 권고(shockable)하는 교

육만 진행한 경우와 충격 권고와 충격을 권고

하지 않는(non-shockable) 실습을 함께 했을 

때 두 그룹 간의 자동 심장충격기 수행 능력을 

비교하여 향후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교육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 시 

실습 교육 방법 차이에 따른 수행 능력 차이와 

실습교육 방법의 차이가 자기효능감,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 교육 차이에 따른 자동 심장충격

기 사용 숙련도를 비교한다.

둘째,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 시 발생하는 가

슴 압박 중지시간을 비교한다.

셋째, 교육 전 자가인지도 평가를 통해 두 그

룹 간의 인지도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 전·후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두 그룹 간의 자기효능감을 비

교하고, 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

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정지 상황과 유사한 마네킹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로써, 교육방법의 차이

에 따른 일반인의 자동심장충격기 수행능력을 

비교 실험하는 무작위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연구이다<Fig. 1>. 본 연구는 한국교통대학교 

임상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KNUT 

IRB 2019-13).

2. 연구대상

U시에 위치한 S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심

폐소생술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또는 교육받은 후 6개

월 이상 지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사전에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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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the study.

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전달한 후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로 하였으며, 연구 

동의서를 통해 자료 활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program으로 분석하였으며 t-test를 통해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지원자는 

총 72명이고 대조군 36명, 실험군 36명으로 실

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1) 동의서 및 설문지

연구 동의서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평

가와 두 그룹 간의 자가인지도 차이를 보기 위

해 각각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이론교육

이론교육은 미국심장협회 2015 심폐소생술 

지침과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지침을 참고하

여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교

육내용은 ‘자동 심장충격기란?’, ‘자동 심장충격

기의 중요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

였다. 이론교육은 총 20분 동안 진행하였다. 교

육 진행자는 미국심장협회에서 진행하는 Basic 

Life Support Provider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관하는 Korean Advanced Life Support 

Provider를 수료 한 1급 응급구조사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

을 50회 이상 진행한 이력이 있는 진행자이다.

3) 무작위 배정

이론교육을 마친 후 연구대상자들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성별의 영

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무작위 배정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불균형 문제를 보정 하기 위해 일

정한 수의 블록을 만들어 연구대상자들이 상자

에서 블록을 뽑는 방식인 블록 무작위 배정으

로 진행하였다. 블록 무작위 배정을 통해 나눠

진 두 그룹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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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experimental studies.

4) 실습 교육

실습 교육은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각

각 20분동안 진행되었다. 대조군의 실습 교육은 

자동 심장충격기에서 충격이 권고되는 실습 교

육(only shockable)만 진행하였으며, 실험군은 

자동 심장충격기에서 충격이 권고되는 경우와 

충격기 권고되지 않는 실습 교육(shockable & 

non shockable)을 진행하였다. 실습은 ‘자동 심

장충격기 적용’과 ‘실제 적용 연습’으로 진행되

었다. ‘실제 적용 연습’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발

견하여 의식 확인부터 진행하여 가슴 압박, 자

동 심장충격기 적용까지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

졌다. 실습 진행자는 이론을 진행하였던 1급 응

급구조사와 동일한 사람이며, 대조군의 실습을 

먼저 진행한 후 실험군의 실습을 진행하였다.

5) 실험연구

실험연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블록에 숫자

를 기입하여 만들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상자

에서 블록을 뽑는 방식으로 실험 순서가 정해

졌다. 실험연구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실험연구가 진행되는 방에는 마네킹 1대

와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연구 진행자 1명이 

있으며, 자동 심장충격기는 연구대상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겨 놓았다.

연구대상자가 실험이 진행되는 방에 들어온 

후 연구 진행자가 ‘56세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처치 진행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면 실험은 시작

된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가슴 압박 30번 진행 

후 연구 진행자가 마네킹 옆에 가져다 두며 ‘자

동 심장충격기 도착했습니다’라고 전달하였다. 

자동 심장충격기에서 첫 번째 심장리듬 분석에

서는 ‘제세동 권고’, 두 번째 심장리듬 분석은 

‘제세동 권고되지 않음’, 세 번째 심장리듬 분석

은 ‘제세동 권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슴 압

박 중지시간 측정은 자동 심장충격기에서 심장

리듬 분석 후부터 발생 되는 시간을 측정하였

다. 연구 진행자는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모

두 진행하였던 동일한 사람이며, 본 실험연구

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연구 진행 순서를 작성

하여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같은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Fig. 2>.

4. 연구도구

1) 자가인지도 평가 및 자기효능감 평가

교육 전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가인지도 평가

와 함께 자기효능감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교

육 후에는 교육 후 설문지로 자기효능감 평가

가 이루어졌다. 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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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그룹 간의 교육 

차이를 위해 자가인지도 평가를 설문지로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미[14], 이은정[15], 

김무늬[16]의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자가인지도 평가와 자기

효능감 평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가

인지도 평가는 교육 전 심정지, 심폐소생술, 자

동 심장충격기 관련 3항목에 대해 이루어졌으

며, ‘전혀 모른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

점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항목의 자가 인지도가 높

다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평가는 실

제 심정지 환자를 만난다면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에 대해 2가지 항목으로 교육 

전·후 평가가 이루어졌다. ‘절대 하지 않는다’

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마네킹과 자동 심장충격기

연구에 사용된 마네킹은 Little Anne®(Laerdal 

Medical, Stavanger, Norway)를 사용하였으며, 

자동 심장충격기는 I-PAD CU-SP1 Trainer(CU 

Medical Systems Inc, Korea) 제품을 사용하였

다. I-PAD CU-SP1 Trainer는 제품의 리모컨을 

이용하여 심장 리듬을 조작할 수 있는 제품으

로, 충격이 권고되는 경우와 충격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이다.

3)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 Check list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 평가는 10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2015년 발

간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참고 및 

강지훈 등[17]의 연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

여 본 연구의 숙련도 평가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동 심장충격기 작동관련 6문항과 비 장비작

동 관련 4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을 실행

한 경우 1점, 실행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하였다. 최고 점수는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가 높았다.

4) 동영상 촬영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용하면서 발생 되는 가

슴 압박 중지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동영상 촬

영을 진행하였다. 동영상은 iPhone 7(Apple, 

USA)로 촬영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실험이 진

행되는 순간부터 촬영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P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p-value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이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조군과 실험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

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조군과 실험군의 숙련도 차이와 가슴 

압박 중지 시간 비교, 자가 인지도평가 및 그룹 

간 자기효능감 평가는 독립표본 t-test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3) 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평가는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2명의 연구대상자가 모집되었으며, 대조

군과 실험군은 각 36명이었다. 그중에 대조군 

성별 비율은 남자 41.7%(15명), 여자 58.3%

(21명), 실험군의 성별 비율은 남자 44.4%(16

명), 여자 55.6%(20명) 이었다.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나이의 평균은 21.1세로 같았으며, 대

조군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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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Variables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x2 df p

n(%) n(%)

Gender

　 　 1.390 1 .346

Male 15(41.7) 16 (44.4)

Female 21(58.3) 20 (55.6)

Age
10.830 9 .262

Average 21.1 21.1

*AED training experience

.575 1 .614

Yes. 13(36.1) 10(27.8)

No. 23(63.9) 26(72.2)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
Mean±SD Mean±SD

Cardiac arrest 4.16±0.37 4.33±0.47 .100

†CPR 4.19±0.46 4.36±0.48 .130

*AED 4.38±0.54 4.36±0.59 .833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2. Level of awareness (score)

있는 대상자는 13명으로 36.1%이고, 실험군은 

10명으로 27.8%이었다<Table 1>.

2. 자가인지도

자가인지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정

지’에 대한 자가 인지도는 대조군 4.16점, 실험

군 4.33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높

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에 대한 자가 인지도는 대조군이 4.38점으로 

실험군의 4.36점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 전체점수는 대조군 

9.28점과 실험군 9.36점으로 실험군이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자동 심장충격기 작동 관련 항목을 대조군

과 실험군으로 비교한 결과 대조군 5.31점, 실

험군 5.42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

수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가슴 압박 중지시간 비교

두 집단의 가습 압박 중지시간 평균 비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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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
Mean±SD Mean±SD

†CPR 3.97±0.16 3.94±0.23 .563

*AED 5.31±0.85 5.42±0.73 .555

Total 9.28±0.91 9.36±0.86 .693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3. Comparison of the proficiency score of the *AED (score)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p
Mean±SD Mean±SD

Shockable
1st 4.13±1.65 3.41±1.61 .065

2nd 3.97±1.79 3.25±1.55 .073

Non-shockable 3.16±1.73 2.30±1.21 .017

Table 4. Comparison of chest compression interruption times (sec)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t p
Mean±SD Mean±SD

Before Training

†CPR 3.94±0.86 3.61±1.10 -1.43 .153

*AED 3.36±0.93 3.21±0.80 -0.54 .595

After Training

†CPR 4.63±0.48 4.83±0.37 1.89 .633

*AED 4.69±0.46 4.77±0.42 0.79 .431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5.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groups (score)

과 첫 번째 충격을 권고하는 경우의 가슴 압박 

중지시간 평균은 대조군과 실험군 각각 4.13초

와 3.41초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짧았지만, 통

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충격이 

권고되지 않은 경우 가슴 압박 중지시간 평균

은 대조군에서 3.16초, 실험군은 2.30초로 실험

군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5. 자기효능감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의 자기효능

감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비교했을 때 대조군

의 교육 전 자동 심장충격기의 자기효능감은 

3.94점과 실험군 3.61점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 후 자동 심장충격기의 자

기효능감은 대조군 4.69점, 실험군 4.77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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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raining After training

t p
Mean±SD Mean±SD

†CPR
Control group 3.94±0.86 4.63±0.48 -4.25 .000

Experimental group 3.61±1.10 4.83±0.37 -6.52 .000

*AED
Control group 3.36±0.93 4.69±0.46 -7.88 .000

Experimental group 3.21±0.80 4.77±0.42 -10.85 .000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Table 6.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evaluation (score)

교육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경우 

교육 전 대조군의 자동 심장충격기 자기효능감

은 3.36점이며, 교육 후 4.69점으로 교육 후 자

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의 교

육 전 자동 심장충격기 자기효능감은 3.21점이

며, 교육 후 4.77점으로 두 그룹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실습 교육방

법의 차이에 따른 교육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로 

그룹 간의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와 가슴 압

박 중지시간을 비교하고, 두 번째 결과로 교육 

전·후의 자기효능감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 전 시행

한 자가인지도 평가에서 5점 만점 중 모든 항

목의 평균점수 4점 이상으로 심정지 관련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늬

[16], 한영인[18]의 연구에서도 자가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기관과 공

공기관, 보건협회 등 많은 기관에서 심폐소생

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과 교육 경험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자가인지도 평가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연

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숙련도 평가는 

장비에 관련된 6가지 항목과 비 장비에 관한 4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총점 10점 만점 중 실험군이 9.36점, 대조군이 

9.28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숙련도

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

나. 심정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의 실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자동 심장충격

기 적용의 이해도가 더 높아 장비에 관련된 점

수에서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 순서와 수행 정확도의 상

관없이 항목을 수행했다면 점수를 부여했다. 만

약 정확도 및 순서에 대해 자세히 평가하였다

면 숙련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

다. 김예림[19]의 연구에서 현장 중심형 심폐소

생술을 한 경우가 영상 자가학습을 한 경우보

다 심폐소생술 수행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강지훈 등[17], 고찬영 등[20]의 연구에서

는 제세동기 분류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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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의 여

부 및 장비 분류를 떠나 교육 방법 차이에 따라 

숙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실험연구 시 자동 심장충격기가 

도착한 후 연구대상자가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

용하는 동안 보조자가 가슴 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정 하에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반

적으로 병원 밖 현장의 경우 심정지를 인지하

고 가슴 압박을 하는 동안 다른 구조자가 자동 

심장충격기를 현장으로 가져와야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동 심장충

격기 적용 시 발생하는 가슴 압박 중지시간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와 분석 이후로 

나누어지며, 환자의 심장리듬을 분석할 때 발

생하는 가슴 압박 중지시간은 자동 심장충격기 

장비의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 후 발생하는 가슴 압박 중지시

간을 측정하였다.

자동 심장충격기에서 충격 권고 후 발생 되

는 가슴 압박 중지시간의 경우에는 두 그룹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충격이 권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험군의 경우

가 기존 실습 교육을 한 대조군보다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짧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용하면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

여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습 교육인 충격을 주는 교육만 진행

하는 경우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다. 자동 심장충격기의 제조사마다 다르지

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동 심장 충격기의 경

우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가슴 압박 권고까지 

7초가 소요되었으며, 심폐소생술 지시까지 4초

로 총 11초가 걸렸다. 이는 충격이 권고되지 않

는 실습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동 심장충격

기의 지시만 따르면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11

초 이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슴 압박 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격을 

권고하지 않은 경우의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자동 심장충격기를 적용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짧았다. 기존 실습 교육은 교육생들

이 충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즉시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것이 미흡해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실습 교육은 충격 

유·무에 관계없이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길게 

발생할 수 있다. 충격 전·후의 가슴 압박 중지

시간에 대한 Cheskes 등[21]의 임상연구에서 

충격 전 가슴 압박 중지가 5초 증가할 때마다 

제세동 성공률이 18% 감소하고, 충격 후 가슴 

압박 중지가 5초 증가할 때마다 제세동 성공률

이 14% 감소하였다. 가슴 압박 중지시간이 제

세동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격 권

고되지 않는 경우를 함께 실습하여 충격 권고 

시 가슴 압박 중지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평가에서 

교육 전 보다 교육 후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구결과로 Park[22]의 연

구에서 교육 전 자기효능감이 50.5%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89.7%였다. Beckers 등[23, 24], 

Mitchell 등[25]의 연구에서 간단한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만으로도 일반인이 자동 심장충격

기를 사용할 의향이 높아지고 적용 성과가 향

상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앞으로 일반인 구조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자

동 심장충격기의 적용율을 높이고, 환자의 생

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격이 권고되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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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환자뿐 아니라 충격이 권고되지 않는 심정

지 환자도 같이 포함하는 적절한 자동 심장충

격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므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줄 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

며,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

양한 연령대의 구조자의 특성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인 구조자가 아닌 다수의 

구조자 상황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반영한 다수의 다양한 연

령층의 구조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병

원 밖 심정지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효과

적인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을 위한 실습 교육

의 차이에 따른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 숙련도 

및 가슴 압박 중지시간의 차이를 보고자 비교 

분석하였다. 교육 전 심정지 관련 자가인지도 

평가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두 그

룹 간의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 숙련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충격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 실험군

(Shockable & Non-shockable 교육)이 대조군

(Only shockable 교육)보다 가슴 압박 중지시

간이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평가에서는 교육 전 

보다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적용 시 발생 되는 가슴 압박 

중지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을 권고하는 

실습뿐 아니라 충격이 권고되지 않는 실습 교

육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심폐소생술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

의 구조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교육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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