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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ison of Clinical Skill Performance between the Methods of Education

Min Young Kim ，Ph.D. ，Woo .Jcong Kim* ，M.D.
Collegeof Nursing，Department01EmergencyMedicine'"，SCh。이。1Medicine.Jeju NalionalUniversity.Jeju，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ω compare c1inical skill performances between the methods of education. In practice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during c1erkship of emergency medicine. 50 medical sωdents were randomized 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metilods of education. 1st groups were educat.ed witil video-based lectur~. 2nd groups witil slide
lecture and insσucwr's demonsσ'ation，3며 groups with practice while whatching (PWW) program. After each educations.
genera1 clinical skill perfonnance was checked by international checklists for CPR and the varÎables on the accuracy of chesL
compression were measured by computer program such as skillreporter 앙stem.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따-ee groups
in general clinical ski11perfonnance. But. 2nd groups educated with slide lecture and instructor's demonstration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curacy of chest compression compared with the other- two groups. For more accurate
perfonnance of clinical skill，education including instructor’s demons뼈tion wi뼈d be needed. (J Med Ufe Sci 2012;9(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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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 수기는 환자에께 수행되는 다양한 의학적인 처치로 의사

와 간호사 업무애서 충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풍

안의 의학 빛 간호학 교육에서 임상 수기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

어 있지만 그 충요성에 바해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지 뭇했고，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은 의사，간효사가 된 이후에도 시행착오틀

거치며 임상 수기를 습득하고， 이러한 현실은 그대로 환지을의

판연과 고콩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의 진화와 국민 인식의 연화는 의료 환경에도 많은

연확틀 요구하게 되고.임상수기픔 포항한 실무 충심의 교육이

강회휠 멸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의사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이 도입되고， 간호대학 인충병 7f에도 학생뜯의 임상 수

행능력음 영가하여 반영하는 둥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는 의학 및

간호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올 기월이고 있다

임상 수기를 포함한 엄상수행능력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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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적인 실습을 용한 슐득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제한된 jil.육 과

정 속에서 많은 수행 항옥을올 교육해야 하는 현실은 보다 효융

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전흉적인

계단식 강의 외에 다양한 잉상수기 동영상， 수기장비원 이용한

설습，모의환자틀 이용한 섣습，이러닝 설숨 퉁이 교육 현장에서

환용되고 있고，피쿄육자인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실습

을 합 수 있는 기회블 제공받고 있지만‘학생틀의 임상수행능력

이 그만큼 향앙되고 새로운 교육방법이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는 다잉훗}의견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틀

의 잉상수기 수행능력의 차이룹 비교하여 효융적인 쿄육방법에

대해 웰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및방법

2008년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50영을 대상으로 1학기
응공의학 실숨 기간에 교없}는 기본싱예소생쌀 항목에 대해 학

생들의 수행 능력올 영가하였다. 4학년 50명의 실융 학생은 6개
조로 구성되어 순차적으로 순환하여 조별 실습윤 하게 되며，실

슐 조룹 무작위로 3군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교육 방볍으로 실습

올 하였다 1군은 동영상 캉의 중심으로， 2군은 실습 강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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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강사의 시연 중심으로， 3군은 통영상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

는 practice while wat.ching (PWW)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3시간의 수기 실습을 한 후，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수행과정 평가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기 수행의 정확도

를 측정하였다 각 군의 수행 능력 평가 후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되먹엄 (feedback) 을 통한 재교육을 하여 연구

로 인한 교육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Fig，j)

Randomization of group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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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는 미국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공용으로

시용히는 것으로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프로그

램 (PC skillreporting system ，Laerdal ，New York，U，S，A)은 심

폐소생술 수기장비 (Resusci 삶me，Laerdal ，New York，U.S.A)Q↓
연결하여 흉부압박의 속도，김이，정확도，압박과 이완의 비율 등
을측정할수있다

교육방법에 따른 세 군 간의 수행 능력 평가 결과를 SPSS
12，0 for 、Nindows를 이용하여 Kruskal ←Wallis test 로 분석하였

고，P(O，05'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걸 고KTable j)

4학년 전체 50명 중 동영상 강의 후 실습을 한 1군은 17명，
실습 강의 빛 강사의 시연 후 실습을 한 2군은 16명，practice
while 、，hakhing (PWW) program 실습을 한 3군은 17명이었다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이용한 수기 항목의 전체적인 펑가 점수는

1군 21.41:+:0，71，2군 21.50:+:0，52，3군 21.65:+:0.49으로 세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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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며소생술 수기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흉부 압박의 정확한

시행 정도룹 명가히는 PC skillreporting system 을 이용한 분석

에서 흉부압박의 평균 속도(분당 100회 기준)는 각각 102，76:+:
8，60，105.13:+:4，35，104，35:+:5，44，명균 압박 김이 (38-51mm 기

준)는각각 48，24:+:6，20，45，88:+:6，62，47.47:+:9，64로 세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수행된 흉부 압박 중에서 적절한 깊이의 수는 각

각 33，65:+:25，50，37，19:+:22，86，13，29:+:21.6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P=0 ，0l4) ，불충분한 김이의 수는 각각 3，82:+:14，24，
8，69:+:18.10，14.59:+:25.89 ，과도한 김이의 수는 22.65:+:24.99 ，
14.25:+:21.29 ，32.29:+:28.26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압박의 정

확도 (100% 기준}는 각각 56.08 土42.50 ，61.98:+:38.10 ，22.16:+:
36.02로 세 군 간의 차이를 보였고 (P=0.01O)，평균 압박과 이완

의 비율 (1.0 기준)도 각각 0.78:+:0.11 ，0.83:+:0.13 ，0.71:+:0.1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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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 없ison of Clinical Skill Perfonnance between the Methods of Education

Group 1* Group 2↑ Group 3 '!' P
씨=17) (N=16) (N=17i

perforr매næ by che센dist 21.41士0.71 21.50"'0.52 21.65:t0.49 0.595

speed of∞mpression(frninJ 102.76"'8.10 105.13N.35 104.35:t5.44 0.863

depth of compression(mm) 48.2H6.20 45.88"'6.62 47.47:t9.64 0.491

g∞d de띠1 33.65"'25.50 37.19"'22.88 1329ct21.61 0.014

low d야띠1 3.82:t14.24 8.69'" 18.10 14.59:t25.89 0.239

deep depth ‘ 22.65土24.99 14.25:t21.29 32.29"'28.26 0.252

aoo띠"B.cyof compression 56.08土42.50 61.98"'38.10 22.16:t36.02 0.010

CDra 미0’ j 0.78"'0.11 0.83"'0.13 O.71:t0.1Q 0.012

*Group 1: self-practice after video-based lecture ，
t Group 2: self-practice after lecture and demonstration by instructor ，
t Group 3: self-practice during PWW(practice while whatching) program ，
9 CD ratio: compression/decompression ratio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40
여 항목의 필수 엄상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차 진료의로

서 수행해야 하는 수기 항목들에는 환자의 신제 진찰，신경 진

창，외과 시술，혈관 및 주사 시술，응급 시술，기타 시술 등이

포함되며， 해당 잉상수기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실습이 이루

어지고 있다 학생틀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필수 엄상수기에 대해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을 이용한 학습을 하거나， 임상수기 장비

를 이용한 시연을 보는 등의 학습을 하게 되고，다양한 횟수의

자가 실습을 통해 임상수기 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최

근의 변화된 의학교육의 현설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논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수 입상수기 항목 중 심폐소생술은 다른 수기 항목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정을 가지고 있다 첫쩌，교육 자료나 교육자에

따라 수기 절차 등의 교육 내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는 다른 수

기 항목과 다르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라 일

관되고 통일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툴째， 임상 수기의 명가에서

사용되는 수기 절차의 제크리스트가 공용 심폐소생술 지칭에 의

거하여 완성되어 있으며 심펴소생술 교육 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로 객관적인 펑가가 수월하다 셋째，

일부의 심폐소생숨 엄상수기 장비는 흉부압박 같은 학생들의 임

상 수기 수행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학생들의 재교육에 활용되고 있으며，이렇게 측정된 항

목틀은 단순한 수기의 수행유무가 아년 정확도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특정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임상수기 수행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수기 항목으로 심폐소생술을 선택하였다

학생들의 잉상실습 과정 중의 임상수기 교육은 다 óJ'한 방법으

로 이루어질 수 있고，교육 방법에 따라 다른 효괴F를 기대할 수

고 찰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균술 수업에서 강

의와 시범，비디오 시청，실습 시범，실습 연습 1회，심숭 연습 2
회 등의 교육 과정에서의 학습 효과를 측정한 결과，비디오 시청

과 실습 시뱀이 학습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또

다른 연구에서는 표준화 환자 학습법과 사혜제시 학습법을 사용

하여 전통적인 실기 학습법과 비교 분석을 하여 임상적 판단능

력，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모두에서 표준화환자 학습

군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j 실습의 횟수에 대한 효과에 있

어서도 실습 시범 후부터 만정을 득점한 학생이 나요고，실슴 연

습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만점 학생이 증가하여 반복적인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하지만，모든 교육 여건에서 학생들의 반

복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초기 교육의 방법

을 선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방법으로 세 가지를 비교하였는데， 첫째

는 동영상 실습 강의，둘쩌는 실습 강의와 강사의 시연，셋째는

practice while ψhatching (PWW)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대부분의 임상수기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으로

임상수기의 주요 수행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주며 캉의하는

것이다 단순한 이론이냐 설명보다 직접 수행과정을 통영상으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어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가 선호히는 방

법이며， 대부분 이러닝을 이용한 학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습 강의와 강사의 시연은 전통적인 이흔 강

의와 함께 강사가 주요 수행 과정을 직접 학생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 것이다 통영상보다 보다 입체적으로 수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수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이 강사의 시연을 통해

추가로 설명될 수 있어 피교육자에게는 효과적이나 교육자의 추

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PWW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서 특수하게 활용되는 방법요로， 수행 과정을 보여 주

는 일부분의 동영상이 아니라 전제 수행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주면서 단계마다 보연서 직접 따라하도록 하는 설시간 참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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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댐이라고 한 수 있다 피교육자의 높은 창여도와 쿄육 효

과로 전세계적인 풍용되는 선예소생숱 교육 프로그램이지안 교

육자의관리가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세 가지 교육 방법에 따흔 학생틀의 심

폐소생술 수행능력을 비괴한 결과，세 가지 교용 방법에 따른 수

행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이 이루

어졌지만， 학생틀이 동일한 시간동안 자가 섣습플 할 수 있도흑

하였기 때문에 수행능력 명가에서는 모두 임정한 수준 이상의 명

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어도 충

분한 실습 연습음 함 수 있는 기회깥 준다연 동일한 교육의 효과

릎 거울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쓸 것이다

하지만， 심예소생술의 핵심인 흉부압박에 대해 컴유터 분석올

봉한 수행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적전한 흉부압박의 깊이가

이루어진 횟수， 흉부압박의 정확도， 흉부앙박과 이완의 비융은

두 번째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냐타났다 즉 실습 강의와 캉사

의 시연을 한 군에서 동영상 강의나 PWW 프로그랭을 한 군 보

다 수기 수행의 정확도가 높았는데 DVD 쿄용 그룹과 열라이드

교육 그픔에 대한 심예소생술의 교욕 효과플 비교한 다흔 연구

에서도 DVD 교육 그룹이 일부 항목에서 효과적이었지만 강사

의 교정을 거치연 두 그같 모두에서 의미있는 수뺑 향상을 보이

고 두 그홉간의 수행능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전체적인 수행정도에서 교육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더라도 정확

한 수행에는 강사의 시연이 가장 도용。l 된다고 할 수 있응 것

이다

잉상수기의 수행능력은 교육 후 명가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

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기가 업다‘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혜소생숨 교육 후 8개원까지는 술기 능력이 유

지된다고 하였으나"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계별

교육 효과의 유의한 중가로 2회 이상의 현장 교정교육의 핀요성

을 제시하였고"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섬때소생쏠 교육 6개월 후 펼기 및 송기 수행능력이 유의하

게 감소한냐고 하였다 m 임성수기 수행능력올 유지하기 위해서

는 성예소생술 재교육을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술기

유지 능력이 뛰어나고‘\강의식 재교육은 슐기 능력의 향상에는

도응이 되지 않는다 n는 기존의 연구플 창고하여 실습이 동반원

효과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도획 하는 것이 충요할 것이다

결론으로 임상수끼 고l육 방법에 따른 수기 항목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에는 차이가 없으냐 정확한 수기 시행에는 동영상 강

의나 PWW 프로그램보다 강사의 시연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임상수기 항목마다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다

른 수기 항목에 대해서도 연구가 펀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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