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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gathered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blood pressure measurement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accuracy of reading taken using a blood pressure simulator by Korean 

paramedic students.

Methods: Data from 131 students were collected in November 12-20, 2013, and April 2-4, 2014. A 

27-item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he accuracy of measurements confirmed using a blood 

pressure simulator (BT-CEAB), and the data analyzed (SPSS v 21.0).

Results: The accuracy of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readings (≤2mmHg) was relatively low 

(27.5%). The mean blood pressure knowledge score was 67.61 poi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considering the sex (p=.001), hours of practice (p=.007), numbers of practice (p=.001), and reported 

self-confidence (p=.026). The blood pressure measurement accuracy group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ts knowledge of blood pressure (p=.198).

Conclusion: Most subjects needed several practice sessions to master the skill of measuring blood 

pressure. The feedback provided by individual assessment and the practice education program will serve 

as the basis for clinical and prehospit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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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 전 현장과 임상에서 응급환자평가 시 이루

어지는 혈압측정은 활력징후 측정 중 하나로 환자

의 중증도 분류뿐만 아니라 빠른 이송을 결정하고 

적합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술기이다. 특히 혈압측정은 활력징후 측정 중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영역[1]으로 반복적인 교육

과 술기연습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만 정확한 측

정을 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혈압측정은 

각 대학마다 ‘3~8학점’의 응급환자관리학 교육과

정[2] 중 습득하게 되고 그 이후 임상실습과 구급

차동승실습을 하면서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을 측정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부정

확한 혈압측정 시 발생되는 오류는 환자의 건강상

태를 잘못 평가하게 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병원 전 응급처치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관련한 

연구인 Koh와 Lee[3]의 제세동 가능 심정지 환자

의 병원 전 응급처치 수행에 대한 분석에서 활력

징후 측정률은 98.9%가 측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o 등[4]의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들

이 병원임상 수련과정 교육 전후에 활력징후 측정

률을 비교하였는데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에서 

교육시행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

으나 수축기압과 이완기압 모두 교육 후 측정률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대상자들 중 

전체 이송 환자의 약 50%에서 활력징후를 전혀 측

정하지 않았고 특히 성인에 비해 소아의 활력징후 

측정률이 더 낮았다고 하였다. 

그동안 혈압측정관련 지식이나 혈압측정 정확

도에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간호학과 학생[5,6]이

나 간호사[7-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Kim과 Park[5]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정확한 

혈압측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혈압측

정에 대한 지식과 실천정도를 파악하였는데 혈압

측정 지식이 높을수록 실천정도가 높았다고 하였

다. 또한 혈압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자가평가에서 

‘올바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지식정도가 ‘올바

르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지식정도보다 높

았다고하여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실천이 수행

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혈압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의 정확성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Won[10]의 연구에서는 촉진을 통한 수축기혈압 

측정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하였고 청진으

로 수축기압을 측정하는 것을 가장 부정확하게 측

정한다고 하였다. 또 Bae[11]는 혈압은 측정방법

에 따라 직접혈압측정과 간접혈압측정의 수은혈압

계 측정치 및 자동혈압계 측정치 간에 차이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급박한 병원 전 현장상황과 흔들리는 구급차 안

에서의 혈압측정을 고려한다면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

할 것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혈압측정 실

습은 그동안 서로 실습대상자가 되어주거나 외부 

지인들을 활용한 측정연습이 대부분을 차지해 왔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상인에 가까운 대상자

들에게 연습했던 혈압측정의 정확도는 실제로  임

상과 구급차동승실습 때 비로소 환자들을 직접 만

나 혈압을 측정해볼 기회를 얻기도 한다.

그러나 측정한 혈압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는 학내 실습에서 교육용 청진기를 이용하여 

한 대상자에게 교수자와 학습자 두 사람이 동시에 

청진을 통해 혈압을 측정하고 그 결과치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혈압측정 모형

(BT-CEAB, BT, Wonju, Korea)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정상의 범위 내에 있는 혈압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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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연습하고 더 나아가 저혈압과 고혈압의 

다양한 환자 상황을 훈련과 평가모드로 변환해 가

면서 반복적인 실습을 하고 측정치의 정확도를 확

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 개개인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정확도

를 평가받고 피드백을 통해 혈압측정 능력을 향상

시켜야만 병원 전 현장과 임상에서 응급구조사의 

혈압측정 정확도가 높아져 응급환자평가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졸업 후 임상과 병원 전 현장에서 환자평가의 핵

심술기인 정확한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평가에 알

맞은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혈압측정 관련 지식정도를 파악하고 혈압측정 모

형(BT-CEAB)을 활용하여 설정된 혈압과 대상자

가 측정한 혈압의 차이를 통해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해보고 혈압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

교육 강화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혈압측정관련 특성에 따른 혈압관

련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압측정 모형(BT- 

CEAB)에 설정된 혈압사이의 정확도를 분석

한다. 

3) 대상자가 혈압측정 모형(BT-CEAB)에서 측

정한 그래프 결과(상완촉지, 커프설치, 적정

가압, 감압속도)를 분석한다.

4) 대상자의 혈압측정 정확도 그룹에 따른 혈압

관련 지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혈압측

정 모형(BT-CEAB)을 활용하여 혈압측정 정확도

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군 사후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시와 B시의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131명의 학생을 대상

자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의 응

급환자관리학 교육과정 중 혈압측정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술기연습을 통해 활력징후 측정 평가 교

육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들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혈압측정관련 특성 7

문항과 혈압측정에 대한 지식 20문항으로 전체 27

문항이었다. 

1) 혈압측정에 대한 지식 도구

Cho 등[9]이 미국심장협회의 지침서를 근거로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고, Kim과 Park[5]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응급환자관리학 교재

를 참고하여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각 

문항은 정답과 오답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혈압측정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혈압측정 정확도 평가 도구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혈압측정 모

형은 <Figure 1a>로 BT-CEAB(BT, Wonju,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후 결과 그래프는 

<Figure 1b>와 같다. 모형은 수축기와 이완기압을 

임의로 설정(수축기압 설정 범위: 50∼230mmHg, 

이완기압 설정 범위: 35∼135mmHg)하여 실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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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EAB

Fig. 1b. Results and graph of a blood pressure measurement made using a blood pressure 
assessment training simulator.

Fig. 1a. The blood pressure assessment
training simulator (BT-CEAB).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진을 통한 혈압측정과 

촉진을 통한 혈압측정을 모두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을 통한 수축기압 

만을 측정하는 것보다 대상자들이 정확한 혈압 측

정법을 알고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청진

을 통한 혈압측정만을 활용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환자를 성인(20∼65세)이라는 

가정 하에 수축기압 100∼150mmHg로, 이완기압 

60∼100mmHg의 범위로 설정하였다[12]. 대상자

들은 앉은 자세로 혈압측정 모형(BT-CEAB)을 

이용하여 청진을 통하여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모형에 달려있는 모

니터에 곧바로 입력하여 저장되도록 하였고 대상

자들의 결과 그래프를 컴퓨터로 전환하여 통계프

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측정한 혈압 

값을 읽을 때 끝수를 0이나 5로 읽는 끝수선호도

를 배제하고 정확한 혈압측정을 위해 아네로이드

혈압계에서 보여지는 눈금수치를 있는 그대로 측

정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혈압측정 정

확도 평가는 아네로이드 혈압계의 눈금이 

2mmHg 단위로 되어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13]

의 의료기기 적용 규격정보에서 제시한 정확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수축기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혈압측정 모형을 활용한 혈압측정 정확도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9(1)

11

압에서 대상자가 측정한 수축기압의 차이와 설정

된 이완기압에서 대상자가 측정한 이완기압의 차

이 두 가지 모두 완전히 일치하는 그룹, 수축기

압과 이완기압 모두 2mmHg 이하의 범위에서 차

이가 있는 그룹, 2.1∼4mmHg 이하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그룹, 4.1mmHg 이상의 차이가 있

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절차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혈압측정 

모형(BT-CEAB)을 활용하여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2013년 11월 12일 부터 20

일까지, 2014년 4월 2일부터 4일까지 A시와 B시

의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131명을 편의표

집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절

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의 심의에서 연구(KNU_IRB_2013_7) 

승인을 받았음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대상

자가 충분히 본인의 뜻에 의해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는 수기로 기입하

여 자발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

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대상자의 혈압측정관련 특

성, 혈압측정 정확도 및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혈압측정 관련 지식정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혈압측정관련 특성

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그룹 

내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혈압측정 정확도 그룹에 따른 혈압관련 지식

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1.1%, 남자가 48.9%였으며 

혈압측정 연습시간은 평균 5.88시간이었고 혈압측

정 연습횟수는 평균 26.31회로 나타났다. 혈압측

정의 중요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8.9점으로 대상

자 대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혈압측정 

자신감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나타났

고, 10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42%를 차지하였

다. 혈압측정 숙련도에서는 3점 만점에 2점인 대

상자가 69.5%로 가장 많았으며 졸업 후 혈압측정 

보수교육의 필요성에서는 87.8%가 보수교육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압지

식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압지식

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평균 

67.61점으로 남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1)가 있었고 혈압측정 연습시간은 각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p=.007)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혈압측정을 위한 연습시간이 6.1∼9시간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0.77점으로 혈압관련 지

식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지식점수가 평균 57.50점이었고 

9.1시간 이상 연습을 했다는 대상자의 지식점수는 

70.63점으로 이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혈압측정 연습횟수는 평균 26.31회였으며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61회 이상 연습했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지식점수가 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검정

에서는 20회 이하로 연습한 그룹보다 41∼60회, 

61회 이상 그룹이 지식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9(1)

12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t or F* p

Sex Male
Female

64
67

(48.9)
(51.1)

59.38±14.67
67.61±13.99

-3.28  .001

Hours of practice 
(M=5.88±7.89)

No response
≤ 3
3.1 ~ 6
6.1 ~ 9
≥ 9.1

22
33
39
13
24

(16.8)
(25.2)
(29.8)
( 9.9)
(18.3)

57.50±14.20a

60.30±15.35b

63.08±14.67c

70.77±12.39d

70.63±12.96e

3.731
(a<e)

 .007

Numbers of practice 
(M=26.31±29.28)

No response
≤ 20
21 ~ 40
41 ~ 60
≥ 61

24
48
23
27
9

(18.3)
(36.6)
(17.6)
(20.6)
( 6.9)

59.79±13.86a

58.85±16.02b

65.22±15.48c

70.19± 9.45d

75.00±10.00e

4.848
(b<d,e)

 .001

Importance of measuring 
blood pressure
(M=8.9±1.2 points)

≤ 6
7
8
9
10

5
11
23
37
55

( 3.8)
( 8.4)
(17.6)
(28.2)
(42.0)

62.00±12.04
63.18± 9.29
62.61±15.06
68.78±12.77
60.73±16.62

1.718  .150

Self-confidence of  
measuring blood pressure
(M=6.8±1.7 points)

≤ 4
5 ∼ 7 
8 ∼ 10

10
66
55

( 7.6)
(50.4)
(42.0)

52.50±14.57a

63.18±15.33b

66.09±13.56c

3.730
(a<c)

 .026

Training proficiency 1 point
2 points
3 points

18
91
22

(13.7)
(69.5)
(16.8)

56.67±13.50
64.18±15.29
66.82±12.77

2.606  .078

Need of re-education No
Yes

16
115

(12.2)
(87.8)

62.81±18.61
63.59±14.86

0.049  .825

(Mean = 63.59±14.86 point)
*Scheffe test: a, b, c, d, e 

Table 1. Difference of blood pressure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타났다. 혈압측정 자신감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이었고 8∼10점인 그룹이 66.09점으로 4점 

이하인 그룹의 52.50점보다 높아 그룹 간 통계적

인 유의한 차이(p=.026)가 있었다.

3. 대상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압측정 모

형(BT-CEAB)에서 설정된 혈압 사이

의 정확도

대상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압측정 모형(BT- 

CEAB)에서 설정된 혈압 사이의 혈압측정 정확도

는 <Table 2>와 같다.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정

확도를 한 세트로 하여 측정한 결과,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모두 완전하게 일치한 대상자는 6.1%

였고,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모두 2mmHg 이하

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 대상자는 21.4%, 수축기

압과 이완기압이 모두 2.1∼4mmHg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 대상자는 25.2%, 수축기압과 이완기

압이 모두 4.1mmHg 이상 차이를 보인 대상자는 

47.3%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혈압측정 모형(BT-CEAB)에 

의한 혈압측정 그래프 결과 분석

대상자의 혈압측정 모형(BT-CEAB)에 의한 혈

압측정 결과 분석은 <Table 3>과 <Figure 1b>과 

같다.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위팔동

맥을 정확히 확인한 경우는 96.2%였으며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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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Differences in accuracy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exact-match 8 ( 6.1)

≤ 2mmHg 28 (21.4)

(Both systolic pressure and diastolic pressure
using BT-CEAB) 

2.1 ~ ≤ 4mmHg 33 (25.2)

> 4.1mmHg  62 (47.3)

Table 2. Accuracy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by subjects                       (N=131)

Characteristics Category n (%)

Palpation of the brachial artery OK* 126 (96.2)

NG†   5 ( 3.8)

Installation of a cuff OK* 94 (71.8)

NG† 37 (28.2)

Proper pressure OK* 60 (45.8)

NG† 71 (54.2)

Speed of decompression OK* 48 (36.6)

NG† 83 (63.4)

Maximum point-set systolic pressure ≤20 28 (21.4)

21∼30 27 (20.6)

≥31 76 (58.0)

Use of time measurement of the blood pressure Mean=1 minute 51 seconds±36 seconds
*
OK: All Correct, 

†
NG: No Good

Table 3. Analysis of results of blood pressure measurement by subjects              (N=131)

Characteristics

Exact-match
(N=8)

≤ 2mmHg  
(N=28)

2.1 < ~ ≤ 4
mmHg (N=33)

> 4.1mmHg 
(N=62) F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Knowledge of blood pressure
(M=63.59±14.86 points)

55.63±15.22 65.36±12.90 66.67±14.12 62.18±15.78 1.577 .198

Table 4. Difference of blood pressure knowledge according to blood pressure measurement
accuracy                                                                               (N=131)

방법으로 커프기를 설치한 경우는 71.8%, 적정하

게 가압을 시킨 경우는 45.8%, 적정하게 감압속도

를 유지한 경우는 36.6%였다. 또한 결과 그래프에

서 대상자가 최고로 가압을 시킨 지점에서 설정된 

수축기압을 뺀 숫자가 환자의 기존 혈압에서 적절

하게 가압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 21∼30의 범위를 

가압시키는 경우는 20.6%였다. 대상자들이 혈압

을 측정한 소요시간은 평균 1분 51초였다. 

5. 대상자의 혈압측정 정확도 그룹에 따른 

혈압지식의 차이

대상자의 혈압측정 정확도 그룹에 따른 혈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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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전체 지

식점수는 평균 63.59점이었고 혈압측정 정확도 그

룹에 따른 혈압지식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Ⅳ. 고  찰

혈압은 심장의 수축기와 확장기 동안에 혈관에 

저항하는 압력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응급구

조사는 나이에 맞는 혈압의 정상치를 알아야 하고 

동맥의 탄력성에 대한 심박출 효과를 반영해주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맥압이 좁아지는 심장눌림증이나 긴장성공기가슴

증, 쇼크의 초기징후 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야한다.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압의 기

전이나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알고 있

어야하므로 혈압측정관련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59

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 등[9]의 연구에

서 나타난 평균 정답률 41.1%보다 높았으며, Kim

과 Park[5]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총 15

점 만점에서 평균 7.48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

산했을 때) 49.86점보다 높았고, Armstrong[14]

의 평균 정답률 49.7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응급환자관리학이나 

응급환자평가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징후를 

평가하고 응급환자에게 적용하는 훈련과 경험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 혈압측정 

연습시간과 연습횟수 그리고 혈압측정에 대한 자

신감에 따라 지식점수가 차이가 있었다. 남성보다

는 여성이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혈압측정 연습시간은 6.1∼

9시간을 연습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0.77점으

로 가장 지식점수가 높았고 연습횟수도 61회 이상 

연습한 그룹이 75점으로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다. 

혈압측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그룹이 지식점수

가 66.0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연습을 통해 혈압

측정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횟수도 중요한 요인이

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혈압측정에 대한 자신

감도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

지만 혈압관련 지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대상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압측정 모형(BT- 

CEAB)에서 설정된 혈압 사이의 혈압측정 정확도

에서는 혈압측정 모형에 설정된 혈압을 정확히 일

치하게 측정한 대상자는 6.1%에 불과했고 수축기

압과 이완기압 모두에서 2mmHg 이하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 대상자는 21.4%였으므로 이들 둘을 

포함하면 27.5%의 대상자가 2mmHg 이하의 범위

에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오차의 범

위를 좀 더 확대하여 4mmHg 이하의 범위로 인정

한다면 25.2%의 대상자들이 더 포함되어 52.7%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도 오차의 범위를 어디

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

라 식품의약품안전처[13] 의료기기 적용규격정보

의 아네로이드식 혈압계에서 커프압력 표시의 오차

한계에 대한 커프압력 표시치의 정확도는 

±3mmHg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

압의 정확도는 차이의 평균이 ±5mmHg 이하, 차

이의 표준편차는 8mmHg 이하이어야 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오차의 범위를 

2mmHg 이내의 범위로 인정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

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오차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대상자의 혈압측정

치와 혈압측정모형의 설정된 혈압 간에 차이가 생

기지 않도록 일치시키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연

구자들마다 혈압측정 정확도를 어떻게 기준삼고 평

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Won[11]의 연구에서는 혈압측정용 마네킹인 혈압

측정 모형(BT-CEAB)에 설정한 혈압 값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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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값 차이를 혈압측정정확도로 보았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촉진 수축기 혈압(5.49±4.77mmHg)

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고 청진 수축기 혈압

(8.78±6.86mmHg)을 가장 부정확하게 측정한다

고 하였다.

대상자의 혈압측정 모형(BT-CEAB)의 그래프 

결과분석에서는 혈압을 측정하는 절차마다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96.2%의 대상자가 정확하게 위팔

동맥을 촉지 하였고, 공기를 뺀 커프를 위팔에 감

으면서 팔의 내면에 압력조절 밸브가 놓이도록 하

고 팔꿈치에서 2∼3cm 위에 커프의 아래 부위가 

오도록 커프를 설치하는 것은 71.8%의 대상자가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45.8%가 적정하게 가압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위팔동맥이 사

라진 지점으로부터 20∼30mmHg 만큼 압력을 높

이는가의 분석에서는 20.6%만이 정확하였고 58%

는 오히려 31mmHg 이상까지 압력을 올려 필요이

상으로 가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혈압측정 실습 시 커프에 압력을 

주입했을 때 위팔동맥이 사라진 지점으로부터 20

∼30mmHg 만큼의 적정가압이 이루어지도록 적

정가압의 확인이 필요하다. 커프의 조절나사를 1

초에 2∼4mmHg로 감압하는가에서는 36.6%만이 

적절하게 감압속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감압

속도가 너무 천천히 되어 정맥울혈을 일으켜 이완

기압을 상승시키거나 너무 빨리 빼서 수축기압의 

시작을 알아내기 어렵게 측정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혈압측정 정확도 그룹에 따른 혈압관

련 지식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는데 대상자의 전

체 지식점수는 평균 63.59점이었고 혈압측정 정확

도가 2.1mmHg 이상에서부터 4mmHg 이하인 그

룹이 66.67점으로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고 혈압측

정 정확도가 완전 일치하는 그룹이 혈압관련 지식

이 55.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이론적인 지식

과 직접 술기를 수행하는 정확도와는 서로 상관관

계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그 관련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과

제라고 생각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1급 응

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 밖 현장과 임상

에서 수시로 혈압측정을 통해 환자평가를 하고 그

것을 통해 환자의 응급처치의 질과 예후가 달라진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론과 술기를 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프로그램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Jo 등[4]의 연구에서는 이송환자의 활력징후 측

정률이 낮은 이유를 교육과 훈련의 부족, 경험의 

부족 및 자신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후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ee[6]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웹기반 

학습 프로그램이 혈압측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지

식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실

험군의 혈압측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지식점수는 

실습 후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혈압측정 수행능

력은 자율학습을 통한 반복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

였다. 

아직까지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는 Won[11]의 연구

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연구의 결

과를 통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혈압측정 정확

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복적인 술기 연

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물론 임

상실습과 구급차동승실습 시에도 혈압측정의 기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습지도자들은 지속적으

로 측정 결과를 충분히 피드백하여 혈압측정에 자

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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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해보고 술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교육 강화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혈압측

정 모형(BT-CEAB)을 이용한 혈압측정 정확도는 

설정한 값과 측정한 값의 차이를 완전히 일치하는 

것과 2mmHg 이하의 범위 내에 있는가의 두 기준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27.5%만이 수축기

압과 이완기압 모두 완전히 일치하거나 2mmHg 

이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적 

낮은 혈압측정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학내 

실습 중 이루어지는 혈압측정은 학생들끼리 서로 

연습하게 하거나 주변의 건강인을 중심으로 실습

을 할 수 있었으나 혈압측정 모형(BT-CEAB)은 

연습자가 반복적으로 훈련모드를 설정해 놓고 자

신의 혈압측정 정확도를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 있

도록 되어있다. 또한 평가자는 고혈압과 저혈압 

등으로 혈압을 미리 설정해 놓고 다양한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가

에 대한 정확도를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는 모두 객관적인 수치에 의한 

평가를 한 결과이므로 추후 혈압측정 정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활력징후의 변화를 보이는 환자들

에게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

생들 서로간에 반복적인 술기연습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혈압측정 모형(BT-CEAB)을 활용해 학생

들의 혈압측정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과 구급현장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정

확하게 평가하고 응급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

기 위해서는 활력징후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경

험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며 대상자별 피

드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혈압측정 정확도를 평가하는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2) 혈압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혈압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교육 

강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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