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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과도한 스트레스, 장ㆍ노년층의 인구 

증가는 질병 발생의 패턴을 변화시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

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09). 이러한 질환은 심정지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응

급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주요 장기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인

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통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시

키고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치료 기술이다(American 

Heart Association, 2005).

소생의학연구회(Korean Registry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의 200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병원 밖 심정지 발생 장소로

는 가정, 공공장소, 거리 등의 순이라 하였고, 심정지 발생 시 

가족과 일반인이 목격하는 비율이 94% 정도 된다고 하였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심정지 목격 후 구조요청까지의 소요시간, 목격자 심폐소생술

(Bystander CPR) 시행여부와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 실시까지

의 소요시간이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목격자에 의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경우 생존율을 2-3배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송근정, 

오동진, 200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

폐소생술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Holmberg, Holmberg, & Herlitz, 2000; Stiell et al., 2004; 

White, Bunch, & Hankins, 2005), 최근 스웨덴에서 발표한 연

구에서도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14년 만에 21%에서 

40%로 증가하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ordberg, Hollenberg, Herlitz, Rosenqvist, & Svensson, 

2009). 미국심장협회에서는 심정지 발생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을 수행하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인을 대상

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HA,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외국과 큰 차이가 있으며 

목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심폐소생술은 단지 10%가량에 불가

하다(송근정, 오동진, 2007).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인 위주의 심폐

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에게로 확대 시행되었고 이러한 노력으

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

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 대상자는 약 40% 정도가 교육경험이 있는 

반면 읍, 면에서는 27.5%만이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연령별로

는 20대 60.8%, 30대 53.0%, 50세 이상 14.4%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08). 이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이 과거에는 주로 군부대나 

초ㆍ중고등학교, 직장 등에서 최근 병원과 학교 등으로 확대

되고 있으나 아직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대도시나 젊은 사람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편중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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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의료

시설이나 응급의료 체계가 미비하며, 농촌지역 노인이 도시지

역 노인에 비해 건강 행위 수행이 낮은(은영 등, 2004) 상황

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주민

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고려한다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Hamasu et al., 2009; 이미진 등, 2008). 따라서 본 연

구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 증

가와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의 교육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태도와 수행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사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

이다. 본 연구의 실험적 조작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약 3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3시간만의 반복측정으로 인한 시험효과

(testing effect)가 우려되어 사후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소재 C대학에서 실시한 일반인을 

위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과정에 참여한 군민과 같은 도내에 

위치한 타군 소재 보건 진료소에 방문한 군민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면담과 설문지 작성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실험군이 속한 군은 전체 

인구의 46.6%가 농가 인구이며 노인인구가 27.0%로 구성된 

지역(곡성군, 2008)이고 대조군이 속한 군은 전체 인구의 

32.3%가 농가 인구이며 노인인구가 23.0%로 구성된 지역(장

성군, 2008)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농업이 중심 산업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 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해 effect size=0.5 유

의수준=0.05 power=0.85로 산출한 결과 각 군당 73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고식 설문지 작성 시 나타날 수 

있는 불성실한 답변을 고려하여 실험군은 112명 대조군은 96

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험군 105명, 대조군 84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고자 실험군과 대조군이 같은 

도내에 있는 인접하지 않은 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도구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청각 자료와 비디오를 이용한 이론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한 

「일반인을 위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교육은 도입, 실행,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도입단계는 기

본인명구조술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분간의 동

영상 시청으로 시작하여 10분간의 심폐소생술 이론 강의로 

구성된다. 실행단계는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가슴압박과 기도

확보 및 호흡확인, 인공호흡을 연습하는 20분간의 실습 교육

과 동영상을 보면서 심폐소생술 전 과정과 자동제세동기 사

용 연습과 각 강사의 지도하에 개별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약 60분～80분이 소요되었다. 평가단계는 술기평가 도구를 이

용하여 술기 평가를 하는 과정과 질의응답 과정으로 교육생

의 수에 따라서 약 30분～50분이 소요되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인명구조술 자격증이 있으며 10회 

이상의 일반인과 의료인 대상 심폐소생술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강사와 교육생의 비율은 1 : 4 

또는 1 : 6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습 마네킹과 교육생의 비율은 

1 : 1에서 1 : 3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상황 경험을 포

함한 일반적 특성, 심폐소생술 태도와 수행 의지, 심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심폐소생술 태도와 수행의지

심폐소생술 태도는 박세훈, 최혁중, 강보승, 임태호 및 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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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189)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105)

Control group

(n=84) χ2/t p

n(%) or Mean(SD) n(%) or Mean(SD)

Gender Male  36(34.3) 37(44.0) 1.876 .180
Female  69(65.7) 47(56.0)

Age Average(yrs) 50.47(5.67) 51.77(5.89) -1.548 .123
40-49  50(47.6) 30(35.7) 2.964 .229
50-59  46(43.8) 47(56.0)
60-64   9( 8.6)  7( 8.3)

Scholarship Elementary school  21(20.0) 13(15.5) 6.495 .092
Middle school  31(29.5) 38(45.2)
High school  39(37.1) 20(23.8)
Above college  14(13.3) 13(15.5)

Spouse No   5( 4.8)  3( 3.6)  .163† .735
Yes 100(95.2) 81(96.4)

CPR education No  82(78.1) 72(85.7) 1.880 .191
experience Yes  23(21.9) 12(14.3)
Emergency No  90(85.7) 63(75.0) 3.474 .092
experience Yes  15(14.3) 21(25.0)

†: Fisher's exact test,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란(2006)의 도구를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에서 인정한 기본인명구조술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간호학과 

교수 2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이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

한 총 1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긍정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배정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배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55점이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6이었다.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

하거나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겠습니

까?”라는 질문에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매우 그렇다” 5점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 심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

심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만든 질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질문은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감염

될 것 같아서,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심폐소생술을 시

행할 자신이 없어서, 낯선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기가 꺼려

져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5

단계에 걸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매우 필요하다” 5점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배정하였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4월 6일부터 9월 30일

까지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대상자가 자가보고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응답을 윈

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실험군

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평가가 모두 마무리 된 후 설문지를 

제공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과 교육 효과의 차이는 chi-square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태도와 수행의지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양측검정을 하였으

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구하였다.

연구 결과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인 심

폐소생술 교육 경험, 응급상황 경험에 대해 비교한 결과, 일반

적 특성에 대한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정은 유의 수준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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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the attitude and intention between two groups                                         (N=189)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105) Control group(n=84) Mean difference

(SD)
t p

Mean(SD) Mean(SD)

Attitude 46.05(4.74) 41.20(6.50) 4.94(.79) 6.040 <.001**
Intention  4.54( .84)  3.86( .75) .700(.11) 6.340 <.001**

** : p< .001

<Table 3> Difference of barriers to CPR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89) Control group(n=81)

χ2 p
n(%) n(%)

Fear of disease  0( 0.0)  3( 3.7) 25.691† <.001**
Anxiety for being used because of a bad outcome 14(15.7)  1( 1.2)
Anxiety for a bad outcome  6( 6.7)  4( 4.9)
Lack of knowledge of CPR 61(68.5) 47(58.0)
Lack of self-efficacy in CPR  8( 9.0) 26(32.1)
†: Fisher's exact test  ** : p< .001

<Table 4> Difference of CPR necessity recognition                                                              (N=189)

Experimental group(n=105) Control group(n=84)
χ2 p

n(%) n(%)

Strongly agree 95(90.5) 48(57.1) 29.478† <.001**
Agree 10( 9.5) 30(35.7)
Neutral  0( 0.0)  6( 7.2)

†: Fisher's exact test  ** : p< .001

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동질 함이 확인되었다<Table 1>.

심폐소생술 태도와 수행 의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서 실험군은 46.05점인 반면 대조

군은 41.20점으로 실험군의 점수가 높았으며 이들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6.040, p<.001).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대한 점수도 실험군이 4.54점으로 대조군 3.86점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6.340, p<.001).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

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Table 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

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r=.576, p<.001)과 대조군

(r=.533, p<.001)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심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실험군과 대

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5.691, 

p<.001).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부족

을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실

험군(68.5%)이 대조군(58.0%)에 비해 10%정도 높았다. 반면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하는 이유라고 답변한 대상자는 대조군이 32.1%, 실험군

이 9%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좋지 못한 결

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심폐소생술 수행을 방해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는 실험군이 15.7%로 대조군 1.2%에 비해 약 15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Table 3>.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험군은 90.5%가 매

우 필요하다,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조군은 

57.1%가 매우 필요하다, 35.7%는 필요하다, 7.2%는 잘 모르

겠다고 하였으며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χ2=29.478, p<.001).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교육의 필

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심정지는 누구나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예기

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환자의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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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은 최초 목격자에 의해 즉

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

서(Holmberg et al., 2000; Nordberg et al., 2009; Stiell et al., 

2004; White et al., 2005)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재 다양한 기관

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45.5%가 교육 경험(송근정, 

오동진, 2007)이 있고, 교육 연령층별로는 50세 이상의 대상

자 중 26%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이정원, 김혜선, 김호중, 

2009)하여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 대상자

의 18.1%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원웅 등(2009)의 연

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폐소생

술 교육이 지역과 연령에 따라 편중된 반면 20대 이상의 국

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앙응급의료센터, 2008)

에서 보면 9.4%가 응급상황을 경험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19.5%의 대상자가 응급상황을 경험하였다 하여 농촌지역의 

고연령층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그룹이 심정지 발생으로 인한 

생존율이 더 낮았다는 Vaillancourt, Luia, De Maiod, Wells 및 

Stiell(2008)의 보고로는 의료 시설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떨

어지는 농촌지역 주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의 필요성과는 달리 50세 이상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

는 그룹보다 하지 않겠다는 그룹이 많았다는 이원웅 등(2008)

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지간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문희, 최순희 및 박민정(2007)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점수를 향상시킨

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교육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킨다고 한 송미경과 김신정(2006)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높인다고 한 이원웅 등(2009)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

구에서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교

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강

경희, 임준, 2008; 이미진 등, 2008)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

술 교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의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에서 교육을 받은 실험

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두 군 모두 지식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

였다. 실험군의 68.5%가 지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것은 본 교

육이 10분간의 이론 강의를 제외하고는 주로 실습으로 구성

되어 있어 이론에 대한 교육 욕구가 자극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심폐소생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중 자신감 결여

가 대조군에서는 32.1%인 반면 실험군은 9.0%로 나타나 심폐

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교육이 실습 위주

로 구성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할 

때까지 반복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

다. 반면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이원웅 등(2009)의 연구결과와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asu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이 교육 후에 오히려 증가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

한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수행 결과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의

문을 갖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폐소생술 수

행을 주저한다는 외국(Johnston et al., 2002; Taniguchi, Omi, 

& Inaba, 2007)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문화

적 차이를 고려한 한국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

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시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 이론 교육 뿐 

만 아니라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일명 선한 사마리아

법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관한 법적인 내용(국가

법령정보센터, 2008)을 포함한 일반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일

반인들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수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도 효

과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

지 않은 대조군에서 92.8%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93.7%가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2008),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100%가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하여 교육 자체

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되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술 

전파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Swor 등(2003)은 50세 

이상의 미국인들이 충분히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Lynch 등(2005)은 장시간의 교육이 심폐소생술 전파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노인 교육에 30분 분량의 

self-instruction program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술기

를 익힐 수 있어 노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51세인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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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의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도 기본적

인 술기를 습득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가 뒤를 이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C 지역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

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농촌 지역에 확대 적

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40-64

세의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

함으로써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일

반인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개선 방향과 함께 일반인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연령과 지역을 초월한 확대 교육이 필

요함을 인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이 심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

행 의지,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사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수

집기간은 2009년 4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J도에 소재

하고 있는 G군의 주민 중 일반인을 위한 기본인명구조술 교

육프로그램을 수료한 105명을 실험군으로, J군에 거주하는 주

민 84명을 대조군 하였다.

심폐소생술 태도는 박세훈 등(2006)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측정하였고, 그 외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상황 경험, 심

폐소생술 수행 방해 요인,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측정하였다. 

자료는 일반적 특성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

적 통계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과 교육 효과의 차

이는 chi-square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가 높았다(t=6.040, p<.001). 심폐소생술 수행

을 방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실험군은 지식부족과 좋지 못

한 결과로 인한 법적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교육을 받지 않

은 대조군은 자신감 결여를 그 이유로 응답하였다(χ2=25.691, 

p<.001).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실험군이 대

조군보다 매우 필요하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χ2=29.478, 

p<.001).

본 연구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 의지,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의 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심폐소생술 적용에 따른 법적 보호의 측면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의 지속기간과 재교육 기간에 

대한 반복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지역별, 연령대별로 이론 교육을 강화한 한국적 맞춤

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서울: 보건

복지가족부.

강경희, 임준 (2008).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4), 43-54.

곡성군 (2008). 곡성 통계연보 2008. 2010. 2. 4 열람. 곡성군 웹

사이트: http://www.gokseong.go.kr/01kr/intro/collect/01/index.jsp

박세훈, 최혁중, 강보승, 임태호, 염석란 (2006). 일부 최초반

응자 직업군의 심폐소생술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

응급의학회지, 17(6), 545-558.

송근정, 오동진 (2007). 심폐소생술의 국내 현황. 대한내과학

회지, 73(1), 4-10.

송미경, 김신정 (2006). 초등학교 6학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

한 웹기반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아동간호학회

지, 12(2), 233-243.

은영, 김주현, 김증임, 김희자, 오진주, 구미옥, 송미순, 김현숙 

(2004). 한국 남녀노인의 건강행위 수행 방해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4), 531-544.

이문희, 최순희, 박민정 (2007).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

학회지, 14(2), 198-203.

이미진, 박규남, 김현, 신중호, 양혁준, 노태호 (2008). 일반인

의 심폐소생술 시행 태도와 저해 요인 분석. 대한응급의

학회지, 19(1), 1-36.

이원웅, 조규종, 최석환, 유지영, 유지영, 유기철 (2009). 일반

인 심폐소생술 교육 후 목격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 

및 태도 변화. 대한응급의학회지, 20(5), 505-509.

이정원, 김혜선, 김호중 (2009). 다중이용장소에서 실시된 일

반인의 기본인명구조술 이해도와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20(1), 20-25.

장성군 (2008, December). 통계연보. 2010. 2. 4 열람. 장성군 

웹사이트 : http://jangseong.go.kr/stat/main/main.htm

중앙응급의료센터 (2008).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농촌 주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2010년 6월 127

통계청 (2009).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2005). 200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AHA, 112, IV-18.

Hamasu, S., Morimoto, T., Kuramoto, N., Horiguchi, M., 

Iwami, T., Nishiyama, C., Takada, K., Kubota, Y., Seki, 

S., & Maeda, Y. (2009). Effects of BLS training on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 toward CPR in college 

students. Resuscitation, 80(3), 359-364.

Holmberg, M., Holmberg, S., & Herlitz, J. (2000). Effect of 

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patients in Sweden. Resuscitation, 47(1), 

59-70.

Johnston, T. C., Clark, M. J., Dingle, G. A., & FitzGerald, G. 

(2002). Factors influencing Queenslanders’ willingness to 

perform 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esuscitation, 

56(2003), 67-75.

Lynch, B., Einspruch, E. L., Nichol, G., Becker, L. B., 

Aufderheide, T. P., & Idris, A. (2005). Effectiveness of a 

30-min CPR self-instruction program for lay responders: A 

controlled randomized study. Resuscitation, 67(1), 31-43.

Nordberg, P., Hollenberg, J., Herlitz, J., Rosenqvist, M., & 

Svensson, L. (2009). Aspects on the increase in bystander 

CPR in Sweden and its association with outcome. 

   Resuscitation, 80(3), 329-333.

Swor, R., Compton, S., Farr, L., Kokko, S., Vining, F., 

Pascual, R., & Jackson, R. E. (2003). Perceived self- 

efficacy in performing and willingness to lear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an elderly population in a 

suburban community. Am J Crit Care, 12(1), 65-70.

Stiell, I. G., Wells, G. A., Field, B., Spaite, D. W., Nesbitt, L. 

P., Maio, V., Nichol, G., Cousineau, D., Blackburn, J., 

Munkley, D., Luinstra-Toohey, L., Campeau, T., Dagnone, 

E., & Lyver, M. (2004).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N Engl J Med, 351(7), 

647-656.

Taniguchi, T., Omi, W., & Inaba, H. (2007). Attitude toward 

the performance of 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Japan. Resuscitation, 75(1), 82-87.

Vaillancourt, C., Luia, A., De Maiod, V. J., Wells, G. A., & 

Stiell, I. G. (2008).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s 

bystander CPR and survival rates fo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victims. Resuscitation, 79(3), 417-423.

White, R. D., Bunch, T. J., & Hankins, D. G. (2005). 

Evolution of a community-wide early defibrillation 

programme experience over 13 years using police/fire 

personnel and paramedics as responders. Resuscitation, 

65(3), 279-283.



이 은 경  외

12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2010년 6월

The Effect of CPR Education in a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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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Bystander CPR has demonstrated improved survival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PR education in the rural community. Method: One hundred eighty-nine 
rural laypersons (105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84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the 
experimental group,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after participating in a small group BLS (Basic Life Support) 
course. In the control group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wo rural health service centers. Data were 
analysed using χ2test,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arriers to 
performing CPR,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CPR and necessity recognition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proportion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CPR and willingness to perform CPR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CPR education increased anxiety of being sued because of a bad outcome. For 
future CPR education for laypersons, the reluctance of bystanders to perform CPR should be reconsidered and 
CPR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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