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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축구선수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생 축구선수 234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구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은 성별, 학력, 기본심폐소생
술 교육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구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축구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경험 및 지식수준을 정확히 파악함
으로써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다 더 나은 운동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fference in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erformance 
competence 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football players. For this,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5, 2011 to October 19 targeting 234 football players of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where are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do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carried out frequency,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by using SPSS/PC 19.0 for Windows. All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set for significance level in p<.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erformance competence on CPR according to football players'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gender, academic background, and the appearance of 
educational experience in CPR. It was indicated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CPR-related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level, attitude & performance competence. Also, it was indicated that there is correlation among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erformance competence on CPR in football players. Based on these results, it 
accurately grasps experience and knowledge level on CPR in football players, thereby making a place available 
for having a game with security, resulting in being considered to possibly make the bette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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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의학의 발달 및 응급의료체계의 발달에도 불구하

고 인구의 고령화 및 심장질환의 유병률 증가와 더불어 
심정지로 급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1]. 심정
지는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심정지가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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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옆에서 누군가가 목격하는 경우도 40%에 이르며, 

이를 목격한 가족 또는 이웃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비율은 약 1.4%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도률 30∼60%

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병
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4%, 선진국의 15∼40%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2]. 이런 심정지 환자의 생존
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 한데 그 중에서 심정지
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뇌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환자
의 소생에 매우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
의 시간이 생존율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3]. 

한편, 우리나라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도하기까지 평균 13분이 경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심정지 발생한지 4∼5분 이상이 경과하
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
인이 즉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야 심정지로
부터 회복되더라도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상 심
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
율이 10% 감소하는 연구결과[2]를 볼 때 심정지 환자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조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
면 1분 지연에 따른 생존율의 감소를 2.5-5% 정도를 줄
일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2]. 

또한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최초목격자가 심폐소생술
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2.5배
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상태에서 병원 이송 후 
아무리 유능한 의사와의 만남은 생존의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의 효과
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
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우리나라에서도 1975

년 대한적십자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5]. 

특히, 현대사회는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른 심혈관질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 및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의 발생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고
령화로 인한 급사환자의 발생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5일 근무로 인한 여가시간이 증가
됨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이 되었
다. 이러한 상황의 한편에는 운동 중 심정지로 인한 사고
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프로선수를 비롯한 

일반스포츠 동호인, 학교체육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에 이
르기까지 예외는 없다. 이런 사건⋅사고들 발생 이후에야 
응급처치의 부재, 혹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때늦
은 강조를 하고 있다[6]. 

스포츠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은 죽음이나 사경을 헤
매게 하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한 “동작에 의한 생명보험”

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트레이너, 지도자, 선수는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구세주
라고 말한다[7].    

따라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운동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대하여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
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운동선수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으며, 태도 및 수행능력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동향
은 주로 간호사, 공항근무자, 일반인, 초⋅중⋅고등학생,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후에 효과를 보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고, 일반대학생, 간호사, 심장질
환자 가족, 일반인 등 특정집단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
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관련된 연구로는 응급실 중환자
실을 포함한 의료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9]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운동선수에 대한 심폐소생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찾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심
폐소생술 교육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일부 경찰 공무원[10], 양호교사[11], 간호학생[12, 13, 

14], 일반인[9], 대학생[15], 승무원의 기본응급처치[16]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후에 심폐소생술 관련 
지식이나 자신감의 증진을 보고한 소수의 연구들에 불과
하였다. 미흡하지만 일반인 관련 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요구도은 높지만 실제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낮았고[17], 일반대학생들의 심폐소
생술 지식이 매우 낮아 심폐소생술의 용어를 정확하게 
하는 학생도 극히 일부[18]였으므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
과 일반대학생들에게 교육기회의 확대와 응급체계의 적
극적인 활성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본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
준, 태도 및 수행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운동선수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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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므로 인해 향후 운
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
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수행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
준, 태도 및 수행능력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12현 현재 서울⋅경기⋅강원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축구선수를 모
집단으로 선정하여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2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5일부터 10

월 1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그중 획일적 응답 등 불성실
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
된 16명을 제외한 총234명을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
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시
의 유의점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시
간을 할애하여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stration method) 

으로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다. 설문지의 문항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기본심폐소생술 지식수준에 관한 15문항, 태
도에 대한 10문항, 수행능력 12문항, 심폐소생술 관련 특
성 6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
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력, 가족력, 

심폐소생술 경험유무 4

심폐소생술 지식수준
기본지식

응급상황에 판단
인공호흡
흉부압박

5

3

5

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인식정도
자신감
수행의지 

4

3

3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기본소생술
자동제세동기

8

4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인식정도, 정보습득, 

강의교육시간, 

교육기관, 

기본교육방법, 

수행의지

6

계 43 47

첫째, 운동선수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심정
지의 증상인지와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
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박세훈 등이[19] 제작한 구조
화된 설문지와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Guideline 

2011)[20] 제시한 의료인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침서를 토대로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과 
현장 응급구조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맞
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지식수준에 대
한 측정척도로는 각 문항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
지식 5문항, 응급 상황에 대한 지식 3문항,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에 관한 지식 5문항, 흉부압박에 관한 지식 2문
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정
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평가하여 최고점수가 1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식측정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798이었다.

둘째, 운동선수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심폐
소생술을 수행할 심리적 수준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측
정하기 위한 도구는 미국 도로교통 안전청의 최초반응자
를 위한 교육 강사지침서를 참조하여 김진영 등[8]이 현
장 응급처치 자를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의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와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협
회 지침서를 토대로 간호학과 교수와 응급의학 전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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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현장 응급구조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연구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심폐소
생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4문항, 자신감 3문항, 수
행의지 3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
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
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기본심폐소생술 태
도의 신뢰도 .72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은 운동선수의 기본
심폐소생술 술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오수
일, 한상숙[21]이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이 간호학생이 지
식 및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와 2011

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Guideline 2011)[20] 제
시한 의료인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침서를 토
대로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과 현장 응급구
조사 3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수행능력에 대한 측정척도로 
각 문항은 기본소생술 8문항, 자동제세동기 4문항, 총 12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신뢰도 .862로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지의 구성과 변
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
증받기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수행능력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방식 중 베리멕스
(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
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표 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 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on attitude toward CPR

구   분 번호 인식정도 저산감 수행의지 신뢰도

인식정도
8

7

10

9

.832

.822

.755

.706

.798

자신감
1

2

3

.850

.722

.704

720

수행의지
4

5

6

.876

.721

.679

.762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2.527

31.582

31.582

1.487

18.593

50.175

1.463

18.288

68.463

.726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대
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10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
였다. 요인은 인식정도, 자신감, 수행의지요인으로 명명
되었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68.463%를 설명하
였고, 하위요인 요인적재 값은 .679∼.876 사이에 분포하
였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
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기
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신뢰도 .72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3] Factor analysis on performance ability on CPR

구    분 번호 기본심폐
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신뢰도

  기본심폐  
 소생술

12

1

6

11

4

7

5

10

.820

.802

.785

.757

.688

.668

.662

.647

.888

         

 

자동제세동
기

2

9

8

3

.710

.666

.651

.503

.656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4.428

36.903

36.903

1.983

16.529

53.432

.862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대
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12문항으로 요인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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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요인은 기본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요인으로 명
명되었으며, 2개의 요인이 전체 분산의 53.432%를 설명
하였고, 하위요인 요인적재 값은 .503∼.820 사이에 분포
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
정하는 Cronbach's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도 .862로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9.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 특설에 따른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식수준, 태도, 수
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가 72.6%로 여자 27.4%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 분포를 보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있다 80.3%로 없다19.7%보다 큰 비
중을 차지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에 대한 분포를 보
면 교육경험이 없는 운동선수가 91.0%로 있는 운동선수
보다 9.0%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4]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여자

170

 64

72.6

27.4

학력 고등학생
대학생

120

114

51.3

48.7

가족력 있다
없다

46

188  

19.7

80.3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있다
없다

 42

192

18.0

82.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
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
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은 여
자보다 남자에서(p<.05),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에서(p<.001), 

가족력(심장병)이 없다는 군에서 있다는 군보다(p<.05) 

유의하게 높았으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유무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남자보다 여자에서(p<.001),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p<.01),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유무에 있어서 경험이 있
는 군에서 경험이 없는 군보다(p<.01) 유의하게 높았으
나, 가족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폐소
생술에 대한 수행능력은 남자보다 여자가(p<.001), 대학
생보다 고등학생에서(p<.001),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유무 
있어서 경험이 있는 군에서 경험이 없는 군보다(p<.01) 

유의하게 높았으나, 가족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3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 차이 분석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차이 분석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인식정도는 “조금알고 있다”가 69.70%,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보습득은 TV나 영화를 통해 얻은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
는 운동선수는 18.0%, 강의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 
52.4%, 기본교육 방법으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이 
73.8%로 학교를 통한 교육이 64.3%로 나타났다. 운동선
수들 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운동선수는 
18.0%로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교육경험이 없으나 심폐
소생술의지가 있다는 운동선수들은 70.0%이었다.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특성에 따른 지식수준은 정
보습득, 강의교육 시간, 교육기관, 수행이지, 기본교육 방
법, 인식정도, 기본교육방법 순위로 p<.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태도에 대한 정보습
득, 인식정도, 강의교육시간, 기본교육 방법 p<.01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행능력에 있어서
는 인식정도, 정보습득, 수행의지, 기본교육방법, 강의교
육시간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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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

성별
남자
여자

170

64

72.6

27.4

3.71±0.30

3.60±0.28

2.71±0.91

3.16±1.00

2.60±0.75

3.12±0.87

t
2.504* 3.267*** 4.275***

학력
고등학생
대학생

120

114

51.3

48.7

3.61±0.27

3.75±0.31

3.02±0.97

2.64±0.89

2.97±0.86

2.50±0.69

t
3.743

***
3.111

**
4.590

***

가족력
있다
없다

46

188

19.7

80.3

3.77±0.35

3.66±0.28

2.79±0.94

2.84±0.96

2.64±0.78

2.77±0.82

t
2.444* .299 .946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유무

있다
없다

105

129

44.9

55.1

3.57±0.31

3.69±0.30

3.36±0.95

2.78±0.94

3.20±0.58

2.69±0.82

t
1.787 2.686** 2.764**

 * p<.05,  ** p<.01, *** p<.001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 차이 분석
[Table 5] Analysis of difference in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of basic CP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M±SD)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M±SD)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능력
(M±SD)

인식정도

잘 알고 있다
조금알고 있다
잘 모른다
아주 모른다

54

163

13

4

23.0

69.7

5.6

1.7

3.74±0.35

3.70±0.29

3.54±0.51

3.80±0.65

2.70±0.65

3.22±0.77

3.79±0.53

3.80±0.52

2.81±0.81

3.26±0.91

3.79±0.51

3.20±0.72

F 3.702* 5.349*** 3.297***

정보습득

TV/ 영화
인테넷
책
기타

124

69

38

3

53.1

29.4

16.2

1.3

3.91±0.21

3.85±0.21

3.79±0.41

3.60±0.52

2.97±0.76

2.60±0.59

3.79±0.81

3.80±0.92

3.22±0.77

2.54±0.59

3.29±0.71

3.80±0.82

F 4.673*** 3.687*** 4.324**

강의교육 시간
30분 미만
1시간
2시간 이상

5

15

85

 4.8

14.2

81.0

3.33±0.21

3.49±0.40

3.10±0.45

3.40±0.58

2.70±0.82

3.42±0.98

3.46±0.65

2.77±0.84

3.36±0.67

F 2.745
**

2.845
**

3.556
**

교육기관
학교
대한적십자사

90

15

85.7

14.3

4.58±0.24

3.21±0.12

3.55±0.67

2.76±0.94

3.38±0.59

2.77±0.85

t 3.564** 1.764 1.129

기본교육 방법
이론
실습
이론과 실습병행

3

8

94

 2.9

 7.6

89.5

3.75±0.43

3.96±0.60

3.29±0.78

3.35±0.32

3.86±0.36

3.77±0.54

3.55±0.51

3.66±0.70

3.83±0.88

F 3.834** 3.536** 3.456**

수행의지
있다
없다

164

70

70.0

30.0

3.30±0.98

2.79±0.12

3.55±0.48

2.66±0.63

3.95±0.41

2.82±0.52

t 3.467** 1.321 3.826**

* p<.05,  ** p<.01, *** p<.001

[표 6]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수행능력 차이분석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 in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according to players' characteristics related 

to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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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상관관계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
능력을 설명하는 예측 설명력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
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기본심폐소생술 지식수준, 태도, 수행능력의 상관
관계

[Table 7] Correlation among knowledge level, attitude, 

and performance ability of  basic CPR

변인 지식수준 수행능력 태도
지식수준
수행능력
태도

1.0

-.159
*

 .254***
1.0

 .336*** 1.0

 * p<.05   *** p<.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분석 결과 기본심폐소생
술 지식수준은 수행능력과 음의 상관관계(r=-.159,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
술 지식수준과 태도((r=.254, p<.001), 수행능력과 태도
((r=.336, p<.001)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상의 기준치
인 .80보다 모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
선상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4. 논 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생활방식의 서구화에 따른 심장혈
관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2.5배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우리들은 스포
츠현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심정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
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선수들도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체계적
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스포츠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
존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황에서 임상적 사망을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일련의 과
정으로 심폐소생술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이 환자의 생존율이 결정된다[23]. 본 연구는 운동선

수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여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장에서는 검증
한 결과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선수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가족력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
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유무에서 44.9%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교육을 받은 운동선수들은 학교
에서 2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2011년 AHA에서 
권고한 심폐소생술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동
선수에게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동춘, 전
명희, 황지영, 최지예[24]의 연구에서 55.2%, 권혜란[19]

의 연구에서 51%만이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었고 교
육시행기관은 대부분이 학교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다른 운동선수의 응급황상을 목격한다
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70.0%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응급구조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동욱[2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69.5%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숙 등[15]의 
6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운동선
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
능력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여 심
폐소생술 관련 대부분의 특성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은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식수준 및 수행능력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즉 자신이 실제로 경험이 있었던  운동선수
가 수행능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최향옥[1]의 간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 지식수준
보다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근무경험, 심폐소생술 경험 
횟수, 연령이라고 제시하여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지식
수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무경험과 실제 수행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의 상관관계에서는 지식수준과 수행능력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지식수준과 태도, 수행능력과 
태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
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지식수준과 
수행능력을 포함하는 항목으로서 측정되었으므로 자신감
과 수행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향옥[1]의 연구와 유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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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한편 김동욱[25]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시행경
험은 자신감과 지식수준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시 수
행능력 향상과 동시에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도, 강원도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PC 19.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은 성별, 

학력,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선수들의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과 지식수
준, 태도 및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 및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수준, 수행능
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
선수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운동선수들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
지식 조사를 실시하여 운동선수들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흉부압박에 대한 
내용의 강화가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흉부압박에 대
한 내용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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