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17

http://dx.doi.org/10.14400/JDC.2014.12.2.417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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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음악적 리듬을 적용하는 것이 가슴압박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음악적 리듬의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
지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시 음악적 리듬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 방법으로 교
육을 시행한 군으로 나누어 흉부압박 속도와 깊이 등 심폐소생술의 질을 비교하였다. 음악적 리듬을 적용한 군의 평
균압박속도는 16.4초로 음악적 리듬을 적용하지 않은 군의 평균압박속도인 14.4초보다 더 적절하였다. 또한 리듬적용
군의 90%가 권장압박속도인 15-18초를 유지하였으나 비적용군의 44%만이 권장속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p<0.05). 결론적으로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 음악적 리듬을 적용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 
효과, 특히 흉부압박의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심정지, 심폐소생술 교육, 음악적 리듬, 가슴압박 속도, 청소년

Abstract  We conducted this study to verify effect of applying musical rhythm during th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education. From June to October, 2013, we recruited participants of CPR education among 
mem's high school students. We divided total 57 participants to 2 groups. For experimental group we use 
musical rhythm during cardiac compression practice to assist adequate cardiac compression rate and for control 
group do not apply musical rhythm. The group with musical rhythm show more adequate compression 
rate(16.4sec) than non-rhythmic group(14.4sec). 90% of rhythmic group keep adequate compression rate, but only 
44% of non-rhythmic group keep adequate rate. In conclusion, applying musical rhythm to CPR education is 
more effective to keep correct cardiac compres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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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3%를 넘지 못하고 있어 일본(12%) 등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1].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는 그 나라의 의료수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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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국민의 심정지에 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요

소가 향을 미친다. 이들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은 심

정지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한 심폐소생술이 용되

는 것이다. 일반 으로 심정지 환자에서 심정지 후 4-6분 

이내에 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뇌손상

이 발생하며 10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서 심각한 손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응 의료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소방 119 구 의 통

계를 살펴보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평균 출동시간이 10

분 내외로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요한 시간 내에 출동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 그러므로 문

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응 구조사가 출동하기  일반인

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문 인 치료가 가능

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인공 으로 연장하는 것이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 

이 듯 병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큰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 의 하

나이지만,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은 8%로 매

우 조하여 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다[3]. 그러므로 일반인에 한 심폐소생술 교

육을 리 실시하여  국민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알

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 시킬 필요가 있다. 심폐

소생술 시행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표 화된 교육

을 통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존을 기 하기 어렵다. 고품질의 심페소생술의 가장 

요한 요소는 한 깊이와 속도로 가슴압박을 지속

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하고 표 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기 해 미국심장 회에서는 5년마다 심폐

소생술 표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인과 일반인 교육에 

용하고 있다[4]. 그러나 의료인에서조차 한 가슴압박

이 제 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정지 환자의 생

존율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다[5][6][7].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가장 요한 것은 한 순환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한 깊이의 가슴압박과 가슴압박의 속도를 유지

하는 것이다. 특히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자료가 개발되어 효과

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되어 교육에 

용되고 있다[8][9].

한 순환을 유지하기 한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

당 100-120회가 가장 하다고 미국심장 회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 다양한 시청각 교재가 용되고 있다. 류 등은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한 속도를 익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으며[10], 최 등은 분당 100회의 

비트를 가진 음악이 가슴압박의 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하 다[11]. 이에 본 연구는 심

폐소생술  가슴압박을 교육할 때 음악  리듬을 용

하는 것이 가슴압박의 속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교

육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충북의 1개 고등학교의 남자 고등학생을 상으로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학년별로 심폐소생술 교육 상

자를 모집하여 일반  심폐소생술 교육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한 군과 음악  리듬을 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군

으로 나 어 연구를 시행하 다. 연구 상자는 본 연구

에 자발 으로 참여하 으며 교육 시행 까지는 어떤 

그룹에 속할지 모르는 상태로 교육에 참여하 다. 1,2학

년에서 각 30명의 학생이 모집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이 

교육 이 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

생들로만 구성되었다. 최종 참가자는 1기 30명, 2기 27명

이었으며, 교육의 편의상 같은 학년끼리 같은 교육군으

로 배정하여 2회이 교육을 실시하 다.

2.2 연구방법

일반  교육방법 용군은 한심폐소생 회의 일반

인 심폐소생술 교육법을 그 로 용하여 교육을 진행하

다. 음악  리듬 용군은 가슴압박 교육 시 분당 100

회의 비트를 가진 음악을 용하여 속도감을 익히는 교

육을 추가하 다. 교육 시행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 심폐소생술 술기테스트를 시행하 다. 술기테스트

는 30:2의 1인 CPR을 2주기 시행하면서 첫 주기는 30회 

가슴압박동안 한 압박깊이의 횟수를 조사하 고 두 

번째 주기에서는 한 압박속도 여부를 조사하 다. 

2.2.1 교육장비

Prestan사의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킨(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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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100m, Fig. 1)을 이용하여 심폐소생술 술기를 연습하

으며 동일 장비를 사용하여 가슴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측정하 다. 이 장비는 한 깊이로 압박하는 경우 

록색 불이 마네킨의 왼쪽 어깨 부 에 켜져서 한 압

박깊이를 연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Fig. 1] CPR manikin

음악  리듬은 분당 100회의 비트를 가진 음악 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심폐소생술 홍보를 해 제작한 CPR송 

뮤직비디오를 사용하 다.

2.2.2 압박깊이의 적절성

총 2주기의 술기테스트  첫 주기의 30회 모두 

한 깊이로 압박하여 록불이 들어 온 경우 한 압박

으로 분류하 으며, 압박 깊이가 얕거나 깊어서 록불

이 들어오지 않거나 붉은색 불이 들어온 경우는 부

한 압박으로 분류하 다. 

2.2.3 압박속도의 적절성

미국심장 회의 심폐소생술 권고안에 따라 두 번째 

주기의 30회 압박이 15-18 인 경우는 한 압박속도

로 분류하 으며 이보다 빠르거나 늦은 경우는 부 한 

압박속도로 분류하 다.

2.3 분석방법

두 군간의 가슴압박 치와 깊이, 속도의 차이를 비교

하기 해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시행하 으며 p값이 

0.05이하인 경우 유의하다고 단하 다. 압박속도를 세 

그룹으로 나 어 실험군과 조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는 ANOVA 분석을 시행하 다. 통계 로그램은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압박위치

음악  리듬을 용한 군과 음악  리듬을 용하지 

않은 군 모두 부분의 교육 참가자들이 가슴의 앙부

에서 하게 압박을 시행하 으며 두 군 간의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rhythm non-rhythm

correct
non-

correct
correct

non-

correct

compression 

site
29(97) 1(3) 26(96) 1(4)

compression 

rate*
27(90) 3(10) 12(44) 15(56)

compression 

depth
18(60) 12(40) 14(53) 13(48)

<Table 1> Correct compression site, rate, 
depth                               N(%) 

* p<0.05

3.2 압박속도

음악  리듬을 용한 군에서는 평균 압박속도가 16.4

로 한 압박속도를 유지하 으나 음악  리듬을 

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평균 압박속도가 14.4 로 권장 압

박속도보다 1.6  빠른 속도를 유지하 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2). 한 압박속

도를 유지한 사람의 비율도 음악  리듬을 용한 군에

서는 90%이나, 음악  리듬을 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반 이하인 44%만이 한 압박속도를 유지하 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1, 

p<0.05). 압박속도를 무 빠른 군(14  이하), 한 군

(15-18 ), 무 느린 군(19  이상)으로 더 세분하여 분

석해보면 음악  리듬을 용한 군은 90%가 15-18  사

이의 한 속도를 유지하 으나, 음악  리듬을 용

하지 않은 군에서는 반 이상이 14  이내로 무 빠른 

속도를 유지하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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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 Min Max p-value

rhythm 30 16.433 14 20
<.0001

non-rhythm 27 14.444 13 16

<Table 2> Compression rate(mean) 

<14 15-18 >19 p-value

rhythm 2(7) 27(90) 1(3)
0.0002

non-rhythm 15(56) 12(44) 0(0)

<Table 3> Correct compression rate   N(%)

3.3 압박깊이

음악  리듬을 용한 군과 용하지 않은 군 사이에 

압박깊이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4. 고찰 및 결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가슴압박을 포함한 양질

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실지 심폐소

생술 장에서는 매일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조

차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있으며[6][7], 

교육을 통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12].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결정하는 요한 

두 가지 요소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이며, 심정지 반에

는 가슴압박을 히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한 

가슴압박을 해서는 한 치에서 충분한 깊이로 가

슴을 압박하고(6cm), 완 히 이완하며, 일정하고 한 

속도(분당 100-120회)로 압박하는 것이 핵심 이다. 심폐

소생술 교육 시에도 양질의 가슴압박이 이루어지도록 하

기 해 한 깊이로 압박하면 불이 켜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하는 장비, 당한 속도를 맞추기 해 메트로놈 

등 시청각장비를 사용하여 피드백을 주면서 교육생들이 

당한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가슴압박의 속도를 익히기 해서 가장 많이 용되

는 장비는 메트로놈으로 류 등이 의료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메트로놈을 보조하여 교육하고 실지 심폐소생

술 시 메트로놈 보조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가슴압박의 

속도가 일정하고 한 범 를 유지한다고 보고하 다

[10]. 특히 이 연구결과에서 단지 교육에서만 메트로놈을 

사용한 군보다 실지 심폐소생술 시에도 메트로놈을 사용

하는 군에서 한 가슴압박 속도를 유지하는 분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조차 일정한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

료기 이 아닌 장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메트로놈

을 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이 방법은 일반인의 심

폐소생술 교육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시 익힌 가슴압박의 속도

를 계속 기억하게 하기 해 최 등은 음악  리듬을 의료

인 교육에 용한 결과, 음악  리듬을 용한 군이 용

하지 않은 군보다 더 한 압박속도를 유지하 다[1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음악  리듬을 용한 군이 용

하지 않은 군보다 더 월등하게 한 압박속도를 유지

하 으며, 특히 음악  리듬을 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상자 27명  반 이상인 15명이 14  이하의빠른 속

도로 가슴압박을 시행하는 결과를 보 다. 이 결과에서 

일반인들이 가슴압박 시 한 속도보다 느리게 압박하

는 경우보다는 무 빠르게 압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이 실제 심정지 상황을 하게 

되면 감정 으로 흥분하고 당황하므로 압박속도도 평소

보다 빨라질 험이 있으므로 일반인 교육 시 분당 100회 

이상으로 조  빠르게 압박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하

지만 분당 120회 이상의 무 빠른 속도로 압박하지 않도

록 교육하는 것도 아주 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결과에

서 알려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임의로 모집한 소규모의 남학생만을 상

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체 일반인 교육의 효과

로 확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규모의 일반

인을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한 음악을 연구자가 자의로 선택하

는데 다양한 연구와 용을 통해 음악  리듬을 가장 

잘 달하는 음악을 발굴하여 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행하는 음악에 민감한 청소년의 심폐소

생술 교육에 시기 으로 한 음악을 발굴하여 용하

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도 같이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결론 으로 청소년 상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음악  

리듬을 용하는 것은 가슴압박의 속도를 하게 유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향후 한 음악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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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을 발굴하여 교육에 용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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