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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정지 발생은 측이 어렵고 심정지의 60-80%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

되고 있는데 심정지시 생물학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

고 순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요한 요인이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최  목격

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6%에 불과하여 외국의 

30-50%이상인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었고, 최  목격자가 기본심폐소생술을 히 

시행한 경우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높게 나타나(Song & Oh, 2007; 

Hwang & Lim, 2011) 기 처의 요성이 매우 

크므로 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나 학생 상 교육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학교보건교육법 개정 상 

심폐소생술 교육 4시간이 포함되었고 등학교 5․6학

년과 학교 1개 학년에게 각각 재량활동시간에 선택

하도록 되어있지만 남지역 학교 보건교과운 은 

15.05%에 불과하 다((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11). 반면에 미국에서는 2009-2010년 

기 으로 36개주 학교내 심폐소생술 교육에 한 법률

을 가지고 표 화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음(Cave 

et al., 2011)을 볼 때 국내 ․ 등 학생 상 심폐

소생술교육이 매우 조함을 알 수 있었고, 교사들의  

심폐소생술교육 련 실태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

었다.

학생은 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가정

으로의 달교육이 가능할 뿐 더러 지속 으로 체계

인 기본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기에 보다 합한 

상이고, 등 6학년 때가 ․고등학생에 비해 교육효

과가 가장 높은 것(Kim et al., 2007)으로 보고된 

을 감안하면 심폐소생술의 활성화를 해서는 학교 내 

교육과 훈련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심정지 환자의 최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교사이고, 학생의 보건교과 운 에 의해 

건강지식과 태도가 향상되었으며(Cha & Choi, 

2013), 보건교사들이 사고 방과 응 처치교육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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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Ryu, Im, & Cho, 

2013).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지식, 수행능력과 자신감 부족  질병 에 한 두

려움, 교육부재 등으로 나타났으며(Lee et al., 2009) 

심폐소생술 태도의 향요인은 자신감, 지식, 교육경험

(Jung, Oh, & Choi, 2013)이었고, 실기수행능력의 

향요인은 지식, 태도와 교육경험(Yang & Kwon, 

2014)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사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을 통해 지식과 수행능력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서 

응 상황 시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 련 연구

들은 주로 간호 학생(Jung et al., 2013; Kim & 

Choi, 2012) 학생(Park & Cho, 2015), 고등학

생(Kim, 2009), 학생(Lee & Paek, 2013: Seo, 

2014) 등학생(Kang, Kim, & Kim, 2011), 공항

지상근무자(Shin, 2009) 최 반응자(Park, Choi, 

Kang, Lym, & Yeom, 2006), 간호사(Park & 

Jeon, 2010; Cho, 2013), 보육교사(Yang & Kwon, 

2014) 등 주로 학생들이나 특정집단의 심폐소생술

에 한 지식, 태도, 자신감, 자기효능감  수행능력

에 한 교육효과를 측정한 경우가 부분이고, 실제로 

교육 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사

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심폐

소생술 련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능력 등을 악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 응 상황발생시 잘 

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등교사의 응 처치 

련 교육의 일환으로 일차 으로 ․ 등 교사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를 

악하고, 이들에게 계획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제

공한 후 이 교육이 이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

도  수행에 한 자기효능감에 미친 효과를 평가함

으로써 표 화된 교육 로그램 마련에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 등 교사들에게 제공된 기본심폐소

생술에 한 강의와 실습 교육이 이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교육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악

한다.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상자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 효능감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기 한 단일군 후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연구

이다.

2.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K시 소재 C 학교 교육연수원에서 2012

년 8월 1일부터 2주간에 걸쳐 2회 실시된 응 처치 

연수과정에 참여한 ․ 등 교사 75명을 상으로 하

다. 상자수는 G-power 3.0 version을 이용하여 

집단수=1, 유의수  .05, 검정력 0.95로 하 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45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하다고 본다. 자료 수집을 해 본 연구자가 각 회기마

다 연구목 과 과정을 설명한 후 연구의 참여에 동의

한 상자들을 선정하 으며, 연구 참여 시 익명성이 

보장되고 조사내용은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그 후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측정 련 질문지를 배부

하고 응답  함으로써 사 조사 자료를 직  수집하 다.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각 회기마다 제공된 2시간 이

론교육과 4시간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론 교육

은 기본인명소생술 강사인 본 연구자가 2005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guideline(AH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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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Division N(%)

Gender
Men 10(13.3)

Women 65(86.7)

Religion
Have 45(60.0)

Have not 30(40.0)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Yes  9(12.0)

No 66(88.0)

Witness of 

fallen patient

Yes 15(20.0)

No 60(80.0)

Experience in 

CPR education

Yes 51(68.0)

No 24(32.0)

Type of teacher
Nurse-teacher 39(52.0)

Teacher 36(48.0)

-2006)을 기반으로 작성한 심폐소생술에 한 개요 

 필요성, 흉부압박의 자세  방법, 기도유지, 구조

호흡, 호흡확인,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한 워포인

트 자료와 빔 로젝트를 사용하여 강의실에서 이루어

졌다. 실습교육은 상자를 마네킹 1 당 학생 3명 이

하로 배정한 후 본 연구자는 미국심장 회에서 제작한 

동 상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기(Practice While 

Watch; PWW)’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거나 술기 습득에 도움을 주었으며, Basic Life 

Support(BLS) provider 자격증을 지닌 실습보조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상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충분히 

반복실습을 하도록 하 다. 실습교육이 끝난 후 강의실

로 이동하여 사 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법으로 사후조

사를 실시하 다 

3. 연구 도구

1) 지식 측정 도구

기본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측정은 Park (2006)

의 도구를 2005 AHA guideline을 토 로 수정보완

한 Ahn (2008)의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심

폐소생술, 반응확인, 기도확인, 호흡확인, 인공호흡,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의 비율, 호흡재평가, 심폐소생술 

합병증에 한 지식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해 정답은 1 , 오답은 0  처리하여 수범

는 0 에서 2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태도 측정 도구

기본심폐소생술에 한 태도 측정은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한 심리  비상태를 측정한 Ahn (2008)

의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기본심폐소생술의 교

육과 응 상황 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 등에 한 태

도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별 1 에서 4  

배 하여 수범 는 7-28 이고, 수가 높을수록 심

폐소생술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Cronbach's alpha값은 .75이었다.  

3)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자기효능감 측정은 Park (2006)의 심폐소생술에 

한 구체 인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

는 환자발견, 의식확인, 구조요청, 호흡확인, 기도유지, 

구조호흡, 흉부압박 등 구체  술기능력에 한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된 10  척도이다. 각 문항당  

확신이 없다 0 에서 매우 확신 한다 10 까지 배 하

여 수범 는 0-12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심폐  

소생술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

항은 정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 다. 본 도구의 

Cronbach's alpha값은 .85이었으며, Shin (2009)

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865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본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  통계를 산출하 고, 일반  특성과 종속변인들

의 계는 t-test를, 종속변인들에 한 교육 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paired t-test를 그리고 

종속변인들 간의 계는 피어슨 상 분석을 사용하 다.

Ⅲ. 연구 결과

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6.7%, 남자가 13.3%이

었고, 종교는 60.0%가 있었으며, 심장질환가족이 있

는 자가 12.0%이었다. 쓰러진 자를 목격한 경우가 

20.0%이었고, 이 에 심폐소생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68.0%이었으며, 보건교사가 52.0%, 일반교사가 48.0%

를 차지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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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nges and Mean Score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Scale range Division Min Max M±SD

Knowledge 0-20
pretest 3 16 10.3±3.13

posttest 9 19 14.9±2.27

Attitude 7-28
pretest 14 28 21.2±3.33

posttest 21 28 26.5±1.67

Self-efficacy 0-120
pretest 17 112 67.5±25.15

posttest 57 120 101.2±13.79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Division
Knowledge

t(p)
Attitude

t(p)

Self-

efficacy t(p)

M±SD M±SD M±SD

Gender
Men 7.0±2.45 -3.96

(<.001)

20.0±3.33 -1.36

(.179)

61.6±25.59 .82

(.417)Women 10.8±2.90 21.5±3.26 68.5±24.91

Religion
Have 10.2±3.26 -.56

(.579)

21.4±3.22 .30

(.766)

71.8±23.58 1.797

(.076)Have not 10.6±2.92 21.2±3.44 61.4±26.02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Yes 8.9±2.85 -1.48

(.143)

21.1±4.26 -.19

(.851)

55.2±38.61 -1.61

(.113)No 10.5±3.11 21.3±3.17 69.3±22.38

Witness of fallen 

patient

Yes 10.8±3.10 0.67

(.508)

22.3±3.22 1.27

(.208)

75.0±20.05 1.29

(.202)No 10.2±3.13 21.1±3.29 65.8±25.84

Experience in 

CPR education

Yes 11.5±2.80 5.38

(<.001)

23.0±2.51 9.35

(<.001)

75.8±21.56 4.68

(<.001)No 7.92±2.32 17.8±1.47 50.3±22.99

Type of teacher
Nurse-teacher 12.5±2.16 8.87

(<.001)

23.6±1.98 9.06

(<.001)

79.9±17.82 5.16

(<.001)Teacher 8.0±2.19 18.8±2.55 54.3±24.88

상자의 심폐소생술에 한 사  지식 수는 최소 

3 에서 최  16 으로 평균 10.3 을 나타냈고, 사

후 지식 수는 최소 9 에서 최  19 으로 평균 

14.9 을 나타냈다. 사  태도 수는 최소 14 에서 

최  28 으로 평균 21.2 을 나타냈고, 사후 태도

수는 21 에서 최  28 으로 평균 26.5 을 나타냈

다. 사  자기효능감 수는 최소 17 에서 최  112

으로 평균 67.5 을 나타냈고 사후 자기효능감 수

는 최소 57 에서 최  120 으로 평균 101.23 을 

나타냈다(Table 2).

상자의 심폐소생술 련 지식은 성별(t=-3.96, 

p<.001), 교육경험유무(t=5.38, p<.001), 교사구분

(t=8.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태

도는 교육경험유무(t=9.35, p<.001)와 교사구분

(t=9.0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도 교육경험유무(t=4.68, p<001)와 교사

구분(t=5.1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

다, 보건교사군이 일반교사군보다 각각 심폐소생술 

련 지식이 더 높았고, 태도와 자기효능감 모두 교육경

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보건교사군이 일반교사군

보다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3).

심폐소생술교육 제공 후 상자의 지식 수는 14.9

으로 제공  10.3 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았고

(t=-15.60, p<.001), 태도는 교육 제공  21.3 보

다 제공 후 26.5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t=-14.44, p<.001), 자기효능감은 제공  67.6

보다 제공 후 101.5 으로 유의하게 증가(t=-13.17, 

p<.001)하 다(Table 4). 

심폐소생술 교육제공  상자의 심폐소생술 련 

지식은 태도(r=.53, p<.001)나 자기효능감(r=.38, 

p=.001)과 증등도 상 이 있었고, 태도는 자기효능감

과 높은 상 (r=.66, p<.001)이 있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제공 후 상자의 심폐소생술 련 지식은 태도

(r=.02, p=.843)나 자기효능감(r=-.03, p=.827)

과 상 이 없었고,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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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
pretest(n=75)

M±SD

posttest(n=75)

M±SD
t (p)

Knowledge 10.3±3.13 14.9±2.27 -15.60(<.001)

Attitude 21.2±3.33 26.5±1.67 -14.44(<.001)

Self-efficacy 67.5±25.15 101.2±13.79 -13.17(<.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at pretest and posttest

Attitude Self-efficacy 

r p r p

pretest
Knowledge .53 <.001  .38  .001

Attitude  .66 <.001

posttest
Knowledge .02  .843 -.03 .827

Attitude  .63  <.001

(r=.63, p<.001)이 있었다(Table 5). 

Ⅳ. 논    의

학교 내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나 등 교사들을 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련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동일 상 간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 교사들 

구나 응 상황에 히 처 할 수 있도록 돕는 심

폐소생술 교육이 이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학교 장 

내 응 상황 처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

나 본 연구결과는 응 처치연수교육에 참여한 ․

등교사들만 상으로 하 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상자의 교육  평균 지식 수는 10.3 (51.5

/100  환산)인 간수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결

과와 동일하게 계산된 공항지상근무자의 6.18 (Shin, 

2009)보다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간호 학생의 14.47

(Jung et al., 2013), 간호사의 13.26 (Park & 

Jeon, 2010), 경찰 등 최 반응자 직업군의 69.5

이나 일반 사무직군의 63.2 (Park et al, 2006)보

다는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특히 본 상자인 교

사들의 지식수 (51.5 /100 )이 고교 1년생의 70.9

(Kim, 2009), 학생의 76.5 (Lee & Paek, 

2013), 등학생의 67.72 (Kang et al., 2011)이

나 71.13 (Lee & Park, 2010)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 교육 장에서 실제로 심폐소생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의 지식을 높이는 심폐소생술교육 실시가 시

한 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자의 교육  평균 태도 수는 21.2 으로 

100  환산 67.6 으로 나타나 양호교사 집단의 

73.6 (Park et al., 2006)보다는 낮았는데 본 상

자에 일반교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본 태도 수가 학생의 53.9 (Seo, 2014)이나 

66.3 (Lee & Paek, 2013), 고교 1년생의 39.2

(Kim, 2009), 일반 학생의 59.48 (Hong, Shin, 

& Yi, 2010), 보육교사의 40.62 (Yang & Kwon, 

2014)으로 나타난 여러 집단군들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차이가 있었는데, 심폐소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

사들이 이처럼 더 정 인 태도를 보인 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본 교사들의 태도 수가 등학

생의 21.6 (Kang et al., 2011)이나 일반 학생의 

21.0 (Park & Cho, 2015)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유사하 고, 교사들의 51.4%만이 상황에 따라 도울 

수 있다는 태도를 보 다는 보고(Song, 2004)를 감안

해 볼 때 · 등 학생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바람직

한 태도형성을 해서는 먼  심폐소생술에 한 교사

들의 태도가 더 정 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상자의 교육  자기효능감 수는 평균 67.5

(56.25 /100  환산)인 간수 으로 나타나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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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근무자의 31.6 (Shin, 2009)과 학생의 42.1

(Seo, 2014)보다는 높았으나, 100  만 으로 환

산된 자신감 수인 간호여 생의 64.6 (Jung et 

al., 2013), 등학생의 62.3 (Kang et al., 2011)

이나 58.5 (Lee & Park, 2010)보다 더 낮은 수

이었다. 상기한 연구들마다 상자나 측정도구들이 달

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교육 에 측정한 교사

들의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이 학생이나 등학

생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으므로 교사들의 자신감부족

의 이유를 악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교사들의 심폐

소생술에 한 자신감을 높이고 교육의 효과를 증 시키

기 해서는 주기 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상자의 심폐소생술 련 지식은 여자가 남자보

다,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각각 더 높게 

나타나 성별(Park et al., 2006), 교육경험유무

(Park et al., 2006; Yang & Kwon, 2014)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들과 일치하 다. 그러나 

본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던 결과(Lee & 

Park, 2010)나 교육경험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결과들(Lee & Park, 2010; Moon & Park, 2012)

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상자의 86.7%가 여자

이었고 교육경험이 있는 자가 68%인 반면 비교 상 

두 집단에서 모두 교육경험 없는 자가 82%이상이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 보건교사군의 지

식이 일반교사군보다 더 높았던 결과는 양호교사의 

100%가 과거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었고 산업체안

 책임자들 다음으로 응 상황을 많이 경험했다

(69.2%)는 보고(Park et al, 2006)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사료되지만 수시로 사고가 많이 발생되

는 학교 장에서 일반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의 응 상황

에 처토록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상자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태도 수가 더 높았던 결과는 등 5, 6학년

(Lee & Park, 2010),  1학년(Seo, 2014), 고등·

학생 축구선수(Moon & Park, 2012), 학생

(Hong et al., 2010) 상 연구결과들과 일치한 반

면에 보육교사(Yang & Kwon, 2014)나 교통경찰, 

산업안 책임자 등 최 반응자군(Park et al., 2006)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나이가 어릴 때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태도형성에 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짐

작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등학생 때부터 심폐소생

술 교육을 시켜야 정 인 태도형성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상자  보건교사군이 일반교사군보다 

태도 수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는 최 반응자 직업군 

 양호교사군의 태도 수가 가장 높았던 결과(Park 

et al., 2006)를 뒷받침해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태도 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Lee

와 Park (2010)의 결과와 일치하 으나 남자가 여자

보다(Hong et al., 2010), 여자가 남자보다(Moon 

& Park, 2012; Seo, 2014) 태도 수가 더 높았던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종교나 

심장질환가족 유무에 따라 태도 수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종교(Cho, 2013)나 본인, 가족, 친구의 심장

병경험유무(Seo, 2014)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들

과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상과 측정도구를 통해 

이 변인들의 계는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상자의 심폐소생술에 한 자기효능감도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더 높았던 결과는 등 

5, 6학년(Lee & Park, 2010)과 1학년(Seo, 

2014) 상의 결과들과 일치하 으며, 본 상자의 성

별, 종교나 심장질환가족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Lee와 

Park (2010)의 결과와 일치하 으나 본인, 가족, 친

구의 심장병 경험 유무(Seo, 2014)에 따라 자신감정

도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측

정도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

구의 보건교사 군이 일반교사군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던 결과는 Park 등(2006)의 연구에서  양호교사

들의 근무 에 응 상황발생이 77.8% 고 직  응

처치를 시행한 경우도 62.2%로 나타난 결과들을 감안

해 볼 때 이런 응 상황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효능감

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심폐소생술교육 제공 후 상자의 지식 수가 제

공 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높았던 결과는 공항지상 

근무자(Shin, 2009), 간호사(Park & Jeon, 2010), 

간호 생(Jung et al., 2013)집단이 각각 교육 보

다 후에 지식이 높았던 결과들과 일치하 다. 한 

등학생(Kang et al., 2011)이나 학생(Lee & 

Paek, 2013) 상 이론/실기군이나 이론군 모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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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후 그리고 간호 생의 PC교육 실험군이나 기

본인형 조군 모두 교육 보다 후에(Kim & Choi, 

2012) 각각 지식이 높아졌던 결과들과 일치하여 교육

방법에 상 없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상자의 지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한 

강의보다는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효과 인 교육매체

를 활용한 교육이 더 효과 인 것(Lee & Paek, 

2013)으로 나타났으므로 효과 인 교육방법들을 개

발․ 용하여 비교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상자의 태도 수는 교육 제공 보다 후에 유

의하게 증가하여 공항지상 근무자(Shin, 2009), 간호

생(Jung et al., 2013), 학생(Seo, 2014)의 태

도 수가 교육 보다 후에 높았던 결과들과 일치하

다. 한 등학생(Kang et al., 2011)이나 학생

(Lee & Paek, 2013) 상 이론/실기군이나 이론군 

모두 교육 보다 후에, 학생 상 애니어풀군과 측

정어풀군 모두 교육 보다 후에(Park & Cho, 

2015) 각각 태도가 높아졌던 결과들 그리고 간호 생

의 PC교육 실험군과 기본인형 조군 모두 교육 보

다 후에 태도가 높아졌던 결과(Kim & Choi, 2012) 

들과 일치하여 교육을 통해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됨

을 볼 수 있었다.

본 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교육제공 보다 후에 증

가하 는데 이는 공항지상 근무자(Shin, 2009), 간호

생(Jung et al., 2013), 간호사(Park & Jeon, 

2010), 학생(Seo, 2014) 집단의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교육 보다 후에 높았던 결과들과 일치하

다. 한 본 결과는 등학생 상 이론/실기군의 자신

감이 교육 보다 후에 높아졌던 결과(Kang et al., 

2011), 간호 생의 PC교육 실험군이나 기본인형 조

군 모두 교육 보다 후에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던 결

과(Kim & Choi, 2012), 학생 상 애니어풀 군과 

측정어풀 군 모두 교육 보다 후에 자기효능감이 높

아졌던 결과(Park & Cho, 2015) 들과 일치하 다. 

반면에 본 결과는 이론군의 자신감이 교육 과 후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Kang et al., 2011)나 간호 생

(Kim & Choi, 2012)과 학생 상 두 집단 간 비

교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Park 

& Cho, 2015)들과 차이가 있어 강의만으로는 자신감

이 증가될 수 없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제공  상자의 심폐소생술 련 

지식은 태도(r=.53)와 증등도 상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Yang & Kwon, 2014)나 최 반응자

(Park et al., 2006), 등 5, 6학년(Lee & Park, 

2010), 고교․ 학 축구선수(Moon & Park, 2012)

의 지식과 태도가 낮은 상 성을 보인 결과들과 유사

한 반면에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가 무상 으로 나타난 

결과(Cho, 2013)와 차이가 있었다. 지식과 자기효능

감은 낮은 순상 을 나타내 등학생의 지식과 자신감

이 낮은 순상 을 나타낸 결과(Lee & Park, 2010)

와 일치하 다. 태도와 자기효능감은 높은 순상 (r= 

.66)을 나타냈는데 이는 등학생(Lee & Park, 

2010)과 학생(Seo, 2014)의 태도와 자신감이 높은 

순상 (r= .72~.74)을 나타낸 결과들과 일치하 다. 

간호사의 태도는 지식보다는 수행능력이나 자신감과 

더 높은 상 을 나타냈고(Cho, 2013), 태도가 자신감

을 54.9% 설명하 다는 보고(Lee & Park, 2010)

들을 감안해 보면 심폐소생술 수행에 한 정 인 

태도형성이 무엇보다도 요하고 이를 통해서 수행 자

신감과 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교육 로그램 

내 바람직한 태도 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상자의 교육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간수

으로 나타나, 지식은 ․ ․고 학생들보다 낮은 수

이었고 자기효능감은 학생보다는 높았으나 등생이

나 학생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 으며, 태도는 상수

으로 다른 집단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경향을 

보 다. 상자의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은 모두 교

육경험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보건교사 군이 일반교

사 군보다 각각 더 높았다. 심폐소생술 교육제공 후 

상자의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은 모두 교육제공 

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이 세 변인들간에 각각 

순상 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심폐소생교육

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의 지식과 자신감 수 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조기교육이 요한 등학생이나 학생

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제공하기 해서는 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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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기 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한 교사들의 심폐소

생술 련 교육실태 악과 아울려 이들의 실제 심폐소

생술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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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Choi, Soon-He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CPR education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Methods: 

After obtaining informed consent from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from 75 teachers 

receiving training in emergency care using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educ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paired t-test, and correlation. Results: The knowledge and 

self-efficacy scores were the middle level and the scores for attitude were the upper middle 

level. The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scores at posttes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at pretest. Conclusion: Teachers should receive CPR education regularly, so 

that they can acquire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al ability of CPR.

Key words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