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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응 상황에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응  

상황을 경험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심폐소생술 수행의 계를 알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자료는 2008년 앙응 의료센터에서 2000명 상의 성인을 조사한 것으로 응 상황을 경험한 최종 169

명을 상으로 화 설문조사 하 다.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수행한 사람은 13.6%로 나

타났고, 교육을 받았으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23.6%,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없는데 수

행한 사람은 7.1%, 교육받지 않고 심폐소생술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55.6%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경험

이 있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식(  ), 1339 번호 인지

(  )  이용경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특성이나 경제  조건

을 반 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 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 중심어 :∣심폐소생술 교육∣심폐소생술 수행∣

Abstract

The concern regarding inability to perform CPR properly was widespread, and few studies, 

however, have queried bystanders regarding their responses to an actual emergency. This study 

assessed how often CPR was performed by CPR-trained bystanders and what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and nonperformance of CPR by trained bystanders. From a 

2,000 sample survey of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in Korea (2008), it extracted 

object persons who actually experienced an emergency situation, and examined closely the 

relationship of CPR education experience and CPR performance in an emergency. 169 

completely interviewed, 23(13.6%) had CPR education experience and performed CPR in an 

actual emergency, 40(23.6%) had CPR education experience but didn't performed, 12 (7.1%) 

didn't have CPR education experience but performed, and 94(55.6%) neither had CPR education 

experience nor performed. Specifically, within bystanders  who had CPR education experience, 

those who CPR was performed were different from those who CPR was not on medical 

emergency-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CPR knowledge(  ), 1339 emergency phone 

number(  ) and 1339 emergency services(  ). Consequently, to consider social 

characteristics or an  economic condition, various CPR teaching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to continuously propel.

■ keywor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Education∣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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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응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 즉 심정지가 발생

한 후 병원 단계의 일반인의 한 심폐소생술 시행

은 심정지 환자의 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

며[1][2] 비록 심폐소생술이 효과 이지 않더라도 사  

교육이 실제 상황에 용하도록 하는 것의 요성을 확

인한 연구[3] 등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의 보 과 확 에 많은 지원

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한심폐소생 회가 미국심

장학회(AHA)의 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심폐소생술 지

침서를 번역 발간하는 등 체계 인 활동과 연구를 시도

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6월 13일 '응 의료에 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알

려진 일반인에 의한 선의의 응 의료에 해 면책 조항

(제5조의2)을 신설하 다[4]. 

2005년 인천 역시 구(군)별 건강수   보건의료행

태조사에서 인천 지역 주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비율은 4.3%[5], 2006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실태조사 

시 교육 경험 비율은 45.4%[6]로 보고되었다. 한 일반

인을 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의지의 유, 무를 

살펴본 연구 결과 2008년 인천 역시 주민을 상으로 

한 경우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있는 사람은 조사 

상자 5,114명  1,531명으로 29.%에 불과하 으나[7], 

2003년 호주의 연구[8]에서는 지역 주민 4,480명을 무작

 추출한 화 설문에서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84%

로 나타나 국내, 외의 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앙응 의료센터가 2006년부터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국민 응 의료서비스 인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비율은 각각 

38.4%, 40.5%, 47.4%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심

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하는 응 상황 발생 경험도 각각 

9.4%, 9.1%, 7.0%로 나타났다[9].

Harve 등[10]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

들을 상으로 화상담원의 지시로 수행이 가능한지

를 악한 연구를 통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수행이 

하게 행하지 못함을 지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과 

한 훈련방법의 개발을 주장하 다. 하지만 일반인 

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부분 

병원에 내원하거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

을 상으로 제한된 특성만을 조사하 으며, 심폐소생

술 교육이 심폐소생술 수행으로 이어지는지 는 심폐

소생술을 수행한 사람  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응  상황을 경험한 일반인을 상으

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유, 무에 따라 심폐소생술 수

행의 여부를 확인하 으며, 그에 따른 상자의 사회 

경제  특성과 응  의료 련 특성을 비교 고찰하

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의 

체계 인 개발과 평가 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일반인을 상으로 응  상황 경험

자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수행 경험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사회 경제  특성과 응 의료 련 특성을 비교하

고자 시행하 다.

II. 본론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앙응 의료센터)[11]가 2008년에 실시한 

｢ 국민 응 의료서비스 인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원 자료를 이용해 응  상황을 경험한 일반

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심폐소생술 수행 계를 

실증 분석하 다. 

앙응 의료센터의 조사 자료는 2008년 1월 24일부

터 2월 2일까지 10일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

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의한 할당 추출

법으로 유효표본 2,000명을 추출(표본 오차를 95%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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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구간에서 ±2%가 되도록 설정)하여 여론조사 문기

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  컴퓨터를 이용해 화조

사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표본 2,000명 가운데 응  상황을 

경험했던 182명(9.1%)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이 모두 

충실하게 조사된 169명을 상으로 하 다. 

2. 연구변수의 측정 및 설문문항 구성

심폐소생술 경험자의 교육 경험  응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수행 여부와 련하여 인구 · 사회 경제  

특성과 응  의료 련 특성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 ·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

성별, 연령, 교육 수 , 직업, 월 소득 등을 조사하

다. 

(2) 응급 의료 관련 특성변수

심폐소생술 인지  수행,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 

1339 화번호 인지, 1339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 

119 이용 여부, 병원 응 실 이용 여부 등의 변인을 분

석하 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을 해 SPSS 16.0을 이용

하여 를 하 다. 통계  분석의 유의성은 

가 0.05 미만이 되도록 하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응 상황경험자의 심폐소생술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 다음과 같

은 한계 이 있다. 첫째, 심폐소생술 교육과 수행 심

의 세부 인 설문문항이 포함되지는 못하 다. 둘째, 

화조사를 이용하 기 때문에 행 인 평가에 의한 

답일 가능성이 있다. 

III. 결과

1. 응급 상황 경험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수행

응  상황을 경험한 169명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심폐소생술 수행 여부를 기 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응  상황을 경험한 169명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수행

한 사람은 35명(20.7%)이었으며, 나머지 134명(79.3%)

은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

하는 것을 목격하 다. 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63명(38.7%)으로 유효표본 2,000명을 기

으로 계산된 40.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응  상황에서 이

를 수행한 사람은  23명(13.6%)인 반면, 심폐소생술 교

육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

은 40명(23.6%)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사람

은 12명(7.1%)으로 나타났다. 한 심폐소생술 교육 경

험도 없고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도 94명(55.6%)이었다.

표 1. 응급상황 경험 대상자 수

CPR Performance

TotalPer
formed

not Per
formed

CPR
Edu

cation

Edu
cated

23 
(13.6)

 40 
(23.6)

 63 
(38.7)

not 
Edu
cated

12 
(7.1)

 94 
(55.6)

106 
(61.3)

Total
35 

(20.7)
134 
(79.3)

169 
(100.0)

() 단위는 %임.

2. 응급 상황 경험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 및 교육 관계  

응  상황 경험자를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심폐소

생술 수행 여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고 수행한 

사람(B),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지만 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C),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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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급 상황 경험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 및 교육 관계

CPR performed CPR not performed   ( )

(A)
educated
(n=23)

(B)
not educated
(n=12)

(C)
educated
(n=40)

(D)
not educated 
(n=94)

(A) 
and (B)

(A) 
and (C)

(A) 
and (D)

Gender
Male 16 (69.6) 11 (91.7) 28 (70.0) 35 (37.2) 2.185

(0.139)
0.001
(0.971)

7.855
(0.001*)Female  7 (30.4)  1 ( 8.3) 12 (30.0) 59 (62.8)

Age

20∼29 years  2 ( 8.7)  0 ( 0.0)  8 (20.0)  5 ( 5.3)

2.822
(0.420)

2.139
(0.544)

14.746
(0.002*)

30∼39 years  6 (26.1)  2 (16.7) 11 (27.5) 11 (11.7)

40∼49 years  11 (47.8)  9 (75.0) 13 (32.5) 20 (21.3)

≥50 years  4 (17.4)  1 ( 8.3)  8 (20.0) 58 (61.7)

Ma r i t a l 
status

Married  2 ( 8.7)  0 ( 0.0)  9 (22.5) 10 (10.6)

1.712
(0.425)

3.494
(0.174)

0.423
(0.809)

Non
-married

20 (87.0) 12 (100.0) 31 (77.5) 82 (87.2)

Divorced  1 ( 4.3)  0 ( 0.0)  0 ( 0.0)  2 ( 2.1)

Edu
cation

University 17 (73.9)  8 (66.7) 25 (62.5) 39 (41.5)

1.556
(0.459)

0.883
(0.643)

8.395
(0.015*)

High
school

 5 (21.7)  2 (16.7) 12 (30.0) 34 (36.2)

Middle school  1 ( 4.3)  2 (16.7)  3 ( 7.5) 21 (22.3)

Employ
-ment

Self
-management

 5 (21.7)  2 (16.7)  5 (12.5) 20 (21.3)

2.575
(0.631)

7.417
(0.115)

8.055
(0.090)

Laborer  6 (26.1)  3 (25.0) 13 (32.5) 19 (20.2)

Office work  8 (34.8)  5 (41.7)  7 (17.5) 14 (14.9)

Housewives  4 (17.4)  1 ( 8.3)  7 (17.5) 32 (34.0)

Students  0 ( 0.0)  1 ( 8.3)  8 (20.0)  9 ( 9.6)

Monthly 
income

＜100  2 ( 8.7)  1 ( 8.3)  1 ( 2.5) 15 (16.0)

15.476
(0.030*)

7.130
(0.415)

14.423
(0.044*)

100∼199  2 ( 8.7)  0 ( 0.0)  4 (10.0) 23 (24.5)

200∼299  6 (26.1)  1 ( 8.3)  5 (12.5) 15 (16.0)

300∼399  7 (30.4)  1 ( 8.3)  9 (22.5) 22 (23.4)

400∼499  4 (17.4)  2 (16.7) 10 (25.0) 12 (12.8)

500∼599  0 ( 0.0)  5 (41.7)  5 (12.5)  6 ( 6.4)

600∼699  0 ( 0.0)  1 ( 8.3)  1 ( 2.5)  1 ( 1.1)

≥700  2 ( 8.7)  1 ( 8.3)  5 (12.5)  0 ( 0.0)

Resi
-dence

Large cities 12 (52.2)  5 (41.7) 19 (47.5) 41 (43.6)

1.859
(0.395)

0.131
(0.937)

0.605
(0.739)

Small cities  9 (39.1)  7 (58.3) 17 (42.5) 45 (47.9)

Rural 
areas

 2 ( 8.7)  0 ( 0.0)  4 (10.0)  8 ( 8.5)

*, ()안 단위는 %임.

고 이를 수행하지도 못한 사람(D)으로 구분하여 사회 

경제  특성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고 수행

한 사람(B) 사이에 성별, 연령, 혼인, 학력, 직업, 거주지 

등 부분의 사회 경제  특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월 소득(  )에서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못한 사람(C) 사이에 사회 경제  특성 차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도 않

았고 이를 수행하지도 못한 사람(D) 사이에는 혼인, 직

업, 거주지를 제외한 사회 경제  특성, 즉 성별

(  ), 연령(  ), 학력(  ), 월 소

득(  ) 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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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급 상황 경험자의 의료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수행 및 교육 관계

CPR performed CPR not performed   ( )

(A)
educated
(n=23)

(B)
not 

educated
(n=12)

(C)
educated
(n=40)

(D)
not 

educated 
(n=94)

(A) 
and (B)

(A) 
and (C)

(A) 
and (D)

CPR 
Knowledge

Know and 
Do

18 (78.3)  3 (25.0) 12 (30.0)  3( 3.2)

9.828
(0.007*)

14.682
(0.001*)

70.911
(0.000*)

Know, 
but not do

 3 (13.0)  7 (58.3) 24 (60.0) 38(40.4)

Neither 
know nor do

 2 ( 8.7)  2 (16.7)  4 (10.0) 53(56.4)

Necessity 
of CPR 

Education

Very 19 (82.6)  8 (66.7) 29 (72.5) 55(58.5)

1.137
(0.286)

1.151
(0.562)

4.673
(0.097)

Moderate  4 (17.4)  4 (33.3) 10 (25.0) 38(40.4)

Not  0 ( 0.0)  0 ( 0.0)  1( 2.5)  0( 0.0)

Never  0 ( 0.0)  0 ( 0.0)  0( 0.0)  1( 1.1)

1339 phone 
number

Know  8 (34.8)  4 (33.3)  3( 7.5)  7( 7.4) 0.007
(0.932)

7.542
(0.006*)

12.354
(0.000*)Don't know 15 (65.2)  8 (66.7) 37(92.5) 87(92.6)

1339 
service

know well 
and use

 2 ( 8.7)  1 ( 8.3)  1( 2.5)  3( 3.2)

0.761
(0.859)

17.198
(0.001*)

16.208
(0.001*)

know, but 
didn't use

 4 (17.4)  3 (25.0)  0( 0.0)  4( 4.3)

know 11 (47.8)  4 (33.3)  9(22.5) 21(22.3)

not know  6 (26.1)  4 (33.3) 30(75.0) 66(70.2)

119 service

didn't use 16 (69.6)  5 (41.7) 34(85.0) 66(70.2)

2.557
(0.110)

2.124
(0.145)

3.072
(0.215)

as a patient  0 ( 0.0)  0 ( 0.0)  0( 0.0)  9( 9.6)

as a 
guardian

 7 (30.4)  7 (58.3)  6(15.0) 19(20.2)

Hospital 
emergency 
service

didn't use  8 (34.8)  3 (25.0) 24(60.0) 50(53.2)

0.683
(0.711)

4.062
(0.131)

2.880
(0.237)

as a patient  3 (13.0)  1 ( 8.3)  2(5.0) 12(12.8)

as a 
guardian

12 (52.2)  8 (66.7) 14(35.0) 32(34.0)

*, ()안 단위는 %임

3. 응급상황 경험자의 의료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

술 수행 및 교육 관계 

사회 경제  특성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응  상황 경

험자를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과 심폐소생술 수행 여부

를 기 으로 구분하여 응  의료 련 특성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고 수행

한 사람(B) 사이에 심폐소생술 지식  수행, 심폐소생 

술 교육의 필요성, 1339 화번호 인지, 1339 서비스 

인지, 119 서비스 이용 경험, 병원 응 실 이용 경험 등 

부분의 응  의료 련 특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심폐소생술 지식  수

행(  )에서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

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지

만 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C) 사이에 심폐소생술 교

육의 필요성, 119 서비스 이용 경험, 병원 응 실 이용 

경험 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심

폐소생술 지식  수행(  ), 1339 화번호 인

지(  ), 1339 서비스 인지(  ) 등의 응

 의료 련 특성에는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편 응  상황 경험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수행한 사람(A)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도 않

았고 이를 수행하지도 못한 사람(D) 사이에는 심폐소

생술 교육의 필요성, 119 서비스 이용 경험, 병원 응

실 이용 경험을 제외한 응  의료 련 특성, 즉 심폐소

생술 지식  수행(  ), 1339 화번호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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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9 서비스 인지(  ) 등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응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169명이었으

며,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63명(38.7%),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사람은 35명(20.7%)

이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사람은 23명으로 13.6%에 불과하

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의 

수행이나 수행 의지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보

인다.

를 들어, 최근 Swor 등[12]은 미국 미시간주 디트

로이트와 앤아버 근교에서 병원  심정지 환자를 목격

하고 911에 화를 한 868명  설문 조사에 응한 684

명을 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과 심폐소생술 교육에 

해 분석하 는데, 분석 상자 684명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370명(54.1%)이었으며, 특히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사람이 130명(35.1%)이었다. 한편, 이미진 등[13]에서는 

2006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조사 

상자 1,007명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응  상황에 

처한 타인을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693명(68.8%)이었으며, 강경희와 임정수[14]에

서는 2005년 인천 역시 구(군)별 건강수   보건의

식행태조사에서 조사 상자 5,114명  1,531명(29.9%)

이, 호주 퀸즈랜드[8] 지역 주민 4,480명을 상으로 한 

화 설문에서는 84%가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가 있다

고 답하 다. 이는 본 연구와 Swor 등[12]에서 조사 

상자의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심폐소생

술 교육 보 률이 상 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향이나 수행 의지는 실제

로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과 같지 않

음을 나타낸다.

한 본 연구에서 응  상황을 경험한 169명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심폐소생술을 수행

하지 못한 40명(23.6%)은 심폐소생술 교육에도 불구하

고 심폐소생술 수행에 장애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고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했던 23명

(13.6%)과 비교할 때, 성별, 연령, 교육 수 , 직업, 월 

소득 등의 사회 경제  특성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응  의료 련 특성에서 심폐소생술 

인지  수행, 1339 화번호 인지, 1339 서비스 인지  

이용 경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심폐소생술이나 응

 의료에 한 지식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했던 집단에서 

더 높았다. 그런데 Swor 등[12]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와 같은 응  상황에서 이

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응  상황에서의 긴

장이나 흥분(37.5%),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인식(9.1%), 그리고 환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1.1%) 등을 들고 있으며, 구강  구강 호

흡법에 한 거부감이나 감염의 두려움(1.1%)은 기존

의 논의들[15][16]과는 달리 큰 장애 요인이 아님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17-19]이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에 유의한 향 요인이 될 수 있

음은 Dwyer[1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  상황에 처

한 가족에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심리  요인과 사회 인구학  변수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이 요하며, 특히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

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부분 심폐소생술의 부

한 수행이나 실패에 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 다. 

한 강경희와 이인숙[18]에서 자기효능자원을 활용한 

‘자기효능 증진 기본생명소생술(심폐소생술) 로그램’

의 유의한 효과도 심폐소생술에 한 자신감이 심폐소

생술 수행 의지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불안이나 두려움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응  의료에 한 

사  지식에서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

는 데도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12명

(7.1%)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수행한 23명(13.6%)과 비교할 때, 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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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월 소득과 응  의료 특성  심폐소생술 인

지  수행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고 이를 수행했던 사람들

은 상 으로 월 소득이 높고, 심폐소생술 인지  수

행 수 이 떨어졌다. 심폐소생술에 지식이 이들에게 부

족한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의 수

행은 하지 못함을 기존의 연구들[10]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월 소득의 차이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련해 

요한 시사 을  수 있다. 강경희 등[5]에서 월 소득이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못하

고, 그 원인은 소득의 차이에 계없이 심폐소생술 교

육이 무료로 제공되거나 비용 부담이 매우 어 심폐소

생술 교육 참가 의사결정에 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 다.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비용과 

함께 불확실한 응  상황에서 소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소득층이 고소득

층에 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를 

응  상황에서 수행한 것은 고소득층의 경우 일반 으

로 의료 자원에 한 근성이 상 으로 높다는 인식

에서 응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편익을 낮게 단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서 소득층에게는 심

폐소생술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교육 시간만큼 어드

는 소득이 반 되어야 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심폐소생

술 교육의 편익에 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극

인 홍보와 심폐소생술 교육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해 심폐소생

술 교육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사회  특성이나 경제

 조건을 반 해 다양한 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

험도 없고, 응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지도 못한 94명

(55.6%)은 응  의료 서비스의 취약 집단으로 볼 수 있

다. 이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  상황에서 이

를 수행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별, 연령, 학력, 월 소

득 등 사회 경제  특성과 심폐소생술 지식  수행, 

1339 화번호 인지, 1339 서비스 인지 등 응  의료 

련 특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

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

득이 낮을수록 응  상황에서의 처 능력이 상 으

로 떨어지며, 심폐소생술 지식이나 1339 화번호  

서비스에 한 인지도도 낮다. 따라서 사회  특성이나 

경제  조건을 반 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 략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앙응 의료센터의 ｢ 국민 응 의료서

비스 인지도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원 자료를 

이용해 가상 인 설문에 의해 심폐소생술 수행이나 수

행 의지를 조사한 기존 조사 자료와는 달리 실제로 응

 상황을 경험했던 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 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  상황에서 심

폐소생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자 한

다면, 응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제되어야 하며. 만약 심폐소

생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경

우 응  환자의 생명에 오히려 치명 인 향을 미칠 

수 있음[10]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특성이나 경제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 략을 마

련하고 이를 지속 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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