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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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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실험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S시에 소재한 직업훈련센터에 
등록된 년여성으로 실험군 29명, 조군 29명으로 총 58명을 상으로 하 고, 실험군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주 1회 총 4회기로 진행하 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일반  

특성  동질성 검증은 카이제곱검정, t-test, 가설검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 다.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주 1회 4주 
동안 총 4회기를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t=10.39, p<.001),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t=8.94, p<.001)에서 두 군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향상과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

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a CPR education program on middle-aged women'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CPR. It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58 
middle aged women who participated in 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in S city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n=29) and control group (n=29).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PR education program once a 
week for 4 week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frequency, proportion, chi-square test,
and paired t-test.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CPR education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knowledge (t=10.39, p<.001) and attitude (t=8.94, p<.001). The CPR education program
improved the middle-aged women'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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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3  사망원인은 암, 뇌 질환, 심 질

환으로 2010년 이후 암과 뇌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심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꾸 히 

증가하고 있다[1]. 심 질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동맥질환의 62%는 심정지의 원인이 되며 이
러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율은 최  목격자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의해 결정

된다[2].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에
서의 심정지 발생률이 57.4%로 가장 높아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보다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가 더 

많았다[3].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해서는 최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술이 

매우 요하다[4].
심정지 발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더 높으며 40

세 이후 년 남성의 심정지 발생률은 체 발생률의 

72%를 넘는다[3]. 이러한 상황에서 최  목격자에 의한 

빠르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는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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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배우자의 역할이 요할 것이다. 따라서 년 남
성의 배우자에게 심정지의 증상을 인지시키고 심폐소

생술을 교육함으로써 응 상황을 신속하게 악하고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5]. 그러나 
50세 이상의 가정주부가 심폐소생술 인지도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6], 심장질환의 배우자  7% 만이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에 참여 한 이 있다고 응답

하 다[5]. 재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단체에

서의 의무교육 비율이 상 으로 높기 때문에[6] 실제 
년 여성  직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폐소생술 교

육을 이수할 수 있는 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여성을 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은 국외에 비해 히 부족한 상태이다

[7]. 심장질환의 배우자  49%가 심폐소생술 련 교
육 로그램을 받은 이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8]와 
비교하 을 때 7배 정도 낮은 수치로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인 부분의 국가차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불특정 다수나 규모 이론 강의, 보
수교육, 의무 교육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매
우 미비하여 오인지율이 높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일반
인 심폐소생술 시도 하를 유발하게 된다[6]. 그 결과 
2011년 보건복지부의 응 의료서비스 인지도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인지도 비율이 92.5%에 비해 시행 가능 비
율은 18.4%로 매우 낮았다[9].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성심장정지 환자 발
생 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을 

36.8%로 향상시키기 해 ‘심장정지 발생 시 기 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나[9], 그 효과는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한, 일반인을 상으로 실시한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한심폐소생 회에서 제공한 일반인을 

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로그램을 사용하여 실기와 

이론 공부를 주로 하 지만[10-13]. 이러한 획일 인 

교육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년 여성은 지역사회 내 년 남성에게 흔하

게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의 응 상황에서 할 가능

성이 높으나 교육기회가 어 년 여성은 신속하고 정

확한 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회가 부족한 년여성
에게 맞춤형 심폐소생 교육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2.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심폐
소생술에 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한 년 여성 맞춤

형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함

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이 

년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2 연구 가설

가설 1.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가 더 향상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기 한 비동등성 조군 ·후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라남도 S시에 소재하고 있는 2
개의 직업훈련센터을 이용하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
만인 년 여성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실험 연

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근  모집단으로 임의

표집 하 다.
표본크기는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80으

로 정하고,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21명이 요구되지만, 탈락자를 고려하
여 실험군 30명, 조군 30명 총 60명을 선정하 다. 최
종 연구 상자는 실험군의 경우 총 4회 교육  1회 이
상 참석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9명, 조군은 사후 조
사를 실시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9명으로 총 5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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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조군에게는 실험 종

료 후 교육내용을 요약한 교육용 소책자와 함께 심폐소

생술 교육을 1회 제공하 다.

2.3 연구 도구

2.3.1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박세훈 등[14]이 교통경찰, 산업체 안  책임자, 택시
운 자, 음식  종사자, 보건교사 등 일부 최  반응자 

직업군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을 측정을 해 미국 

도로교통 안 청의 최  반응자를 한 교육 강사 지침

서를 참조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 다. 지식에 한 15
개의 문항  AHA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흉부압박과 인동호흡 비율에 한 한 문항을 비율 15:2
에서 30:2로 수정하 다. 심폐소생술 지식에 련된 15
문항은 각각 맞으면 1 , 틀리면 0 으로 측정하여 수

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 으며 측정 가능

한 수 범 는 0-15 이다.

2.3.2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박세훈 등[14]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태도에 
한 문항은 11개로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를 사용하
여 정문항은 ‘아주 그 다’ 5 , '아주 그 지 않다‘ 1
을 배 하 으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수를 배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심폐소생술에 한 정 인 것을 

의미하며 측정 가능한 수 범 는 11-55 이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구해지지 않았으나 이은경, 김옥

, 김은미[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0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라남도 S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훈련센
터에 다니는 년여성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으로 

로그램을 진행하 다. 상자에게 자료수집 에 연구 
취지와 목 , 그리고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서면

동의를 얻었다. 실험군은 교육 로그램 실시 과 마지

막 교육 후에 설문조사를 하 고, 조군은 실험군과 동
일한 시기에 다른 교육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후 모든 설문지는 작성 즉시 수거하여 코드를 부여

하고 암호화 처리하 다. 한 조군의 경우 로그램 

종료 후 BLS Provider 일반인 과정의 가이드라인에 따
라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수업과 한심폐소생 회에서 

제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책자를 제공하 다.

2.5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0
월 22일까지 으며, 연구 차는 사 조사, 실험처치, 사
후조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5.1 사전조사

사 조사는 연구자가 로그램 시행 에 일반  특

성과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에 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상자가 기입하게 한 후 연구자가 

직  수거하 다.

2.5.2 실험처치

본 로그램은 년여성이 가정 내에서 상치 못한 

응 상황에서 하고 빠른 응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로그램이다. 본 로그램의 개
발 차는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순으로 진행하 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년여성과의 포커스그

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로그램의 
구성요인과 교육 로그램 내용을 확인하 다. 문헌고찰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을 응 상황에서 극 으로 시행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부

족, 자신감 하, 질병의 에 한 두려움이었으며

[15],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자신감, 지식, 교육경험, 성별 등으로 나
타났다[16]. 따라서 심정지라는 응 상황에서 한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심폐소생술에 한 교

육을 통한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우

선 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년여성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문제  

는 요구도를 악하기 해 년여성 5인을 상으로 포
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아무것도 모
르는 상태에서 막상 하려고 하는 것에 한 두려움이 가

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그 어떤 연령층보다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에 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문헌분석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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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Session Content description
Time
(min)

Strategy 

1

•Orientation of program process and objectives 20

 Introduction 
•Introducing of lesson schedule and contents 20
•O, X quiz 20
•Conducting pre-test 20

2

•Sharing the experience of previous lesson and introduction of lesson schedule 10  Presentation
•What is CPR? 

20  Lecture
•How much is it important? 
•Practice 40  Small group 
•Sharing the experience of this lesson 10  Presentation

3

•Sharing the experience of previous lesson and introduction of lesson schedule 10  Presentation
•Outcomes about CPR 20  Lecture
•Practice 40  Small group 
•Sharing the experience of this lesson 10  Presentation

4

•Sharing the experience of previous lesson and introduction of lesson schedule 10  Presentation
•Case analysis through newspaper 25

 Small group 
•Practice 20
•Sharing the experience of this lesson and Conducting post-test 25  Presentation

해 도출된 요구분석 결과를 토 로 학습 목표와 교육내

용을 선정하 다. 수행의지가 가족 보다는 친구나 이웃 
등에 의해 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 로

[2] 로그램 내용을 친구나 이웃이 경험한 사례를 제시
하면서 실습 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 다. 교육매체에 
해서는 A4 사이즈의 교재를 선호한 연구결과[12]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휴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책자로 나 어 주었으면 하는 결과에 맞추어 개발된 

로그램은 교육책자의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 다.
개발 단계에서는 체 인 개발과정인 비 로그램

의 작성, 내용타당 검증  로그램 개발 순으로 진행하
다. 설계 단계에서 역별로 분류한 로그램 안을 
구성한 후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간호학 교
수와 응 구조학과 교수  BLS instructor 자격증을 취
득한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구성  
합성, 용방법 등에 한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평가 단계에서는 로그램 개발을 한 형성 평가를 

해 년 여성 3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여 
로그램의 난이도와 이해수 , 용 시간과 방법의 문제

을 검토하 다. 이때 년여성에게 비 조사의 목
과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에 해 동의를 얻은 후 비

로그램을 제공하 고, 면담을 통해 로그램에 한 의
견을 수집하 다. 
최종 개발된 교육 로그램은 응 상황에서 상황에 맞

는 신속한 응을 할 수 있도록 년여성을 한 맞춤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본 로그램은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에 정  변화를 유도하기 하여 개발되

었고 총 4회기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별 로그램의 내
용을 보면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육 로그램에 

한 소개, 구성원간의 소개 등을 통해 로그램의 목
과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 다. 그 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재 자신의 지식 정도를 확인한 후 수 별 

구성원이 비슷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 다. 2회기는 
심폐소생술의 요성에 한 이론  강의를 한 후 심폐

소생술 교육 내용  의식 확인과 흉부압박에 한 설명 

후 소그룹으로 나 어 실습을 하 다. 3회기는 최  목

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결과로 나타난 치료  

결과에 한 강의  비디오 시청을 통한 이론  강의 

후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  기도확보, 인공호흡  자동
제세동기 작동 방법에 한 실습을 하 다. 4회기에는 
신문에 보도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처할 

것인가에 한 소그룹별 발표를 한 후 의식 확인, 가슴압
박, 기도확보, 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를 연결하여 연
습을 반복하 다.
본 로그램의 각 회기는 도입 10분 개 60분 종결 

10분으로 진행하 다. 도입단계에서는 지난 한 주 교육
을 받은 후 달라진 에 해서 발표하면서 지난 회기에 

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하 다. 개 단계
에서는 이론 강의와 조별 실습으로 이루어졌으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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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N=58)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n=58) Exp.(n=29) Con.(n=29)

Χ2 or t
(p)n(%) or M±SD

n(%)
M±SD

n(%)
M±SD

Age(yrs)

Under 50 years 18(31.0) 9(31.0) 9(31.0)
0.00

(1.00)
50–54 years 24(41.4) 12(41.4) 12(41.4)

Over 55 years 16(27.6) 8(27.6) 8(27.6)

M±SD 50.93±5.41 50.93±5.41 50.93±5.41

Religion
Yes 51(87.9) 25(86.2) 26(89.7)

(1.00)†
No 7(12.1) 4(13.8) 3(10.3)

CPR education experience
Yes 9(15.5) 3(10.3) 6(20.7)

(0.47)†
No 49(84.5) 26(89.7) 23(79.3)

Education

Middle school 18(31.0) 9(31.0) 9(31.0)
0.40
(.82)

High school 20(34.5) 11(37.9) 9(31.0)

College 20(34.5) 9(31.0) 11(37.9)

History 
Yes 41(70.7) 22(75.9) 19(65.5) 0.75

(.39)No 17(29.3) 7(24.1) 10(34.5)

Experience about 
emergency 

Yes 46(79.3) 25(86.2) 21(72.4) 1.98
(.20)No 12(20.7) 4(13.8) 8(27.6)

Confidence for CPR 

Absolutely can not 12(20.7) 7(24.1) 5(17.2)

2.98
(.256)†

May be can not 43(74.1) 22(75.9) 21(72.4)
Usually 3(5.2) - 3(10.3)

Confidence - - -

All 58(100.0) 29(100.0) 29(100.0)
†; Fisher exact,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강의식 수업을 30분 제공한 후 각 조별 실습으로 구성하
다. 각 실습은 시청각 자료를 보면서 연습하는 30분간
의 실습 교육으로 각 강사의 지도하에 개별 실습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BLS instructor 
자격증  일반인 교육과정 경험이 있는 강사 3인에 의
해 이루어졌다.

2.5.3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군에게 로그램 종료 1주일 후 사
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 고, 조군에게는 실험
처치 없이 시행하 다. 그리고 조군에게도 연구 종료 
후 실험군에 실시하 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1회 시행하
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Kolmognov-Smirnor의 
normality test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 다. 
∙가설 검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및 집단 간 동질성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 실시  일반  특성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연령, 배우자 유무, 종
교, 교육, 학력, 가족력, 응 상황 처경험, 수행능력 자
신감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실험군 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두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Table 2).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 실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
에 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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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s of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Group
Time Test of time intervals Test of effect 

Pre
M±SD

Post
M±SD

Post-Pre
M±SD

Paired t-test
t(p)

Independence t-test
t(p)

Knowledge Experimental 6.38±2.53 11.38±1.63 5.00±2.59 10.39(<.001) 10.39(<.001)

Control 6.45±2.37 6.45±2.37 0.00±0.00 -

Attitude Experimental 35.83±4.55 45.76±3.87 9.93±5.81 9.20(<.001) 8.94(<.001)
Control 35.28±3.97 35.52±3.78 0.24±0.51 2.54(.017)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in pre-test
Total 

(n=58)
Group 

t(p)Exp.(n=29) Con.(n=29)

M±SD M±SD M±SD

Knowledge 6.41±2.43 6.38±2.53 6.45±2.37 -.10(.915)
Attitude 35.55±4.24 35.83±4.55 35.28±3.97 .49(.625)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p>.05) 두 군의 사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3).

3.3 가설 검증

3.3.1 제1가설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조군보

다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11.38 으로 조군의 6.45 보

다 유의하게 높아(t=10.39, p<.001) 제1가설은 지지되었
다(Table 4). 

3.3.2 제2가설

‘응 상황 처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조군보다 심

폐소생술에 한 태도가 더 향상될 것이다.’를 검증한 결
과 실험군이 45.76 으로 조군 35.52 보다 유의하게 

높아(t=8.94, p<.001)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

램을 통하여 심폐소생술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정  

태도를 함양한 후 지역사회 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의 응 상황에 정확한 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년여

성은 체 15.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
울시민의 45.5%가 교육경험이 있었고[17], 성인 남녀를 

상으로 실시한 김 숙, 엄동춘, 홍선우[2]의 연구결과
에서 44.1%, · 등 교사를 상으로 실시한 최순희

[11]의 연구결과에서 68.0%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심폐소생
술 교육 로그램은 의무교육과 단체교육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6] 직장이 없는 년여성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 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

르면 심폐소생술의 수행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폐소생술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정  태도이며

[15-16]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는 올바
른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년여
성에게 심폐소생술에 한 교육을 제공하여 응 상황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한 올바른 

지식 향상과 정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은 조군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년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양한 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한 후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이 향상된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13,16,18-19,20-21]. 이러한 연구결과는 년여

성 개개인의 지식 정도를 먼  악하고 수 에 맞는 소

그룹 구성  맞춤형으로 로그램을 구성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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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역을 향상시켰던 것

으로 사료된다. 한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단순한 달

식의 교육이 아니라 사례 심의 교육이 극 인 학습

참여와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하여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 

후 심폐소생술에 한 태도를 조군과 비교한 결과 실

험군의 태도 수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선
행 연구 결과에서 년여성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

로 실시하 던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받은 후 태

도가 향상되었던 것과 일치하 다 [13,16,18,20-21]. 연
구 상자의 수행 의지를 향상시키기 한 정  태도 

변화를 해 가족보다는 친구나 이웃 등에 의해 향을 

받는 다는 연구 결과를 토 로[2]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
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 처할 것인가에 한 실질 인 방

법들이 연구 상자의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년여성을 한 심폐소생

술 교육 로그램은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년여성을 한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결론 으로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

도를 향상시키기 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은 상

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회가 은 년여성에게 소

그룹으로 맞춤형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가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에서 신속히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자는 일개 지역 직업훈련센터에 등록된 년여성을 

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이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기 해 수행된 실험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조군보다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하게 증

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년여
성에게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 태도에 해 극 으

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년여성의 심폐소생술에 한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재임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년여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
에 한 집 인 교육은 년여성의 응 상황 시 심폐

소생술을 효과 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년여성을 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을 

용한 반복연구와 상자의 범 를 확 하여 반

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심폐소생술 교육 로그램의 지속 인 효과성 검

증을 해 장기 인 효과를 보는 추후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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