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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심심심장장장질질질환환환자자자 가가가족족족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심질환에 의한 사망의 대다수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
고 , 심정지시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 (early CPR)의 실시와 응급
의료체계에 신속하게 연락이 취해지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병원
외 심정지의 약 70%가 집에서 발생하므로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은 심정지를
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 

본 연구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신
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심장질환자
중에서 관상동맥 질환자 , 심장판막 질환자 , 심부전 환자 , 부정맥 질환자 , 심정지의
병력이 있는 환자 , 개심술을 받은 환자의 가족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보건 , 의료직 관련인이 아닌 자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6명이었으며 , 

미완성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18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연구도구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23문항 , 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28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자료수집은 2008

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였고 ,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실수 , 백분율 , 평균 , 표준편차 ,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였으며 ,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5.4세였고 ,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48.9%,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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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부모가 5.3%, 기타 12.2% 순이었다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
자는 26.6%로 대부분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 교육 경험이 있
는 대상자 중 교육이 유익했다는 대상자는 90.0%로 대부분이 교육이 유익했다고
하였다 .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88.3%로 대부
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
점에 평균 10.0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고 , 인지적 요소 중 지
식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4.5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았
다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5.8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6.3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

3.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간은 모두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소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
였다 (r= .705, p< .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의 차이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2.597, p= .010),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t=-2.775 ,p= 

.006)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t=3.371, p= .001), 65세 이상 그룹이 45~64세
그룹보다(F=9.867, p= .000), 고졸 그룹이 중졸 이하 그룹보다(F=6.291, p= .002), 자
녀 그룹이 부모 그룹보다 , 기타 그룹이 배우자 그룹보다 (F=2.814, p= .041),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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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그룹이 동거하는 그룹보다(t=-2.415, p= .017),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5.392, p= .000),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그
룹이 1년 전에 받은 그룹보다 (t=3.919, p= .000), 필요성 느꼈지만 기회가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한 그룹이 필요성 느끼지 못해 받지 않은 그룹보다 (t=2.069, 

p= .040)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t=4.403, p= .000),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4.051 p= .000)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의 차이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3.664, p= 

.000), 20~44세 그룹이 65세 그룹보다 , 65세 이상 그룹이 45~64세 그룹보다
(F=4.742, p= .010),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t=-2.549, p= 

.012)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 , 유익성 , 

교육 참여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 이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 또한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신념과 행동의지는 높
으나 지식 정도는 높지 않았고 , ‘중요하고 , 필요하며 , 유용하고 , 좋으며 , 이롭다’라
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 반면에 ‘불안하고 , 긴장되며 , 스트레스를 받고 , 두렵
고 ,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따라서 심장질환자 가
족의 지식을 높이고 ,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심장질환자 가족 , 기본심폐소생술 ,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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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론론론     

A. A. A. A.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사회가 산업화되고 , 발전이 급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율은
40~50%를 차지하여 , 건강관리수가를 증가시키는 세계적인 주요 건강문제가 되고
있고 (Mookdam & Arthur, 2004), 이에 따라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되
는 환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명갑 외 , 2002). 최근 통계청 (2006)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발생율이 1994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2.6명이었으
나 , 2004년에는 26.3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 2005년 심장질환
은 암 , 뇌혈관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으로서 총 사망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
다 . 이 질환은 서구화된 식생활 , 생활양식의 변화 ,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며 , 머지않아 사망원인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심질환에 의한 사망의 대다수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Pane & Salness, 

1987; Platz et al., 2000)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병원
밖에서 일어나므로 환자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 (early CPR)

의 실시와 응급의료체계에 신속하게 연락이 취해지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목격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고 (Solomon, 

1993; 윤한덕 외 , 1997; Fischer, 1997; 이명갑 외 , 2002), 기본심폐소생술을 받은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4~70%에 이른다 (Jude, Kouwenhoven & Knickerbocker, 

1960)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전 응급처치에 대
한 교육과 홍보가 실시되어져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 병원 도착전 심정지는 환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상황을 목
격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구성원과 친구이다 (Lombardi, Gallagher & Gennis, 1994; 

Kliegel, Scheinecker, Sterz, Eisengurger, Holzer & Laggner, 2000).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2/3가 집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Beger & Ejsenberg, 1982)을 감안할
때 ,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은 심정지를 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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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를 조기에 인지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
로 심장질환자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교육함으로서 응급상황을 인식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1997). 그러나 심
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들이 기본심폐소생술을 교육받는 경우는 전체 교육대상
자의 5~6%정도로 극히 저조한 편이고(Pane and Salness, 1987; Brennan, 1998), 교
육을 받은 가족 중 단 7%만이 최근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Platz, 2000). 또한
심정지 환자들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반인들의 심
정지 및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의 부재 (윤영윤 , 2004), 지식과 기술의 부족 , 

기본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의 공포 (Axelsson, 2001) 등으로 나타났
던 점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Scottish Health Service Advisory Committee(1993)는 관상동맥 심질환자의 배우
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도록 제안하였고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하에 응급의료체계 중 병원 도착전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
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심장질환자 배우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93%가 기본심폐소생
술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는 보고 (박소현 , 2002)에서와 같이 이들에 대한
정규교육이 시급하며 , 병원 도착전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추
어 볼 때 일반인에게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응급의료체계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가
장 절실하다고 본다 (이정은 등 , 2003; 최혜경 , 2002). 또한 외국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Brennan & Braslow, 1998; Kliegel et al., 2000; Platz et 

al., 2000)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국내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태도 (attitude)는 한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
으로 감정을 갖거나 행동하게 되는 지속적인 지향성 (志向性)을 말하며 , 인지적 , 감
정적 ,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상호연결되어 태도의 다차원적인 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다 (Rosenberg & Hovland, 1960; 김완석 , 2000). 이렇게 태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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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대상에 대해 알고 , 느끼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준비상태 (정길수 , 

1985)이므로 , 그 수준을 측정하고 , 영향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지
만 , Bagozzi와 Burnkraut(1979)는 태도는 매우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태
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복잡한 신념체계 , 즉 인지적 구성요소와 함께 정서적 태도
반응이 고려될 때 행동이 더 잘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따라서 실제 심정지 상
황에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을 예측하는 태도 변수에 대한 이해는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수행능력 만큼이나 중요하다 (조희연 , 2008). 

지금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
은 대부분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시행의사 ,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의사 , 주위에
심폐소생술 교육 권유여부만을 측정 (강경희 , 1998; 박소현 , 2002; 이문희 , 2005; 공
지영 , 2006; 최혁중 , 2006) 하였다 . 일반적으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 지속적인 지향성 (志向性)(Rosenberg & 

Hovland, 1960; 김완석 , 2000)으로 정의하면서도 , 태도 측정시에는 태도의 이러한
다차원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거의 단일차원에서의 평가만이 이루어졌다 (조희
연 ,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심장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
본심폐소생술 (Basic Life Support)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
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심장질환자 가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심장질환자 가족을 위한 기본심
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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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

2.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를 파악한다 .

C. C. C. C.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1. 1. 1.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1) 이론적 정의
심폐소생술은 크게 기본심폐소생술 (Basic Life Support; BLS)과 전문심폐소생술

(Advanced Life Support: ALS)로 나눈다 . 기본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의 발생을 목
격한 사람이 환자 발생을 응급의료체계에 알리고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시행하
여 전문심폐소생술이 시행될 때까지 호흡 , 환기 ,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다
(AHA, 2005; Pearn, 2000).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한 후 도움을 요청하고 , 환자평가 , 기

도유지 , 인공호흡 ,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초기단계를 말한다 .

2. 2. 2. 2.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태태태도도도

(1) 이론적 정의
태도 (attitude)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인지적 , 감정적 및 행동적 요

소를 갖는 지속적인 지향성 (志向性)으로 정의한다 . 첫째 , 인지적 요소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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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신념 , 생각 , 사고 , 지식을 뜻하며 , 둘째 , 감정
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는 실제 대상 혹은 상황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가 개
인 내에 불러일으키는 감정 , 정서반응으로 구성되며 , 셋째 , 행동적 요소 (behavioral 

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행위의 의지나 의도 , 행동하려는 경향을 의
미한다 (Rosenberg & Hovland, 1960; 김완석 , 2000; 조희연 , 200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 감정적 ,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뉘어진다 .

첫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만을 포함한
다 . 신념은 기본심폐소생술에 관련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으로서 조
희연 (2008)이 병원 간호사에게 적용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지식은 심정지 환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관한 개인의 지식
정도로 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적십자사
(AmericanRed Cross: ARC)에서 개발한 First Aid and CPR Program, CPR 

Component Exam을 강경희 (2004)가 번역 , 수정한 설문내용과 관련문헌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둘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
여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반응을 말하며 , Ajzen(1985)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sample questionnaire(2002, 2004)을 조희연(2008)이 수정 , 보완한 태도 측
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

셋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병원밖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시 가족이 실제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려고 하는 행동 의도를 말하며 , 

Ajzen(1985)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sample questionnaire(2002, 2004)

을 조희연 (2008)이 수정 , 보완한 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에 맞게 개발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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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 A. A. A.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심정지는 부정맥 , 기도폐쇄 , 호흡부전 , 대량실혈 , 쇽 , 뇌손상 등의 원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데 , 이때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이다 . 즉 심폐
소생술이란 심정지로 인한 비가역적인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인공순환과 인공호흡
을 시행하여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심박동을 회복
시켜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술기를 말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 , 

2006).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심정지 환자가 소생되는
것이 아니고 ,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느냐에 따라서 환
자의 생존율이 결정된다 (임경수 등 , 2003). 이러한 심정지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
니며 , 또한 발생 후 4~6분이 경과하면 중추신경계를 포함하는 신경조직의 불가역
적인 손상에 의하여 치명적인 뇌손상이 일어나므로 , 환자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조기 심폐소생술의 시행여부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Cummins, Ornato, Thies & Pepe, 1991; Platz, Scheatzle, Pepe & Dearwater, 

2000; 황성오 , 임경수 , 2001). 또한 목격자가 응급의료체계에 환자발생을 알려줌으
로써 전문심폐소생술이 빠른 시간내에 시작될 있다 . 따라서 일반인에게 기본심폐
소생술을 보급하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황성오 , 임경수 , 

2001).

심폐소생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 이의 현대적 기원은 1950년 이전에는 치료가 거의 불
가능하였던 치명적인 부정맥 (심실세동 )이 1958년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과 1960

년대 초 Kouwenhoven에 의해 흉부압박으로 혈액이 순환될 수 있고 구조자의 호
기로써 인공호흡을 하더라고 환자에게 적절한 동맥혈산소압을 유지하게 할 수 있
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 , 1974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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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응급심장처치술의 지침을 제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기본심폐소생술
(Basic Life Support: BLS)과 전문심폐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을 교육해
왔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세계소생술위원회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에 의해 1977년 세계화된 심폐소생술의 지침
이 마련되었다 . 2000년에는 미국심장협회와 유럽소생술회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 ERC) 등이 중심이 되어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 치료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 (Guidelines 2000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International Consensus on Science)을 마련하였고 , 이후 미국
심장협회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담당하는 일반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
본심폐소생술의 단계를 간소화한 2005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장치료 지침 (2005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ac Care)를 발
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의 효
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병우 , 2005). 

심폐소생술 과정은 세 가지의 기능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단계는
심정지의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환자 발생을 응급의료체계에 알리고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하여 인위적으로 산소공급을 유지하는 기본심폐소생술 (Basic Life 

Support: BLS)이다 .

두 번째 단계는 심박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epinephrine 등의 약물을 투여하
고 심전도 감시 및 제세동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전문심폐소생술 (Advanced 

Life Support: ALS)이다 . 전문심폐소생술은 외상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적용되
는 전문외상처치술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과 외상 이외의 성인 환
자에게 적용되는 전문심장소생술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CLS), 그리고
소아에게 적용되는 전문소아소생술 (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APLS)로 구
분된다 .

세 번째 단계는 환자의 심박동이 회복된 후 심정지의 재발을 막고 뇌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며 심정지의 원인을 찾고 환자의 예후에 관하여 평가하는
단계인 소생 후 치료 (Prolonged Life Support: PLS)이다 .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환자
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응급처치에 대한 시간적 단계이지만 실제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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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단계별 구분없이 여러 가지 응급처치가 동시에 시행될
수도 있다 (강병우 , 2005). 

기본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2005년 미국심장협회 (AHA)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
심장치료 지침(2005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ac Care)에서 2000년 지침과 비교하여 성인기본심폐소생술의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도유지시 외상환자의 경우 하악견인법 (jaw thrust)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일반인이 배워서 시행하기 어려운 술기이므로 , 기본심폐소생술 과정에
서 일반인에게는 더 이상 추천되지 않는다 . 인공호흡시 1초 이상에 걸쳐서 흉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천천히 불어넣으며 , 2회의 인공호흡 후 순환기능의 유무를 평
가하지 않고 즉시 흉부압박을 시행한다 . 흉부압박 단계에서는 흉골체부의 하부
1/2지점으로서 양쪽의 젖꼭지 사이 중앙부위를 압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 흉부압
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한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홍보와 교육은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적
절한 예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기본심폐소생술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파
될수록 유병율과 사망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merical 

Heart Association, 1992). Clark et al(2002)는 호주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88.3%가 응급시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 대상자의
59%가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단지 12.1%가 최근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 그간의 국내 연구에서는 병원전 단계에서 일반인에 의한 기본심폐소생술
의 시행이 거의 전무하여 이의 영향을 비교할 수 없다 . 이는 외국의 기본심폐소생
술 시행률이 Weston(1997)은 30.2%, Rewers(2000)의 연구에서 66%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선진국에서는 심장학회 등 전문 의료인들을 주축으로 적십자사 , 병원 , 학교 등
에서 훈련된 강사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
며 ,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90%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았고 , 약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Eisenburger & Safar, 1999; 강경
희 , 1998; 이정은 등 , 2003). 반면에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약 7만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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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대한적십자사 , 2004), 

이는 1998년 한해에 미국심장학회에서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인
원 2백 4십만명 (AHA, 2000)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 미국에서
는 교통부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응급통신관리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신고자
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통신관리자가 심폐소생술 방법
을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응급통신관리자조차 없는 실정이다 .

국내의 경우 1993년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연구 (김춘수 등 , 1993;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 

1996)가 많이 되어져있으나 (김태민 등 , 1998),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심폐소
생술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 특히 심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장질환자 가족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경희 (2004)와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한
박소현 (2002)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때문에 심장질환자 가족
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시급하고 , 이를 위해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

B. B. B. B.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태도(attitud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1800년대(김광수 , 1999)에는 태도는 몸짓
이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속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국한해서 사용했으나 , 현대적 의미는 매우 다양해져서 학자마다
태도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김완석 , 2000). 

Allport(1935)는 태도란 한 대상물 또는 대상군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호의적 또
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사전성향 (predisposition)으로 정의하였다 . 즉
태도 대상과 상황에 대해 일관성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소비
자의 성향으로 소비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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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된 것이라는 것이다 . Guilford(1959)는 태도란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사물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갖는 찬동 혹은 불찬
동의 경향이라고 정의하였고 , Schneider(1976)는 태도는 일반적인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형성되는 반응의 준비 상태이며 다소 지속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어져야 하
고 대상과 상황의 양면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 김대수 (1993)는 태도를 한 행
위의 대상에 대하여 선택된 가치에 쏠리는 마음의 자세라고 정의하며 태도를 긍
정-부정 , 좋아함-싫어함 , 적극적-소극적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 

이희승 (1994)은 태도란 일반적 의미로 마음속의 뜻이 드러나 보이는 겉모양으로
정의되지만 , 심리학적으로는 일정한 안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하여 그것에
의하여 미래의 경험이 정해지는 어떤 심적 경향이나 활동의 준비가 될 심적 상황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이처럼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하지
만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태도의 특성을 황정규 (1996)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 . 첫째 , 태도는 본질적으로 경향 (disposition, tendency, predisposition)이다 . 

둘째 ,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호 (好)-불호 (不好), 긍 (肯)-부 (否)로 반응하려는
감정적 색조 (feeling tone)가 언제나 뒤따른다 . 셋째 , 태도는 경험의 결과 , 학습의
결과이다 . 넷째 , 인간 , 사태 , 제도 , 사상 , 가치 , 현상 등과 같은 심리적 대상에 대해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 색조이다 . 다섯째 , 태도는 지속적 , 항구적이다 .

이렇게 태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 태도를 다루는 연구들은 어떤 식
으로든 태도가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고 본다 (Katz & Stotland, 1959, 한규석 , 1995). 

초기의 태도 연구는 태도를 대상에 대한 감정요소로 구성된 단일차원구성체로
보아서 Thurston(1931)은 태도를 어떤 자극 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인 감정이나 느낌의 양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 Fishbein(1966)과 Ajzen(1975)은 태도
를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 

찬성 또는 반대로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 이러한 관점을 태도에 대한 단일
차원 모형이라 부르며 , 이 모형에서는 태도의 세 가지 요소의 인과성을 가정한다 . 

즉 , 인지요소가 감정요소 (태도 )를 결정하며 , 이러한 감정요소가 행동요소를 결정한
다는 것이다 (김완석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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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태도의 단일차원모형 (김완석 , 2000)

최근 들어 태도에 관한 정의는 단일차원적 개념 (unidimensional concept)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개념 (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확장되었다 (Fishbein, 1967; 

이창우 등 , 1991).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를 개인세계의
어떤 측면에 관한 동기적 ․ 감정적 ․ 지각적 및 인지적 과정의 구성체 (Krech & 

Crutchfield, 1948)로 정의하는데 , 이러한 견해는 태도가 세 가지의 구성요소 (인지
적 , 감정적 , 행동적 )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을 태도에 대한
삼분모형 (tripartite model)이라 한다 . 또 다른 학자들은 태도가 인지 (cognition), 감
정 (affection), 의지 (conation)라는 세 종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구성체
라고 보았다 (Smith 등 , 1956; Scott, 1968; Ostrom, 1969). 이런 견해는 인간을 지
(知), 정 (情), 의 (意)라는 세 요소를 가진 존재로 개념화했던 플라톤의 생각에 그 기
원을 두고 있다 . 이 삼분모형은 인지와 감정 , 의지가 모두 태도의 구성요소이며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이들은 세
요소의 일치성은 강조하지만 , 이들 요소의 인과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김완석 , 

2000). 

< 그림 2 > 태도의 삼분모형 (김완석 , 2000)

        환경                     인간         행동   

                              인지요소 : 지식 , 신념
    정보 / 자극 →  태도  감정요소 : 호오 , 선호 → 행동 / 반응
                              행동요소 : 의지 , 의도

     환경                       인간          행동   

  정보 / 자극   →  인지요소   →  감정요소   →  행동요소 →  행동 / 반응
                    지식 태도 의지
                    신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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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와 Hovland(1960)는 태도를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 , 

감정적 및 행동적 요소를 갖는 지속적 지향성 (志向性)으로 간주하고 , 태도의 세 가
지 구성요소를 강조했다 . 즉 ,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태도를 이루고 있으며 ,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조희연 , 2008). 

첫째 ,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는 한 사물이나 사건 혹은 상황을 인지
하는 방법으로서 태도 대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 , 사고 , 신념 , 지식을 말하는 것이
다 . 이는 인지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며 , 개인의 생각이나 신념을 바꾸는데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 이 때 신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화와 학습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는 가정 , 대중매체 , 문화 ,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

둘째 , 태도의 감정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는 실제 대상 혹은 상황에 관한
개인의 감정 혹은 정서를 말한다 . 즉 ,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의 좋고 나쁜 느낌
등의 감정 , 정서반응으로서 Anderson과 Hubert(1963)는 이 요소는 인지적 요소보
다 단순하고 ,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 인지적 요소가 망각된 후에도 지속되
어 태도변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셋째 , 태도의 행동적 요소 (behavioral component)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인
간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의지나 의도 , 행동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이
요소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의 강화를 선행 경험으로 하는 도구적 학습
(instrumental learning)을 통하여 형성된다 . 태도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태도가 인지 , 감정 , 행동이라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 이 요소들은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다차원적인 개념에서 이 세 요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의 기본심폐소
생술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태도변수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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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그간 우리나라는 의학의 진보에 따라 질병에 의한 사망율과 이환율이 크게 감
소하였으나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즉 가
장 대표적인 응급질환이라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사망율 뿐 아니라  심질환의 유병율은 인구 1,000명당 28.85명으로
중풍 및 뇌혈관질환 유병율 6.25명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 특히 30세 이
후 급격히 증가하여 60~69세에 이르러서는 인구 천명 당 100명이 넘는 높은 유병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이 질환들은 심정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 2003).

심혈관 질환은 심정지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신동민 외 , 1996)으로 , 미국의 경
우 연간 40만명 이상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고 있다 (Hurst, 1990). 이중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의 약 50%를 차지하며 (AHA, 

2005; Richardson & Lie, 1998), 이로 인한 급사의 2/3가 병원 도착전에 발생한다
(AHA, 1992). 국내 연구로는 정윤석(1996)에 의하면 1979년 이후 관상동맥질환 중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율은 17.9%에서 31%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또
심부전을 유발한 원인에 관계없이 만성심부전 환자의 1/2정도가 급사하고 ,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대동맥 협착 환자의 1/2이상이 급사한다 (황성오 , 2001). 

이처럼 급증하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심정지가 발생했
을 당시 목격자의 유무와 목격자에 의한 적절한 처치의 유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 심정지 환자가 가능한 빨리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활성화도 중요하다 (Cummins, Ornato, Thies & Pepe, 

1991; Waalewjin 등 , 1998; Bottiger 등 , 1999; Rudner, 2004; 안성훈 등 , 2001; 강병
우 . 2005). 이명갑 등 (2002)은 병원전 심정지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심정지가 목격
된 경우에는 자발순환회복율이 66.7%, 목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순환회복율이
20%로 병원전 심정지의 목격여부가 환자의 소생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강병우 (2005)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 중 일반인에 의해 기본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9.35%건에 불과하였으나 , 기본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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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자발적 순환회복율 , 24시간 이상 생존율 , 생존 퇴원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

Queensland Ambulance Service(QAS)는 호주에서 매년마다 대략 1600명의 심정
지 환자가 발생하는데 , 70%이상이 집안이나 집근처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Franklin, 1996; Clark, Enraght-Moony, Balanda, Lynch, Thghe & FitzGerald, 

2002). 때문에 병원외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이 이를 목격하
지만 , 가족구성원이 기본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Lombardi, 

Gallagher & Gennis, 1994; Tunstall-Pedoe, 1996; Kliegel, Scheinecker, Sterz, 

Eisengurger, Holzer & Laggner, 2000). 김종근 등 (2002)에 의하면 병원도착 전 심
정지 환자 71명 중 55명 (77.5%)이 실제로 목격되었는데 이중 일반인에 의해 기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였으며 , 병원 도착전 심정지로 내원
한 영아의 경우에도 병원 도착전 처치는 31.1%에서만 시행되었는데 , 이는 119를
통해서 내원하였거나 , 병원간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서만 실시되었고 , 

심정지 후 타병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후송된 경우에서는 부모 및 친척에 의해
서 기본심폐소생술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명갑 등 , 2002; 윤영근 , 2004). 

유지영 등(1999)의 연구에서도 목격된 심정지는 265명 중 177명(66.8%)이고 목격되
지 않은 심정지는 88명 (33.2%)이었는데도 순환회복육과 생존퇴원율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 이처럼 우리나라의 병원도착 전 심정지는 대부분 목격됨에도 불구
하고 목격자에 의한 기본심폐소생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대다수 심장질환자 가족들은 응급상황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Platz et al., 2000), 이는 환자에게 해를 줄까봐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 , 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의 공포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여(Schlessel et al, 1995; Axelsson, 

2001; 윤영윤 , 2004) 심폐소생술 교육이 희생자들의 생존기회 제공 뿐 아니라 상황
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 

Kliegel et al.(2000)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심정지 생존자와 그들 가족구성
원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심정지 생존자 및 가족구성원들 101명을 실험군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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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중 94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1일 심폐소생술 교육 후에 실험군 96%, 대조군
91%가 심정지 인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 실험군 79%, 대조군 68%는 심폐소
생술이 필요하면 스스로 심폐소생술 수행을 하겠다고 응답하여 심정지 생존자 및
가족구성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후 심폐소생술 수행의 두려움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Axelesson, Thren, Holmberg 와 Herlitz(2000)는 스웨덴에서 1,012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 수행에 관한 태
도를 조사한 결과 6개의 시나리오로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측정했는데 , 97%가
친척에게 , 91%가 잘 아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선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인공
호흡 및 흉부압박 실시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ster et al., 2000; Smith et al., 2003). 

그러나 심장질환자 가족들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는 높은 반
면 , 실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 (박소현 , 2002)이다 . Agard et 

al(2000)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개념이 호흡과
심장압박으로 보조되어 진다는 사실은 60%의 환자에서 알고 있었고 , 대상자의
50%가 산소부족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심폐소생
술의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 도착전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 가족은 환자의
주요 돌봄제공자 (Morse et al., 1991)이고 가장 지속적인 관계이며 응급상황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이다 . 그러나 박소현 (2002)은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에게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기회가 적었고 , 연구대상자를
배우자 뿐 아니라 가족으로까지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
였다 . 또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이문희 , 2005), 심정지의 위
험이 높은 심장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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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 A. A. A.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 소재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심장질환자의 가족
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

(1) 관상동맥 질환자 , 심장판막 질환자 , 심부전 환자 , 부정맥 질환자 , 심정지의
병력이 있는 환자 , 개심술을 받은 환자의 가족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 한글 해독능력이 있고 ,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 참여를 수락한 자
(4) 보건 , 의료직 관련인이 아닌 자

C. C. C. C. 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23문항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28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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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발하였
으며 ,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 , 흉부외과학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6문항 ,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2. 2. 2.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태태태도도도의의의 인인인지지지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하
였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측정도구는 조희연 (2008)

이 병원 간호사에게 적용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 , 흉부외과학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 도구는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 점수범위는 최저 3점 , 

최고 12점이며 ,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려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58이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측정도구는 미국심장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적십자사(AmericanRed Cross: ARC)에서
개발한 First Aid and CPR Program, CPR Component Exam을 강경희 (2004)가 번역 , 

수정한 설문내용과 관련문헌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
였으며 ,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 , 흉부외과학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 

수정 ‧ 보완한 도구는 서울시내 소재 1개병원에 입원한 심장질환자의 가족 15

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 예비조사 결과 질문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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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였다 . 

수정 및 보완된 최종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응답은 ‘맞다’, ‘틀리다’와 대상자의
추측성 대답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모르겠다’의 항목을 삽입하여 점수
는 정답인 경우 1점 , 정답이 아닌 경우 (모르겠다 포함 ) 0점으로 측정하였다 . 점수
범위는 최소 0점 , 최대 10점이며 ,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69이었다 .

3. 3. 3. 3.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감감감정정정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 측정도구는 Ajzen(1985)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sample questionnaire(2002, 2004)을 조희연(2008)

이 수정 , 보완한 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
였으며 ,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 , 흉부외과학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 

도구는 “가족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
은 ?”에 대한 응답으로 ‘① 좋다-나쁘다 ② 이롭다-해롭다 ③ 필요하다-불필요하다
④ 유용하다-유용하지 않다 ⑤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⑥ 두렵지 않다-두렵다
⑦ 긴장되지 않다-긴장된다 ⑧ 불안하지 않다-불안하다 ⑨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다-좌절감을 느낀다 ⑩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스트레스를 받는다’의 semantic 

differential type scale 10문항이다 . 각 문항은 ‘매우 , 대체로 , 약간 (긍정적 ), 보통 , 

약간 , 대체로 , 매우 (부정적 )’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 문
항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짝 사이에 가장 긍정적 문항의 반응이 7점이
고 , 가장 부정적 문항의 반응이 1점으로 측정하였다 . 점수범위는 최소 10점 , 최대
70점이며 ,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
다 .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86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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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태태태도도도의의의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요요요소소소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Ajzen(1985)의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sample questionnaire(2002, 2004)을 조희연(2008)이 수정 , 보완한
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였으며 , 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 , 흉부외과학 교수 1인의 전문가 집단에
게 자문을 받은 후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4

점 , ‘대체로 그렇다’에 3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을 배당하였다 . 점수범위는 최저 5점 , 최고 20점이며 ,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폐소
생술을 수행하려는 행동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70이었다 .

D. D. D. D.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2008년 5월 15일 임상연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
을 받은 후 , 자료수집 기관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의뢰신청을 하였다 . 자
료수집 기관의 간호부의 승인 후 해당과의 의학과장 또는 간호팀장의 승인을 받
고 , 해당 병동 수간호사의 허락을 받은 후 2008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
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

총 배부된 설문지는 206부였으며 , 미완성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188부
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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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E. 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았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 태도의 구성요소간 관계는 피어슨 적률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는 평
균 , 표준편차 , t-검정 ,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였으며 ,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구하였다 .



- 21 -

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 A. A. A.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 연령 , 종교 , 교육정도 , 결혼 상태 , 직업 , 

가구 월평균 소득 , 환자와의 관계 , 환자와 동거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

성별은 남자가 45.2%, 여자가 54.8%로 여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 연령은
성인초기(20~44세), 성인후기(4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으며(김조자 , 

2000), 성인초기가 49.5%, 성인후기가 40.4%, 노년기는 10.1%로 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5.4세였다 . 종교는 기독교 34.6%, 불교 25.5%, 

천주교 8.0% 순이었으며 , 무교가 31.9%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 . 교육정도
는 대졸 이상이 50.5%로 가장 많았고 , 고졸이 37.8%, 중졸 이하가 11.7% 순이었다 . 

결혼 상태는 미혼이 20.7%, 기혼 (동거 , 이혼 , 사별 )이 79.3%로 기혼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 직업은 회사원이 29.3%, 무직 28.7%, 전문직 23.9%, 기타 12.2%, 상업이
5.9% 순이었다 . 수입이 없는 주부와 학생은 무직으로 나타냈다 . 가구 월평균 소득
은 300만원 이상이 37.8%, 200만원 이하가 33.0%,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
이 29.3% 순으로 , 대상자의 약 70%가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 환
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48.9%, 배우자가 33.5%, 부모가 5.3% 순으로 , 대상자의 약
80%가 배우자와 자녀였다 . 환자와 동거여부는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가 52.7%, 동
거하는 대상자가 47.3%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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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n=188

특 성 구 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여

85

103

45.2

54.8

연령 20 ~ 44세
45 ~ 64세
65세 이상

93

76

19

49.5

40.4

10.1

45.4±13.99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

65

48

15

60

34.6

25.5

8.0

31.9

교육정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2

71

95

11.7

37.8

50.5

결혼 상태 미혼
기혼 / 동거
이혼 / 사별

39

144

5

20.7

76.6

2.7

직업 회사원
전문직
상업
기타
무

55

45

11

23

54

29.3

23.9

5.9

12.2

28.7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200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62

55

71

33.0

29.3

37.8

환자와의
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10

63

92

23

5.3

33.5

48.9

12.2

환자와
동거여부

예
아니오

89

99

47.3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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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마지막
으로 교육받은 시기 , 교육 방법 , 교육의 유익성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 ,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의사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은 없다가 73.4%, 있다가 26.6%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마지막으
로 교육받은 시기는 1년 전에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74%, 1년 이
내에 받은 대상자가 26.0%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1년 전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습 모두를 받은 대상자는 62.0%, 이론이나 실습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38.0%이었다 . 교육이 유익했다는 대상자
는 90.0%, 유익하지 않았다는 대상자는 10.0%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교육이 유익했다고 하였다 .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받지 못한 대상자는 72.3%,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 받지 않은 대상자는 27.7%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육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기
회가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의사는 있다가 88.3%, 없다가 11.7%로 대상자의
대부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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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분포

* 무응답 제외

특 성 구 분 빈도 %

교육 경험 있다
없다

50

138

26.6

73.4

소계 188 100.0

<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시기

1년 이내
1년 전

13

37

 

26.0

74.0

교육 방법 이론 또는 실습
이론과 실습

19

31

38.0

62.0

유익성 유익하였다
유익하지 않았다

45

5

90.0

10.0

소계 50 100.0

<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 *

필요성 느꼈지만
   기회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필요성 느끼지 못해서

99

38

72.3

27.7

소계 137 100.0

향후 교육
참여의사

있다
없다

166

22

88.3

11.7

소계 1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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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연령 , 진단명 , 유병기간 , 과거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
경험 , 심장관련 시술이나 수술경험 , 심정지 경험 , 질병력 , 심장질환 가족력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으며 ,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았다 .

연령은 성인초기(20~44세)가 12.8%, 성인후기(45~64세)가 42.0%, 노년기(65세 이
상 )는 45.2%로 성인후기와 노년기 대상자가 85% 이상이었으며 , 환자의 평균연령은
60.99세였다 . 

진단명은 심장질환의 대표 질환으로 구분하였고 , 다중응답이 가능하였다 . 관상
동맥질환이 42.5%로 가장 많았고 , 판막질환이 21.7%, 대동맥질환이 8.2% 순이었다 . 

유병기간은 3년 미만이 55.9%, 5년 이상이 22.3%,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1.8% 

순이었고 , 환자의 평균 유병기간은 5.48년이었다 . 

과거 심장질환으로 인한 입원경험은 없다가 62.2%, 있다가 37.8%로 심장질환
으로 인해 처음으로 입원한 환자가 많았다 . 심장관련 시술이나 수술경험은 없다
가 59.0%, 있다가 41.0%이었다 . 환자의 심정지 경험은 없다가 91.0%, 있다가 9.0%

이었다 . 

동반질환의 종류는 없음이 17.3%이었고 , 고혈압이 29.6%, 당뇨가 18.0%, 신장질
환이 9.5% 순이었다 . 동반질환의 수는 1개가 39.9%로 가장 많았고 , 없음이 28.1%, 

2개가 22.9%, 3개 이상이 11.2% 순으로 , 평균 동반질환 수는 1.23개였으며 , 대부분
의 환자들이 심장질환 외 다른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장질환 가족력은 없다가 81.4%, 있다가 18.6%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심장질
환의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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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분포
n=188

특 성 구 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연령 20 ~ 44세
45 ~ 64세
65세 이상

24

79

85

12.8

42.0

45.2

60.99±14.49

진단명
* 다중응답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대동맥질환
기타

94

48

18

61

42.5

21.7

8.2

27.6

유병기간 3년 미만
3 ~ 5년 미만
5년 이상

105

41

42

55.9

21.8

22.3

5.48±7.96

심장질환으로
과거입원경험

있다
없다

71

117

37.8

62.2

심장관련 시술이나
수술여부

있다
없다

77

111

41.0

59.0

심정지 경험 있다
없다

17

171

9.0

91.0

동반질환
* 다중응답

고혈압
당뇨
뇌혈관계질환
폐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위장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암
기타
무

84

51

20

11

3

27

14

7

6

12

49

29.6

18.0

7.0

3.9

1.1

9.5

4.9

2.5

2.1

4.2

17.3

동반질환 수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49

75

43

21

28.1

39.9

22.9

11.2

1.23±1.05

심장질환 가족력 유
무

35

153

18.6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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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1. 1. 1. 1.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인인인지지지적적적 요요요소소소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신념과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 

1) 신념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점

에 평균 10.0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다<표 4>.

총 3개의 문항은 각 4점 만점으로 , 신념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신속한 기
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60점이었고 , 

‘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문
항이 3.27점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문항이 3.18점이었다 . 

즉 ,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는 신념은 높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자신이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한다는 신념은 낮
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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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188

내 용 평균±표준편차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60± .60

3.27± .68

3.18± .83

총 점 10.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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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은 총 10점 만점

에 평균 4.54점 (최소 0점 , 최대 10점 )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
았다<표 5>.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점수 분포는 4점에서 7점이 54.8%로 가
장 많았고 , 0점에서 3점이 34.0%, 8점에서 10점이 11.2% 순이었다 . 

< 표 5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점수 분포
n=188

 구 분 빈도 %

0 ~ 3점

4 ~ 7점

 8 ~ 10점

 

 64

103

 21

34.0

54.8

11.2

 평 균 4.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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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 문항의 정답율은 <표 6>과 같았다 . 

정답율이 50%가 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
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후 의식유무를 확인한다’가 86.2%로 정답율이 가장 높았
고 , 다음은 ‘호흡유무는 귀로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 눈으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하고 , 뺨으로 환자의 코에서 공기를 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한
다’가 76.6%, ‘인공호흡은 구조자의 한손으로 코를 막고 ,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
히 덮은 다음 천천히 숨을 불어넣는다’가 62.8%, ‘머리나 목의 손상이 없는 경우
기도유지 자세는 그림과 같이 환자의 이마에 한손을 대어 젖히고 , 턱은 들어주는
것이다’가 62.2% 순이었다 .

반면에 정답율이 50%가 넘지 않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의 살을 세게 꼬집어보는 것이다’가 38.3%, ‘흉부압박을 할 때는 팔꿈
치를 굽혔다 펴면서 압박을 가한다’와 ‘흉부압박시 구조자의 손은 그림의 O표를
한 부위에 놓는다’가 34.0%로 같았고 , ‘기본심폐소생술 처치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흉부압박이다’가 24.5%,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기본심폐소생술
을 실시하면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20.2%,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흉
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한다’가 16.0%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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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문항의 정답율
분포

   n=188

구 분
정답율

정답
빈도  %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후 의식유무를 확인한다 .

호흡유무는 귀로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 눈으로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하고 , 뺨으로 환자의 코에서
공기를 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

인공호흡은 구조자의 한손으로 코를 막고 ,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천천히 숨을
불어넣는다 .

머리나 목의 손상이 없는 경우 기도유지 자세는
그림과 같이 환자의 이마에 한손을 대어 젖히고 , 턱은
들어주는 것이다 .

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의 살을 세게
꼬집어보는 것이다 .

흉부압박을 할 때는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압박을
가한다 .

흉부압박시 구조자의 손은 그림의 O표를 한 부위에
놓는다 .

기본심폐소생술 처치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흉부압박이다 .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 : 2로 한다 .

162

144

118

117

72

64

64

46

38

30

 86.2

 76.6

 62.8

 62.2

 38.3

 34.0

 34.0

 24.5

 20.2

 16.0

O

O

O

O

X

X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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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감감감정정정적적적 요요요소소소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5.8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표 7>.

총 10개의 문항은 각 7점 만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 문항은 ‘중요하
다’가 6.25점으로 가장 높았고 ,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가 6.21점 , ‘유용하다’가 6.04

점 , ‘좋다’가 5.73점 , ‘이롭다’가 5.71점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을 측정한 총 10개의 문항 중 부정적인 방
향으로 나타난 문항은 ‘불안하다’가 2.85점으로 가장 강했고 , ‘긴장된다’가 2.98점 ,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09점 , ‘두렵다’가 3.32점 , ‘좌절감을 느낀다’가 3.68점 순으
로 나타났다 .

즉 , 대상자는 본인이 가족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
요하고 , 필요하며 , 유용하고 , 좋으며 , 이롭다’라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 반면
에 ‘불안하고 , 긴장되며 , 스트레스를 받고 , 두렵고 ,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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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188

구 분 평균±표준편차
 

 중요하다 -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 불필요하다

 유용하다 - 유용하지 않다

 좋다 - 나쁘다

 이롭다 - 해롭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 좌절감을 느낀다

 두렵지 않다 - 두렵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스트레스를 받는다

 긴장되지 않는다 - 긴장된다

 불안하지 않다 - 불안하다

6.25±1.24

6.21±1.23

6.04±1.30

5.73±1.60

5.71±1.41

3.68±1.74

3.32±1.97

3.09±1.98

2.98±1.98

2.85±1.76

총 점 45.85±10.87



- 34 -

3. 3. 3. 3.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행행행동동동적적적 요요요소소소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6.3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표 8>.

총 5개의 문항은 각 4점 만점으로 행동 의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응급의료체
계 (119)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가 3.71점이었고 ,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가 3.65점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다’가 3.14점 , ‘흉부압박을 실시하겠다 ’가 2.99점 ,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하겠다’가 2.85점 순으로 , 대상자들의 행동 의도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높게 나타났다 .

< 표 8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 점수
n=188

구 분 평균±표준편차

 응급의료체계 (119)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다 .

 흉부압박을 실시하겠다 .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하겠다 .

3.71± .61

3.65± .60

3.14± .81

2.99± .91

2.85± .88

총 점 16.3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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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각 구성요소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았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간은 모두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가장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난 요소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였다 (r= .705, 

p< .001). 

< 표 9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n=188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신념 지식
 

 인지적 요소

   신념

   지식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1.000

.243***

.379***

.705***

1.000

.198**

.318***

1.000

.479*** 1.000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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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
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표 10>과 같았다 .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없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t=3.371, p= .001), 연령(F=9.867, p= .000), 교육정
도(F=6.291, p= .002), 환자와의 관계(F=2.814, p= .041), 환자와 동거여부(t=-2.415, 

p= .017)였다 . 성별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의 지식 점수는 남자가 평균 5.14점 , 여
자가 평균 4.06점으로 ,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 연
령에 따른 지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한 결과 65세 이
상 그룹이 평균 4.11점 , 45~64세 그룹이 평균 3.80점으로 , 65세 이상 그룹이 45~64

세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정도에 따
른 지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한 결과 고졸 그룹이 평
균 4.03점 , 중졸 이하 그룹이 평균 3.82점으로 , 고졸 그룹이 중졸 이하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와의 관계에 따른 지식
점수는 자녀 그룹이 평균 4.99점 , 기타 그룹이 평균 4.26점 , 부모 그룹이 평균 4.80

점 , 배우자 그룹이 평균 3.9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 사후검정 결과 자녀 그룹이 부
모 그룹보다 , 기타 그룹이 배우자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와 동거여부에 따른 지식 점수는 동거하지 않는 그룹이 평
균 4.92점 , 동거하는 그룹이 평균 4.13점으로 , 환자와 동거하지 않는 그룹이 환자
와 동거하는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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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t=4.403, p= .000)로 남자의 감정 점수는 평균 49.52점 , 

여자는 평균 42.83점으로 , 남자가 여자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이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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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차이검증

n=188

1),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유의한 것
* P < .05, ** P < .01

특 성 구 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신념 지식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10.21±1.54
1.259

5.14±2.44
3.371**

49.52±11.49
4.403**

16.71±2.61
1.758여 9.92±1.59 4.06±1.97 42.83±9.35 16.04±2.57

연령 20 ~ 44세 10.03±1.37

2.159

5.25±2.21

9.867**

45.32±10.07

1.222

16.45±2.58

1.20445 ~ 64세 9.91±1.84 3.80±2.17
1)

45.58±11.11 16.04±2.78

65세 ~ 10.74±1.15 4.11±1.73
1)

49.53±13.38 17.00±1.83

종교 기독교 10.28±1.45

1.724

4.72±2.38

1.662

46.52±10.05

.240

16.65±2.71

.790
불교 10.04±1.49 4.17±2.25 45.46±10.11 16.15±2.58

천주교 10.47±1.19 3.73±1.83 47.00±7.78 16.80±1.86

무 9.72±1.80 4.87±2.17 45.15±12.95 16.05±2.68

교육
정도

중졸이하 10.27±1.52

.465

3.82±1.92
1)

6.291**

46.91±10.43

.471

16.82±2.42

.624고졸 9.93±1.82 4.03±2.24
1)

44.89±11.07 16.13±2.70

대졸이상 10.09±1.38 5.11±2.21 46.33±10.88 16.39±2.58

결혼
상태

미혼 9.85±1.44

.930

5.21±2.43
2.626

45.23±11.93

1.222

16.26±2.88

.376기혼 / 동거 10.08±1.61 4.41±2.21 46.26±10.66 16.40±2.53

이혼 / 사별 10.80±1.30 3.40± .55 38.80±5.97 15.40±2.88

직업 회사원 9.85±1.76

.544

4.73±2.26

.937

45.02±10.78

.393

16.25±2.93

.708

전문직 10.16±1.22 4.71±2.32 47.13±8.60 16.49±2.05

상업 10.36±1.21 4.45±2.98 48.00±13.91 17.27±1.90

기타 9.87±1.58 4.96±2.16 45.91±13.97 15.74±3.19

무 10.19±1.71 4.07±2.05 45.17±10.77 16.37±2.53

가구
월소득
(만원 )

   ~200미만 10.10±1.68

.425

4.18±2.13

1.257

46.73±10.73

.297

16.18±2.75

.423200~300미만 9.89±1.72 4.75±2.34 45.44±10.41 16.24±2.71

300~ 10.14±1.36 4.72±2.28 45.41±11.44 16.56±2.41

환자와
관계

부모 9.80± .79

.200

4.80±1.99
1)

2.814*

46.30±11.94

.016

16.00±1.63

.127
배우자 10.16±1.76 3.97±2.31

2)
45.97±12.59 16.25±2.82

자녀 10.02±1.42 4.99±2.24
1)

45.68±10.25 16.39±2.59

기타 10.00±1.88 4.26±1.96
2)

46.00±8.07 16.52±2.52

환자와
동거여부

예 10.11±1.60
.489

4.13±2.20
-2.415*

46.01±12.90
.191

16.13±2.68
-1.026아니오 10.00±.55 4.92±2.25 45.71±8.73 16.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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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교교교육육육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
성요소와의 관계는 <표 11>과 같았다 .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교육관련 특성은 교육 경험이
었다 . 교육 경험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 점
수는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평균 10.54점 , 없는 그룹이 평균 9.88점으로 ,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높았다
(t=2.597, p= .010). 감정적 요소 점수도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평균 50.98점 , 

없는 그룹이 평균 43.99점으로 ,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었다 (t=4.051, p= .000). 행동적 요소 점수 역시 교
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평균 17.46점 , 없는 그룹이 평균 15.93점으로 ,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t=3.664, 

p= .000).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
상자의 교육관련 특성은 교육 경험 (t=5.392, p= .000), 교육받은 시기 (t=3.919, p= 

.000),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t=2.069, p= .040)였다 . 교육 경험에 따른 기본심
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 점수는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평균 5.92점 , 없는 그룹이 평균 4.05점으로 ,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기
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 . 교육받은 시기에 따른 지식 점수는 1년 이내
에 교육을 받은 그룹이 평균 7.69점 , 1년 전에 받은 그룹이 평균 5.30점으로 ,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그룹이 1년 전에 받은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이 높았다 .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이유에 따른 지식 점수는 교육의 필요성 느꼈지만
기회가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한 그룹이 평균 4.30점 , 필요성 느끼지 못해
서 받지 않은 그룹이 평균 3.50점으로 , 필요성 느꼈지만 기회가 없거나 개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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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지 못한 그룹이 필요성 느끼지 못해 받지 않은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지식신념이 높았다 .

즉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 중 교육경험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에 모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고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는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 표 11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검증

n=188

* P < .05, ** P < .01

특 성 구 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신념 지식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교육 경험 있다 10.54±1.16
2.597**

5.92±2.16
5.392**

50.98±10.00
4.051**

17.46±1.94
3.664**

없다 9.88±1.66 4.05±2.08 43.99±10.60 15.93±2.70

교육받은
시기

1년 이내 10.85± .99
1.105

7.69±1.65
3.919**

51.77±8.21
.328

18.23±1.74
1.697

1년 전 10.43±1.21 5.30±1.97 50.70±10.65 17.19±1.96

교육 방법 이론 또는 실습 10.32±1.29
-1.068

5.74±2.00
-.467

47.47±9.05
-1.999

17.00±1.86
-1.323

이론과 실습 10.68±1.08 6.03±2.27 53.13±10.09 17.74±1.97

유익성
유익하였다 10.62±1.19

1.518
6.04±2.17

1.231
51.13±10.40

.322
17.62±1.87

1.815
유익하지 않았다 9.80± .45 4.80±1.79 49.60±5.86 16.00±2.12

받은 적이
없는 이유

필요성 느꼈지만 .. 9.90±1.70
.096

4.30±1.98
2.069*

44.13±10.35
.194

15.85±2.62
-.920

필요성느끼지못해 9.87±1.58 3.50±2.18 43.74±11.50 16.32±2.76

향후 교육
참여의사

그렇다 10.08±1.58
.601

4.62±2.18
1.216

46.22±10.62
1.269

16.43±2.54
1.352

그렇지 않다 9.86±1.52 4.00±2.74 43.09±12.57 15.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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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
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는
<표 12>와 같았다 .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심장질환 가족력(t=-2.775 ,p= .006)으로 , 심
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그룹의 신념 점수는 평균 9.40점 , 없는 그룹은 평균 10.20점
으로 ,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
이 높았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감정적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없었다 .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연령(F=4.742, p= .010), 심장질환 가족력(t=-2.549, p= 

.012)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연령
에 따른 행동 의도는 20~44세 그룹이 평균 17.29점 , 65세 이상 그룹이 평균 16.66

점 , 45~64세 그룹이 평균 15.7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 사후검정 결과 20~44세 그룹
이 65세 그룹보다 , 65세 이상 그룹이 45~64세 그룹보다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검정 결과 20~44세 그룹과 45~64세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장질환 가족력에 따른 행동 의도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평균 16.57점 , 있는 그룹이 평균 15.34점으로 ,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
는 그룹보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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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검증

n=188

1),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유의한 것
* P < .05, ** P < .01

특 성 구 분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
신념 지식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평균±표준편차 t or F

 

연령 20 ~44세
45 ~ 64세
65세 이상

10.46± .93

9.77±1.80

10.20±1.45

2.472

5.21±1.91

4.43±2.61

4.47±1.95

1.192

47.54±10.51

44.65±12.05

46.49±9.76

.924

17.29±1.57
1)

15.71±3.15
2)

16.66±2.11
1)2)

4.742**

유병기간 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10.06±1.57

9.98±1.33

10.12±1.80

.086

4.78±2.28

4.29±2.22

4.21±2.20

1.290

45.39±10.48

47.85±12.73

45.05±9.86

.904

16.21±2.63

16.63±2.72

16.38±2.45

.396

심장질환으로
과거입원경험

있다
었다

10.28±1.53

9.91±1.58
1.560

4.37±2.22

4.66±2.27
-.861

46.96±45.18

45.18±10.50
1.088

16.51±2.37

16.24±2.74
.682

심장관련
시술 , 수술

있다
없다

10.22±1.54

9.94±1.59
1.220

4.44±2.17

4.62±2.31
-.538

45.08±10.61

46.39±11.07
-.811

16.49±2.41

16.23±2.74
.670

심정지 경험 있다
없다

9.82±1.67

10.08±1.56
-.631

4.18±2.07

4.58±2.27
-.712

43.12±46.12

46.12±10.48
-1.088

16.41±2.83

16.33±2.59
.118

동반질환 수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10.08±1.47

10.11±1.60

9.81±1.85

10.29±1.01

.516

4.84±2.14

4.61±2.45

4.35±1.90

4.05±2.46

.744

45.90±12.83

47.21±10.53

42.35±9.24

48.05±9.03

2.208

16.35±2.42

16.53±2.74

15.58±2.87

17.19±1.44

2.139

심장질환
가족력

유
무

9.40±2.09

10.20±1.39
-2.775**

4.60±2.14

4.54±2.28
.151

42.63±10.41

46.59±10.87
-1.959

15.34±3.48

16.57±2.31
-2.549*



- 43 -

ⅤⅤⅤⅤ. . . .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
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한 연구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기본심퍠소생술에 대한 태도 , 태도의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태도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A. A. A. A.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심장질환자 가족의 평균 연령은 45.4세로 65세 미만의 성
인이 약 90%로 대부분이었고 , 대상자의 약 80%는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였다 . 환
자의 평균 연령은 60.99세로 성인후기와 노년기 대상자가 약 85% 이상이었다 . 환
자의 진단명은 관상동맥 질환이 42.5%로 가장 많았는데 ,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
상으로 한 박소현 (2002)의 연구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이 전체 환자의 86.3%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며 관상동맥 질환은 더 많은 비율
을 차지하리라 예상된다 . 환자들은 심장질환 외 평균 1.23개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었고 , 심정지 경험이 있는 환자는 9.0%이었다 . 

과거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6.6%로 , 이는 Platz et 

al(2000)의 심장질환자 가족 구성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실태에서 대
상자 전체의 49%가 과거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는 것보다 매우 낮다 . 그
러나 국내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박소현 (2002)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6.9%만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최근 들
어 일반인들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증가하며 점차 교육을
받는 일반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1년 이내
에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26.0%로 대부분이 1년 전에 교육을 받고 그 뒤로 재교
육이 없었으며 , 교육 방법은 이론과 실습 모두를 받은 대상자가 62.0%이었다 . 이
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전에 비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교육의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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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적은 수이며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술기는 습득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재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식
과 술기를 유지 , 증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권용선 , 2005). 현장
응급처치자의 심폐소생술 지식과 기술보유에 관한 강경희 (2001)의 연구에서 대상
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직후 평가한 지식에 대한 전체 통과율 (80점 이상 )은
82.8%였으며 , 8주 후 전체 통과율은 60.3%로 감소하였다 . Hebert 등 (1993)은 얼마
나 자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심폐소생술에 대한 술기가 유지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6개월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여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술기가 유지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고 , 백미례 (2000)와 Knape 등 (1993)은 1년의
재교육 시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 특히 교육 내용 중에서도 인지능력보
다 술기능력의 보유율이 낮다는 보고를 통해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시 실습 교육시
간의 확대와 1년 이내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 박요섭 등 (2006)은 의과대학생에게 기본심폐소생술 교
육을 시행하였을 때 , 올바른 순서로 시행한 경우가 50% 이내였고 , 초기 교육 후
일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전반적인 수행능력이 저하되었으며 , 특히 술기의 정확성
은 교육 직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기본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술기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의 중요성이 시사되고 있다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90.0%가 교육이 유익했다고 하였고 , 

전체 대상자의 88.3%가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질문에 응답자의
96.9%가 이러한 교육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권하시겠다고 대답한 것(공지영 , 2006)

과 , 과거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242명 중 78.5%가 과거 기본심
폐소생술 교육이 유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18.2%로
대부분 과거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 최혁중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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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강경희(1997)의 연구에서는 93.5%, 권혜란(2000)의 연구에서는 84.4%, 박
소현(2002)의 연구에서는 80.4%, 공지영(2006)의 연구에서는 90%이 결과들과 더불
어 대상자들의 교육만족도와 교육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 중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받지 못한 대
상자가 72.3%인 결과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회가 없거나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 심장질환자 가족과 같
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가까이 , 언
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B. B. B. B.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

본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였다 .

첫째로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

점 만점에 평균 10.0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다 . 이는 송은영
(2004)의 서울시내 중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신은 응급환자를 돕
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학생의 78.1%, 교사의 68.5%가 ‘도울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조희연 (2008)의 연구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 점수는 총 12점 만
점에 10.02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또한 대상자의 신념 , 자신감 등은 기
본심폐소생술 교육 후가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인
수 , 백미례 , 2001; 한정석 등 , 1999, Lam et al., 2000)으로 보아 심장질환자 가족들
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이 더
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은 총 10점 만점
에 평균 4.5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았으며 , 이는 박소현



- 46 -

(2002)이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가 20점 만점에 평균 11.44점으로 나타났고 , 심폐소생술 교육 전
간호학생의 지식이 100점 만점에 49점 (한정석 등 , 1999), 경찰공무원의 지식이 100

점 만점에 58.95점 (이인수와 백미례 , 2001)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증가하며 일반인들의 기본심폐소
생술에 대한 지식 점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 일반인이 아닌 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조희연 , 2002)에서도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2.06점으로 보통으로 나와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와는 달리 전문지식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문항의 정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한 후 의식유무를 확인한다 (86.2%)’
로 나타났고 , 정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흉
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한다 (16.0%)’였다 . 이는 대상자들이 심정지 환
자가 발생하면 119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 외에 정확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방법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 박소현 (2002)과 Clark et al.(2002)의 선행연
구에서 응급상황시 119에 연락해야 된다는 문항에 대상자의 대부분이 잘 알고 있
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 반면에 강경희 (1998)의 연구에서는 호흡과 압
박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 이는 교육 후에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점수가 낮은 문
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시에 좀 더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5.85점으로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 . 대상자들은 응급상황
시 본인이 가족에게 수행하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해 ‘중요하고 , 필요하며 , 유용하
고 , 좋으며 , 이롭다’라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 반면에 ‘불안하고 , 긴장되며 , 스
트레스를 받고 , 두렵고 ,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간
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많은 간호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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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불안감 , 죄의식 , 무능함 , 충격 , 슬픔 , 무력감 , 좌절감 ,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Pups, Weyker, & Rodgers, 1997; Hogan, 1990)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심
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을 조사한 조희연(2008)의 연구에서 병원 간호사는 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해 ‘필요하고 , 중요하며 , 유용하고 , 이롭고 , 좋다’라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 한편 ‘긴장감을 느끼고 , 스트레스를 받으며 , 불안하고 , 두려워하며 , 좌절
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 Dracup(1990) 등은 심장질환 환자의 가족 ,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서 이러한 교육의 집중 대상자들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심정지
가 발생될까 하는 불안감 , 가족으로서의 책임감 즉 환자가 건강한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심정지로부터 회복된 환자와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본심폐소생술 훈련
에서 고위험 환자와 환자가족이 일반군에 비해 심정지를 더 잘 인지하였고 , 필요시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자신감도 더 높았다고 나타난 Kligel et al.(2000)의 연구
에서도 알 수 있듯이 , 이러한 스트레스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Hogan, 1990; Meerabeau & Page, 1996). 때문에 환자와 유대적
관계가 강한 가족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본심폐소생
술 교육시 정서적인 요소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

셋째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6.34점으로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 이는 현장응급처치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3.4%가 실제상황에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강경희 , 1998)과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78.4%의 대상자가 응급상황시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다고 대답(박소현 , 

2002)한 것 ,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희연 , 2008)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는 총 12점 만점에 평균 9.73점으로 높게 나온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
치하였다 . Axelesson, Thren, Holmberg 와 Herlitz(2000)는 스웨덴에서 1,012명의 일
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 수행에 관
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6개의 시나리오로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를 측정했는데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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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척에게 , 91%가 잘 아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선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인공
호흡 및 흉부압박 실시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Lester et al., 2000; Smith et al., 2003)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심폐
소생술 교육은 대상자들에게 더 높은 행동 의도와 실천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 

C. C. C. C.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간간간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
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간은 모두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 특히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소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였다 (r=0.705, p<0.001). 따라서 태도를 인지적 , 감정적 , 행동적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삼분모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구성요소들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며 , 이들 세 요소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김완석 , 

2000)는 사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태도를 인지적 , 감정적 , 행동적 요소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 초등학생의 과학에 관련된 태도 요소와 과학학업성취도 및
과학적성과의 관계에서 과학에 관련된 태도의 구성요소간은 모두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주 , 2000). 또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나누어 조사한 조희
연 (2008)의 연구에서도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간은 모두 순상관
관계가 있고 , 특히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이 높은 경우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따라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높지 않은 지
식적 요소와 일부 부정적인 감정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 49 -

D. D. D. D.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태태태도도도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였다 .

첫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거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심장질환의 가족력이었다 . 

선행연구에서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대상자들의 심정지 인식과 심폐소생술 시
행에 있어 자신감이 증가하였다 (Andreas et al., 2001; 이인수 등 , 2001)고 하여 대
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은 기본심폐소생술의 신념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 연령 , 교육정도 , 환자와의 관계 , 환자와 동거여부 , 교육 경험 , 

교육받은 시기 ,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였으며 , 이 중 연령과 교육 경험이 기
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이는 심장질환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박소현 (2002)의 연구에서 연령 , 교육정도 ,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이
기본심폐소생술의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최혁
중 (2006)의 연구에서는 직업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교육정도가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업은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연령이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인지적 요소 중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희연 (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고 ,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후 여러 대상자들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정
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여(한정석 등 , 1999; 백미례 , 2001; 최은경 , 2006; 최
혁중 , 2006)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본 연구에서 교육 경험과 교육받은 시기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요



- 50 -

소 중 지식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적 요소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성별 , 교육 경험으로 , 둘 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적 요소에
높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Kliegel 등 (2000)은 심정지 생존자 및 가
족구성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후 심폐소생술 수행의 두려움이 감소되었다고 보
고하였고 , 스웨덴에서는 일반인의 60%가 심정지를 목격했지만 30%만이 기본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 이의 원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본심폐소생술 시
행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의 공포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는다 (Axelsson, 

2001)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이에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시 기본심
폐소생술이 희생자들의 생존 기회 제공 뿐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등 기본심폐소생 시행의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셋째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적 요소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교육 경험 , 환자의 연령 , 심장질환 가족력이었으며 , 이중 교육 경험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적 요소와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 American Heart Association(2004)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기본심
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적 요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결과 유럽 5개 지역에서 심정
지 환자 발생시 목격자에 의해 기본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30% 미만에서 60%

로 변화되었다는 Herlitz 등 (1999)의 보고와 , 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서의 심폐소생
술 수행 (39.1%)은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서의 심폐소생술 수행 (11.1%)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는 최혁중 (2006)의 보고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
술에 대한 행동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김태민 등 (1998), 강경희 (2001)

의 보고들과 일치하였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적 , 감정적 , 행동적 요소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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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 , 심장질환자 가족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병원 , 

학교단체 , 기관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착과 아울러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와 활성
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 E. E. E.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심혈관계 질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많아졌다 . 기본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시 신
속하고 정확히 수행할 경우 최초반응자에 의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 후
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일반인들의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며 건강관리자의 입장에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의 기회를 증
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최초반응자 뿐만 아니라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가족과 주
변 사람들까지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다 . 특히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
은 심정지를 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 심정지를 조기에 인지하고 환자
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심장질환자 가족들에게 기본
적인 심폐소생술을 교육함으로서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 그러나 기본심폐소생술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기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일회
성 교육은 교육효과의 지속성에 한계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고 , 이에 기본심폐
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
생술 (Basic Life Support)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여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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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만 , 심정지의 고위험군인 심장질환자의 가족을 대상
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이므로 비교 평가가 어렵지만 , 이를 토대로  향후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
어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여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심장질환
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 이로써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을 위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 이러한 교육은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
을 위한 간호중재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는 심정지 고위험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고 ,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단일차원에서의 평가만이 아닌 인지적 , 

감정적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추후 연구에 폭넓은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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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 A. A. A.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요소 (신
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심장질환자
중에서 관상동맥 질환자 , 심장판막 질환자 , 심부전 환자 , 부정맥 질환자 , 심정지의
병력이 있는 환자 , 개심술을 받은 환자의 가족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보건 , 의료직 관련인이 아닌 자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06명이었으며 , 

미완성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18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연구도구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23문항 , 기본심폐
소생술에 대한 태도 측정 28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자료수집은 2008

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였고 ,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실수 , 백분율 , 평균 , 표준편차 ,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검정 또는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였으며 ,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5.4세였고 , 환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48.9%, 배우자가
33.5%, 부모가 5.3%, 기타 12.2% 순이었다 .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
자는 26.6%로 대부분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 교육 경험이 있
는 대상자 중 교육이 유익했다는 대상자는 90.0%로 대부분이 교육이 유익했다고
하였다 .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88.3%로 대부
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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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은 총 12점 만
점에 평균 10.0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은 높았고 , 인지적 요소 중 지
식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4.5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았
다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45.85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은 보통이었다 .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총 20점 만점에 평균 16.34점으로 기본심폐소생술
에 대한 행동 의도는 높았다 .

3.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신념 , 지식 ), 감정적 요소 , 행동적 요소간은 모두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요소는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
였다 (r= .705, p< .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신념과의 차이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2.597, p= .010),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t=-2.775 ,p= 

.006)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신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
중 지식과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t=3.371, p= .001), 65세 이상 그룹이 45~64세
그룹보다 (F=9.867, p= .000), 고졸 그룹이 중졸 이하 그룹보다 (F=6.291, p= .002), 

자녀 그룹이 부모 그룹보다 , 기타 그룹이 배우자 그룹보다 (F=2.814, p= .041), 환
자와 동거하지 않는 그룹이 동거하는 그룹보다(t=-2.415, p= .017),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5.392, p= .000), 1년 이내에 교육을 받
은 그룹이 1년 전에 받은 그룹보다 (t=3.919, p= .000), 필요성 느꼈지만 기회가 없
거나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한 그룹이 필요성 느끼지 못해 받지 않은 그룹보다
(t=2.069, p= .040)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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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t=4.403, p= .000),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t=4.051, p= .000)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감정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요소와의
차이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t=3.664, p= .000), 

20~44세 그룹이 65세 그룹보다 , 65세 이상 그룹이 45~64세 그룹보다 행동 의도가 높
은 것으로(F=4.742, p= .010), 심장질환 가족력이 없는 그룹이 있는 그룹보다(t=-2.549, 

p= .012)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행동 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 , 유익성 , 

교육 참여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 이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 또한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신념과 행동의지는 높
으나 지식 정도는 높지 않았고 , ‘중요하고 , 필요하며 , 유용하고 , 좋으며 , 이롭다’라
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 반면에 ‘불안하고 , 긴장되며 , 스트레스를 받고 , 두렵
고 ,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 따라서 심장질환자 가
족의 지식을 높이고 ,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
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B. B. B. B.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유익성 ,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이 교육 경험이 없는 바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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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무에서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간호수행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본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본 연구에서 조사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소가 실제 심정지
상황시 심장질환자 가족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을 보
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4. 본 연구결과에서 높지 않았던 심장질환자 가족의 지식적 요소와 , 일부 부정
적으로 나타났던 감정적 요소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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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부부록록록 1 1 1 1 > > > > 연연연구구구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성인간호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입니다 .

기본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 신속한 도
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본 설문지는 심장질환자가 전문적인 응급치료를 받기 전까지 가족
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의 귀중한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심장질환자 가족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개발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
며 , 환자나 응답자의 개인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빠진 문항없이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귀중한 시
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간간간호호호학학학과과과
                                                                                                                                                                                    이이이 진진진 영영영

설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
라며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날날날 짜짜짜 :  :  :  :  2008 2008 2008 2008 년년년 월월월 일일일
이이이 름름름 :                      :                      :                      :                      ((((서서서명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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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은 ?

ⅠⅠⅠⅠ.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가가가족족족에에에게게게 심심심정정정지지지가가가 발발발생생생하하하였였였을을을 때때때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느느느낌낌낌이이이나나나 감감감정정정들들들을을을 묘묘묘사사사하하하는는는 단단단어어어들들들을을을 나나나열열열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각각각 단단단어어어마마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느느느낌낌낌이이이나나나 감감감정정정과과과 가가가장장장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매매매우우우 대대대체체체로로로 약약약간간간 보보보통통통 약약약간간간 대대대체체체로로로 매매매우우우

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렵다

긴장되지
않는다 긴장된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좌절감을
느낀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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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심심심정정정지지지 상상상황황황을을을 목목목격격격하하하였였였을을을 때때때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 수수수행행행과과과 관관관련련련
된된된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
랍랍랍니니니다다다 ....

내내내 용용용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신속한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이 심정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3. 나의 역할이 기본심폐소생술 수행 결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4.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5.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다 .

6. 응급의료체계 (119)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

7. 흉부압박을 실시하겠다 .

8. 구강 대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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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가가가족족족의의의 심심심정정정지지지 상상상황황황을을을 목목목격격격하하하였였였을을을 때때때 수수수행행행하하하는는는 기기기본본본심심심폐폐폐소소소생생생술술술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
니니니다다다 ....

내내내 용용용 맞맞맞다다다 틀틀틀리리리다다다 모모모르르르
겠겠겠다다다

1.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
한 후 의식유무를 확인한다 .

2. 의식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의 살을 세게 꼬집
어보는 것이다 .

3.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4. 기본심폐소생술 처치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흉부
압박이다 .

5. 머리나 목의 손상이 없는
경우 기도유지 자세는 그림
과 같이 환자의 이마에 한
손을 대어 젖히고 , 턱은 들
어주는 것이다 .

6. 호흡유무는 귀로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 눈으로 가슴
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하고 , 뺨으로 환자의 코에서 공
기를 느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

7. 인공호흡은 구조자의 한손으로 코를 막고 , 입으로 환
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천천히 숨을 불어넣는다 .

8. 흉부압박를 할 때는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압박을
가한다 .

9. 흉부압박시 구조자의 손은
  그림의 O표를 한 부위에
  놓는다 .

10.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 : 2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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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  (          ) 세
3.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   ⑤ 없음
4. 교육정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이상
5. 결혼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동거 ③ 이혼 ④ 사별
6. 직업 :  ① 생산직 ② 사무직 ③ 영업직 ④ 전문직
          ⑤ 상업 ⑥ 무직 ⑦ 기타 (               ) 

7. 가구 월평균 소득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 200만원
                      ③ 200만원 ~ 300만원 ④ 300만원 이상
8. 환자와의 구체적인 관계 :  ① 부모 ② 시부모 ③ 배우자
                            ④ 자녀 ⑤며느리 ⑥ 사위
                            ⑦ 형제 ⑧ 기타 (               )

9. 환자와 동거 :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이전에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직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받았다 .

   ② 직장과 관계없이 기타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다 .

   ③ 받은 적 없다 . 

11. 교육을 받았다면 최근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6개월 ③ 6~12개월 ④ 12개월 이상
12. 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중 어떠한 교육이었습니까 ?

   ① 이론 ② 실습 ③ 이론과 실습

ⅣⅣⅣⅣ. . .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일일일반반반적적적인인인 사사사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 . . . .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    표표표시시시를를를 하하하거거거나나나 기기기록록록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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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은 본인에게 유익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4.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교육기회가 없어서
   ②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회도 있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③ 교육기회는 있었으나 교육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교육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교육기회도 없어서
15. 향후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환자의 나이 :  (          ) 세
17. 환자의 진단명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협심증 ② 심근경색 ③ 판막질환 ④ 대동맥질환
   ⑤ 부정맥 ⑥ 심부전 ⑦ 기타 (               )

18. 진단받은 년도 :  (          )년 (          )월
19. 환자가 이전에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회 ② 아니오
20. 환자가 심장관련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종류 :               횟수 :          )           ② 아니오
21. 환자가 심정지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회 ② 아니오
22. 환자의 질병력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고혈압 ② 당뇨 ③ 뇌혈관계 질환 ④ 폐질환
   ⑤ 간질환 ⑥ 신장질환 ⑦ 위장관계 질환 ⑧ 근골격계 질환
   ⑨ 암 (          )       ⑩ 기타 (               )         ⑪ 없음
23. 가족 중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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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n-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which investigates the attitude of family 

with heart disease patients toward BLS. It looks into it multidimensionally, based 

on the three elements, cognition(belief, knowledge), affection, and behavior. The 

subjects were the family members of heart disease patients who are at the two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have coronary artery disease, valvular heart 

disease, heart failure, arrhythmia, a history of cardiac arrest, or an open-heart 

surgery. They are 206 males and females at the age of 20 and above, without 

involving in any health or medical-related jobs. They all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which turned out to be 188 at the end with 18 being incomplete. 

The survey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was composed of 23 

questions for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28 questions for attitude 

toward BLS, so total of 51 ques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7 to 

June 8, 2008, and they were analyzed by SPSS 12.0. The computation was done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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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45.4,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patients were children(48.9%), spouses(33.5%), parents(5.3%), and others(12.2%). 

Those who had previously learned about BLS were 26.6% and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have never learned BLS. Out of the subjects who learned BLS, 90% 

agreed that the education was useful. 88.3% showed interests in learning BLS, 

which means that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were willing to learn it.   

2. As for the element of cognition, belief was relatively high with 10.05 points 

on average out of 12, and knowledge about BLS was not very high with 4.54 

points on mean out of 10. The means score of affection was 45.85 points out of 

70, which is neither high nor low. The mean score of behavioral component was 

16.34 points out of 20, showing high behavioral intention toward BLS.

3. The three elements about the subjects' attitude toward BLS, cognition(belief, 

knowledge), affection, and behavior,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mselves. The highest correlation was revealed between belief, one of the 

cognition elements, and intention of behavior(r= .705, p< .001). 

4. The subjects' attitude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manife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elief, one of the cognition elements,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BLS education and the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That 

is, the belief of the group with BLS education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without that education(t=2.597, p= .010), and 

the group without a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oints in belief than the other group with a family history(t=-2.775 ,p= .006). 

5. Due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ifferences in knowledge, 

one of the cognition elements, showed that the points for knowledg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rst group than the second group in each of the 

following categories: male vs. female(t=3.371, p= .001), older than 65 vs. between 

45 and 64(F=9.867, p= .000), high-school education vs. middle-school or lower 

level education(F=6.291, p= .002), children vs. parents, others vs. spouses(F=2.814, 

p= .041), living with the patients vs. not living with the patients(t=-2.415, p= 

.017), BLS educated vs. non-BLS educated(t=5.392, p= .000), BLS education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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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year vs. BLS education one year ago(t=3.919, p= .000), having sense of 

necessity for education but without the education due to lack of opportunities or 

personal circumstances vs. not having sense of necessity for education and 

hence not having had the education(t=2.069, p= .040).

6.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attitude toward BLS in terms of the 

element of affec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significantly more 

positive for males than females(t=4.403, p= .000). Additionally, the group with BLS 

education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toward BLS than the group 

without it(t=4.051 p= .000).   

7. Concerning the differences in the subjects' attitude toward B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ement of behavior, with regard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rst group of each of the following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behavior intention : BLS education vs. no BLS education(t=3.664, p= .000), 

age of 20-44 vs. age of 65, older than 65 vs. ages between 45-64(F=4.742, p= 

.010), no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vs. a family history of the 

disease(t=-2.549, p= .012). 

In sum,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needs, values, and interests about BLS 

education to the family of patients with heart disease. Despite this, there were 

scarce of education. As for the family's attitude toward BLS, the belief and 

behavioral will were high but their level of knowledge was not high. On the 

other hand, their affection was twofold. That is, they were positive in that BLS 

is 'important, necessary, useful, good, and beneficial', and they were negative in 

that they get 'anxious, nervous, stressed, feared, frustrate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n education program of BLS be developed and promoted so that 

the family of heart disease patients can have better knowledge and more 

positive feelings via that education.    

Key words: family of heart disease patients, BL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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