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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심폐소생술 질의 정량적 분석

박인성

경일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서 론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생존율 및 신경학적 예후 향상을 위해 순환 및 산소 공급을 최적화

하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으로 구성된 인명구조 활동이다[1,2]. 가슴

압박 깊이는 혈류역학[3]과, 가슴압박 속도는 심정지 환자가 내쉬는 이

산화탄소의 양[4]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적절하지 못한 가슴압박 

깊이와 가슴압박 중단 시간의 증가는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5], 가슴압박 중단이 최소화된 적절한 깊이와 속도의 가슴압박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6].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196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7],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다

[2,8].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위

해 성인은 가슴압박 중단이 10초 이내로 최소화된 약 5 cm (최대 6 cm

를 넘지 말 것)의 가슴압박 깊이와 분당 100-120회의 가슴압박 속도, 

인공호흡 시 500-600 mL의 일회호흡량,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있을 경

우 가슴압박의 교대를 권장하고 있다[2,8].

우리나라의 심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06년 39.8명에서 

2017년 57.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9].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

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및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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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 and number of rescuers on the quality of cardiopulmo-
nary resuscitation (CPR). 

METHODS: Fifty-five university students (23 males vs. 32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voluntarily. Each subjects performed one 
rescuer CPR and two rescuer CPR for 5-cycles in random order. The quality of CPR was recorded using a Resusci Anne Skillreporter 
manikin.

RESULTS: Male participants presented higher compression depth and correct compression than females. Two rescuer CPR had higher 
compression depth and correct compression than one rescuer CPR, but the two rescuer CPR had lower hands off time and compres-
sion fatigue.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by number of rescuers interaction for a compression rate. The two rescuer CPR had higher 
numbers of ventilation, but lower ventilation fatigue compared with the one rescuer CP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ompression fatigue and compression depth of female subjects.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ypersons are taught to perform two rescuer CPR to provide high quality CPR.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trained in CPR, CPR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included in an undergraduat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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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2008년에 출판된 성인 심정지에 관한 79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

한 연구에서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심정지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10], 2008-2017년까지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에 따른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 추이 통계에서는 목격자가 심폐소생

술을 시행하면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1.9-3.3배, 뇌기능 회

복률이 2.9-6.2배 높다고 하였다[9]. 심폐소생술이 지연되는 1분마다 생

존율은 약 10%씩 감소하지만, 목격자들은 자신감 부족, 심폐소생술 지

식 부족, 두려움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1]. 

가슴압박 중단이 최소화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서는 격렬한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는 구조자의 피로도를 증가시

켜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마네킹을 이용한 심

폐소생술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작 1분 후부터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가 감소한다고 하였으며[12-15], 실제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 시작 90초 이후부터 가슴압박 깊이가 유의

하게 감소한다고 하였고[16], 인공호흡 2회에 평균 16초가 소요되어 가

슴압박의 수가 감소한다고 하였다[17]. 또한, 가슴압박 질의 성별 차이

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가 좋다

는 결과[5,13,15,18,19]와 성별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20-22]를 보이

고 있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특히 가슴압박의 질은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

인 역할[6]을 하기 때문에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 구조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12,13] 2분마다 또는 5주기의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압박의 교대를 권

장하고 있지만[2,8],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심폐소생술 시작 후 

2분 안에 질 저하가 유발될 수 있으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남

성보다는 여성에 의해 더 많이 시행되지만[23] 가슴압박 질의 성별 차

이에 관해 연구들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 5주기의 심폐소생

술에 있어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라 5주기의 심폐소생술

을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의 가

슴압박 및 인공호흡의 질을 분석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강한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 및 실험 절차

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 목적, 실험 절차 및 주의 사항 등이 자세히 기술된 동의서에 연구

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서명을 한 남성 23명과 여성 32명이 본 연구

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신장(p< .001)과 

체중(p< .001)을 제외한 연령(p= 0.19),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경험(p=.81)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경험(p=.93)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2. 측정 방법 

연구 대상자들은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을 30:2의 비율로 하는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과 충분한 휴식 후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각각 

5주기씩 시행하였다. 시행 순서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

해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순서와 2인 구조자 심

폐소생술(남성-남성 구성, 여성-여성 구성, 남성-여성 구성)에서 가슴압

박과 인공호흡의 역할 담당 순서는 각 연구 대상자마다 무작위로 하였

다. 가슴압박 관련 변인인 가슴압박 깊이(compression depth), 가슴압

박 속도(compression rate) 및 가슴압박 정확도(correct compression)와 

인공호흡 관련 변인인 환기량(ventilated volume), 총 인공호흡 횟수

(number of ventilations) 및 인공호흡 정확도(correct ventilation)는 심폐

소생술 평가용 마네킹(Resusci Anne® SkillReporterTM, Laerdal Medical 

Corporation, Norway)을[13,18,24] 이용하여 5주기의 평균을 측정하였

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의 기본소생술

(basic life support) 교육에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가슴압박 중단 시간

(hands off time)은 미국심장협회의 기본소생술 강사(instructor certi-

fied by AHA)가 초시계를 이용하여 0.1초 단위로 5주기 동안의 평균을 

측정하였다. 가슴압박 피로도(compression fatigue) 및 인공호흡 피로

도(ventilation fatigue)는 심박수, 혈중 젖산 농도 및 근전도보다 구조자

의 피로도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질 변화가 잘 반영되며[18,24], 신뢰도

가 높은 측정 도구인[25] Fig 1의 10 cm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

logical scale)를 이용하여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의 5주

기 시행 직후에 각각 기록하였다[20,21,26,27].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ale (n=23) Female (n=32)

Age (yr) 21.00±1.88 20.43±0.87
Height (cm) 174.08±4.82 161.00±4.00
Weight (kg) 66.95±11.10 55.87±7.44
CPR education (n) 2.26±1.88 2.37±1.73
CPR training with a manikin (n) 1.56±1.47 1.53±1.43

Mean±SD.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0 1 2 3 4 5 6 7 8 9 10

No exhaustion Extreme exhaustion

Fig. 1. Visual analogic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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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software package version 22.0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으며, 각 분석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기 위해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남성, 여성) 및 구조자 수(1인 구조

자, 2인 구조자)에 따른 심폐소생술 질 분석을 위해 성을 between-sub-

ject 요인, 구조자 수를 within-subject 요인으로 한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1인 구조자 심

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압박 피로도와 가슴압박 관련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검

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성별 및 구조자 수가 가슴압박에 미치는 영향

가슴압박 관련 변인인 가슴압박 깊이, 가슴압박 속도, 가슴압박 정

확도, 가슴압박 중단 시간 및 가슴압박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가슴압박 깊이는 남성이 여성보다(p< .01), 2인 구조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p< .01) 유의하게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슴압박 속도는 성별과 구

조자 수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p< .01) 1인 구조자 심폐소

생술에서는 남성이,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는 여성이 빠른 것으

로 나타났다. 가슴압박 정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p< .01),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p < .05)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슴압박 중단 시간

(p< .001) 및 가슴압박 피로도(p< .001)는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

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압박 피로도와 가슴압박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와 같이 여성에서 가슴압

박 피로도와 가슴압박 깊이 간에 부적 상관관계(r= -.39, p< .05)가 나타

나 여성 구조자의 피로도가 증가할수록 가슴압박 깊이가 낮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2. 성별 및 구조자 수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

인공호흡 관련 변인인 환기량, 총 인공호흡 횟수, 인공호흡 정확도 및 

인공호흡 피로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인공호흡 관련 

변인들에서 성별 차이와 성별과 구조자 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총 인공호흡 횟수는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p< .01), 인공호흡 피로도는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유의하게 낮았고(p< .001), 환기량

과 인공호흡 정확도에서는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과 2인 구조자 심폐

Table 2. Effects of gender and number of rescuers on compression-related variables         

Gender One rescuer CPR Two rescuer CPR
p-values

Gender
Number of 

rescuer
Gender×Number 

of rescuer

Compression depth (mm) Male 54.69±4.77 (39-59) 55.86±2.80 (50-59) .001** .002** .19
Female 48.46±7.06 (29-59) 51.18±6.74 (34-59)

Compression rate (n/min) Male 125.95±13.52 (91-150) 129.86±9.07 (109-145) .27 <.001*** .001**
Female 118.00±12.58 (88-147) 131.25±11.42 (101-152)

Correct compression (%) Male 66.52±30.28 (1-100) 74.56±28.77 (3-100) .002** .012* .33
Female 37.84±34.83 (0-100) 55.46±35.04 (0-99)

Hands off time (sec) Male 9.37±2.69 (4.6-14.4) 7.83±1.71 (5.6-11.4) .22 <.001*** .27
Female 9.11±1.84 (6.0-12.6) 6.99±1.36 (5.0-10.4)

Compression fatigue (VAS score) Male 5.73±2.59 (1-10) 3.86±2.37 (1-10) .47 <.001*** .15
Female 5.75±2.57 (1-10) 4.71±2.15 (1-10)

Mean±SD.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VAS, visual analogical scale.  
*p<.05; **p<.01; ***p<.0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om-
pression fatigue and compression-related variables during one rescu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mpression fatigue

Male Compression depth
Compression rate
Correct compression
Hands off time

.17 (p=.42)
-.008 (p=.97)

.30 (p=.16)

.17 (p=.41)
Female Compression depth

Compression rate
Correct compression
Hands off time

-.39 (p=.02)*
-.28 (p=.11)
-.14 (p=.44)
.33 (p=.05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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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술 시행 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격렬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응급 상황에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심폐소

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라 5주기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의 질을 분석하여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품질의 가슴압박을 위해 

성인은 가슴압박 중단이 최소화된 약 5 cm의 가슴압박 깊이와 분당 

100-120회의 가슴압박 속도를 권장하고 있다[2,8]. 가슴압박의 질은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슴압박 깊이가 증가

하면 관상동맥의 관류(perfusion)가 증가하여 생존율 및 제세동 성공

률이 크게 향상되며[6,28], 적절한 가슴압박 속도는 심박출량 증가에 

의한 심근 및 뇌의 혈류 증가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다[29,30].

본 연구에서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좋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슴압박 속도는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압박 중단 시간 및 피로도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슴압박 깊이, 정확도, 중단 시간 및 피로도 모두 2인 구조

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1인 및 2

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에 맞게 시행하였지만, 여성의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 가슴압

박 깊이가 가이드라인보다 낮았고,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시행 시 남

성의 가슴압박 속도,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 시행 시 남성 및 여성의 

가슴압박 속도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120-130회 이상의 가슴압박 속도에서는 관상동맥의 관류가 감소

하기 때문에[29] 심폐소생술의 성공 확률이 감소한다[31]. 이에 일반인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가슴

압박 깊이 및 속도에 관한 강조와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등은 구부리고 팔은 곧게 펴서 가슴압박을 반

복적으로 시행하는데 등을 구부린 자세는 허리뼈(lumbar vertebra)의 

압축력(compression force)을 상승시켜 통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32], 

구조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33]. 구조자의 피로도와 가슴압박의 질

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심폐소생술 시작 1분 후부터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12,14,15], 심폐소생술 시작 1분 후부터 가

슴압박 정확도가 분당 18.6%씩 감소한다고 하였지만[34], 가슴압박 속

도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여[15,35] 

구조자의 피로도가 가슴압박 속도보다는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슴압박 속도는 성별 차이 및 가슴압박 피로도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는 여성이 남

성보다 낮았으며, 가슴압박 깊이와 가슴압박 피로도 간에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가 여성에게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여성이 남성

보다 피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남성과 여성 간에 

심박수 및 혈중 젖산 농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슴압박 시

작 1분 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피로도가 높다고 하였다[18]. 성별 가

슴압박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슴압박 깊

이 및 정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지만[5,13,15,18,19], 가슴압박 속도에서

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13,15,18]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체중과 가슴압박 질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체중 집단이 저

체중 집단보다 가슴압박 시 등세모근(trapezius), 배곧은근(abdominal 

rectus),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넙다리곧은근(rectus femoris)이, 

Table 4. Effects of gender and number of rescuers on ventilation-related variables 

Gender One rescuer CPR Two rescuer CPR
p-values

Gender
Number of 

rescuer
Gender×

Number of rescuer

Ventilated volume (mL) Male
Female

616.52±286.77 (0-1,350)
521.87±240.69 (0-840)

586.95±152.95 (390-920)
596.56±177.10 (0-950)

.40 .49 .11

Number of ventilations (n) Male
Female

8.86±2.68 (0-10)
6.93±3.77 (0-10)

9.30±1.66 (3-10)
9.00±2.40 (0-10)

.07 .009** .08

Correct ventilation (%) Male
Female

27.91±31.71 (0-100)
34.78±29.77 (0-100)

32.95±29.78 (0-100)
40.93±28.37 (0-90)

.24 .27 .91

Ventilation fatigue (VAS score) Male
Female

4.08±3.24 (1-10)
3.78±2.44 (1-10)

2.73±2.02
2.31±1.46 (1-7)

.53 <.001*** .81

Mean±SD.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VAS, visual analogical scale.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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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시 가슴압박의 길항근인 척주세움근(erector spinae)이 덜 활성화

되어 피로도가 낮다고 하였다[24].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의 성별 차이가 생리적 요인보다는 신장[5,15] 및 체중

[19,36] 등의 신체적 특성이 구조자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남성과 여성의 신

장 및 체중 차이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의 성

별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충분히 훈련된 구

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구조자의 피로에 의한 가슴압박 

깊이 및 속도의 감소[20],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의 가슴압박 깊

이 및 정확도, %HRmax의 성별 차이는 없다고 하여[21,22] 반복적인 실

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익수와 같은 질식성 심정지

의 경우 반드시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성인 심폐소

생술 중에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으로 기도 

개방을 한 후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인 500-600 mL의 일회

호흡량으로 인공호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8]. 본 연구에서 2인 구

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보다 총 인공호흡 횟수가 많고, 인공호흡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인공호흡 정확도가 낮고,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남성은 과호

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면 위 팽창에 의한 역

류, 흡인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흉강 내압이 증가하고 복귀정맥혈(ve-

nous return)이 감소하여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생존율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2,8]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과호

흡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일회호흡량에 관한 실습 교육과 호흡 정확

도 향상을 위한 올바른 기도 개방 및 인공호흡 방법에 관한 강조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라 5주기의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1인 구조자 및 2인 구조자 심폐

소생술의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의 질을 분석한 결과 가슴압박 깊이 

및 정확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구조

자 심폐소생술에서는 남성이,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에서는 여성의 

가슴압박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가슴압박 중단 시간 및 가슴

압박 피로도는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

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구조자 심폐

소생술 시행 시 여성은 가슴압박 피로도와 가슴압박 깊이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

행할 때가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보다 총 인공호흡 횟수

는 많고 인공호흡 피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가이드라인에 

맞는 가슴압박 깊이 및 속도, 정확한 호흡 방법에 관한 강조와 2인 구조

자 심폐소생술에서 가슴압박 중단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빠른 교대

에 관한 반복 훈련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저변 확대 및 가이드라인 숙

지를 위해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서의 심폐소생술 교육, 직장에서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주기적 재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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