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Jõ~~nai이 Medicineand Ule S디ence← ..~ →← ←

Vol. 7. No. 2，2010 J

제주 지역 119 구급 대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

김 우 정， 강 영 준， 박 주 옥， 박 경 혜

쩨주대학교 의화전문대학원 웅급의학교실

’A현tract →← ~ __ .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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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rescuer's ability in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 is very importan! for Ihe bet1er oulcome of patienls. The proper
educalion program is 대eded to improve lhe approprialeness 01 prehospital emergency care by 119 rescue servic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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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은 웅급의표체계 중 병원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운 하고 있￡며，특히 민간 이송체계가 없는 제주 지역에서

는 영원 전 단계에서 유웰하게 웅곱처치딸 쳐1공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119 구급대원의 적쩔한 웅급처치는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윌 미갤 수 있다 119 구급대원이 상빼 따른 적절한 처치

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응급의료 상횡에 따른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멸요하지만， 대부분의 쿄육이 그 내용이나 교육 방영 동

에 있어 만족스럽지 옷한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교육 여건에서

효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부운틀을

따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시간과 교육 방법으로 부촉한

부분올 개선한 필요가 있으나‘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정도와

그에 따른 쿄육 요구도 풍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촉한 상횡이며

이러한 배경 허에 저자는 제주 지역 구급대원틀의 교육 정도뜯

따악하여， 향후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둥에 환용할 수 있는 방안

융마련하고자하였다

2010년도 제주지역 119 구급대원 직무교육 기간 중 제주 소방

서，서귀포 소방서， 서부 소방서， 동부 소방서 소속의 구급대원

163영을 대상으로 설문조시촬 시행하였다

성문조사의 일반 사항으로는 생별，냐이， 1급 옹급구조사 자격

유무.구급대원 근무 기간，구급대원 직무 만촉도 둥융 조사하였

고‘직무 만족도는 매우 설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로 Likeπ 5단
계척도릎사용하였다

교육 관련 일반 사항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웅급처치 교육

강화의 필요성， 최근 1년 동안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교육 이수

횟수，심뇌혈관 용급환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틀 위한 1년 동안의

교육 멜요 횟수 동을 조사하였다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세부 항목 조사를 위해 구급대원의 업무

와 관련된 주요 교육 과목 10가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107f지
교육 과옥인 기본싱예소생술 전문심예소생술‘ 외상환자 병가 및

충중도 분류，쇼크 환자 영가 및 처치‘기도 및 호홈 웅긍처치，

재난 의학.영유아 응급.중독 및 환경 의학.외과적 웅긍칠환 및
처치.내과적 용급질환 및 처치 둥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해 교육

갱도.교육 시간，교육 방법 동을 조사하였다 교육 정도에 대해

서는 배우 부족하여 쿄육이 명요， 대총은 알지만 재 Ji!육 멸요，

얄지만 재교육 받흘 의향 있음，잘 알고 교육 불필요의 4단계

척도룬 사용하였고， 적절한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반나절，하루‘

이를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설습 강의와 실습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10
가지 교육 과목 가운데 가장 멸요로 하는 교육 과쩡을 세 가지

선택하게 하여 우선 순위출 조사하였다

전체 설문 조사 항목에 대해 기술적 동계를 용해 액분융로

표시하였고‘ 107f.지 교육 과옥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 대해서는

점수화월 흉해 비교하였다 교육 요구도 비교는 10개 교육 과목

에 대한 현재 교육 정도둘 1점에서 4점꺼지로 설운 항목에 따라

서 론 j

대상및 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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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화하여 전문 자격 취득 상황. 구급대원 근무 기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교육 갱도 정수가 낮을수륙 상대적인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었고， 전문 자격 구분은 1급 용급구초사， 2급
옹급구조사，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구급대원 근무 기간은 24개원
이하와 25개웬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정수화된 교육 정도는 평균
±표준연차로 표시하였고， SPSS 12.0 for Wmdows틀 이용하여，

전문 자격 취득 상황에 따른 비쿄는 ANOVA ，근우 기간에 따른

비교는 independent sample t-test 로 검정하였고， P(0.05 인
경우에 용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9.0%). 대충은 알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60영 (39.2%).
알지만 재교육 받윤 의향이 있는 경우가 59명(38.6%)，잔 얄고

있어 교육이 옐요 없는 경우가 5영 (3.3%)이었고， 적섣한 교육

시간으로는 반나절이 90영 (59.6%)‘하루가 48영 (31.8%)‘이블이
13명(8.6%)이었으며， 적갤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5영(3.4%).
실숭이 18명(12.3%)，캉의와 실숨의 병행이 123영(84.2%)이었다，

3)외상환자 영가 및중종도 분류

교유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휠요한 경우가 24명
(15.7%) 대충은 알지만 재교육이 펼요한 경우가 66영(43.1%)，

仁
1 일반사항

결 과
Figure 1. Educational Needs of 119 Rescuers in JEÙu
(A‘need education absolutely ，B: need education. C: need
education partiaJly . D: need no education)

설문에 용답한 구급대원 중 냥지는 141명(88.1%)，여자는 19
영(11.9%)이었고， 1급 옹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는 35명(23‘2%).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는 31명(20.5%) ，기타는 85영
(56.3%)이었다 구급대원의 연령은 잃세부터 51세까지 분포했으

며，명균 연령은 38.13:t5.06 세이었다 구급대원 근무 기간은

0.25년부터 17.25변까지 분포했으며 명균 근무 기간은 6.29:t
4.21년이었다 구급대웬 직무 만촉도는 매우 만족이 5명(3.1%).
만족 21영03.2%) ，보몽 71명(44.7%)，불만족 37영 (23.3%)，매우

불만족 25영 (1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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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련 일반사항 Figure 2. Education Time Needed to 119 Rescuesr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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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현관질환 관련 웅급환자에 대한 웅급처치 교육 강화의

멸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9명(36.2%) 그렇다 85영
(52.1 %). 보동 17영(10.4%)，그렇지 않다 1영(0.6%) 매우 그렇지

않다 1영(0.6%)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싱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욕 이수 횟수는 l회가

70명(42.9%). 2회 25영(15.3%). 3회 9영(5.5%)，교육 받은 쩍

없음 59영 (36.2%)이었고 심뇌현관 웅급환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를 위한 l년 동안의 교육 염요 횟수에 대해서는 1회가 24명
(14.7%)‘2회 74명(45.4%). 3회 18명(11.0%). 4회 30영08.4%) ‘

5회 15명(9.2%). 6회 2명0.2%) 이었다

3 교육 과목별 조사(Fig. 1，2，3) Figure 3. Methods of Edu∞tion Needed to 119 Rescuers
inJ 잉U

1) 기본심폐소생슐

쿄육 정도가 매우 부촉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5명(3.3%)，

대충은 알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29영 (19.3%)‘얄지만
재교유 받윤 의향이 있는 경우가 74명(49.3%)，잘 알고 있어 교

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42명(28.0%)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으

로는 반나절이 105영(77.2%)，하루가 27명(19.9%)，이윤이 4영
(2.9%) 이었으며 적쩔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8영 (6.2%) ，

실습이 21명06.2%) 강의와 설숭의 병행이 101명(77.7%)이었다.

2)전문심떼소생슐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원요한 경우가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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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57명(37.3%).잘 알고

있어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6명(3.9%)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으로는 반나절이 94명(63.5%).하루가 47명(31.8%)，이틀이
7명(4.7%)이었으며，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10명(6.9%)，
실습이 15명(10.3%)，강의와 싣습의 병행이 120명(82.8%)이었다

4)쇼크 환자 평가 및 처치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39명
(25.8%)，대충은 얄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65명(43.0%)，
알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43명(28.5%)，질 얄고

있어 교육이 펼요 없는 경우가 4명(2.6%)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

으로는 반나절이 95명(63.3%)，하루가 44명(29.3%)，이틀이 11명
(7.3%)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13명(9.0%)，
실습이 13병(9.0%) 캉의와 실습의 병행이 118영(81.9%)이었다

5) 기도 및 호흘 응급처치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17영
(11.1%)，대충은 얄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68명(44.4%)，
얄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59명(38.6%)，잘 알고

있어 교육이 펼요 없는 경우가 9명(5.9%)이었고 적절한 교육 시간

으로는 반나절이 97명(66.9%)‘하루가 35명(24.1%) 이틀이 13명
(9.0%)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8명(5.8%)，
실습이 12명(8.6%)，캉의와 실습의 병행이 119명(85.6%)이었다

6)재난 의학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51명
(33.3%)，대층은 얄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72명(47.1%)，
알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27명(17.6%)，잘 알고

있어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3명(2.0%)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으로는 반나절이 95명(62.9%) 하루가 47명(31.1%)，이틀이
9명 (6.0%) 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 3로는 강의가 27명
(18.8%)，실습이 8영(5.6%)，강의와 실습의 병행이 109명(75.7%)
이었다

7) 영유아 응급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멸요한 경우가 46명

(30.1%)，대충은 알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68명(44.4%)，
알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39병(25.5%)，잘 알고

있어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0명(0%)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

으로는 반나절이 92명(60.1%)，하루가 48명(31.4%) 이틀이 13명
(8.5%)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13명(8.8%)，
실습이 8명(5.4%)，강의와 실습의 병행이 127명(85.8%)이었다

8)중독및환경의학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58명

(37.9%)，대층은 알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65명(42.5%)，
얄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30명(19.6%)‘잘 알고

있어 교육이 될요 없는 경우가 0영(0%)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

28

으로는 반냐절이 90'영(60.4%)，하루가 49명(32.9%)，이틀이 10명
(6.7%)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26명(17.6%)，
심습이 6명(4.1%)，강의와 실습의 병행이 116명(78.4%)이었다

9) 외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31명

(20.8%)，대층은 얄지만 재교육이 펼요한 경우가 68명(45.6%)，
알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47명(31.5%) 잘 알고

있어 교육이 펼요 없는 경우가 3명(2.0%)이었고，적절한 교육 시간

으로는 반나절이 93명(63.7%)‘하루가 45명(30.8%)，이틀이 8명
(5.5%)이었으며‘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12병(8.5%)，
설습이 10영(7.0%)，강의와 실습의 병행。I 120명(84.5%)이었다

10) 내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

교육 정도가 매우 부족하여 교육이 멸요한 경우가 72명
(47.7%)，대층은 얄지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51명(33.8%)，
알지만 재교육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가 28명(18.5%)，잘 알고

있어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0명(0%)이었고，적절한 쿄육 시간

으로는 반나절이 74영(50.3%)，하루가 53명(36.1%)，이틀이 20명
(13.6%)이었으며 1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가 19명(13.0%)，
실습이 6병(4.1%)，강의와 실습의 병행이 121명(82.9%)이었다

11) 교육요구선호도

전제 107f지 교육 과목 중 가장 필요한 교육 과목을 세 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기본심폐소생숨 30명，전문심
폐소생술 69병，외상환자 평가 및 중층도 분류 46명，쇼크 환자

평가 및 처지 59명，기도 및 호흡 응급처치 40'정 재난 의학 10
명，영유아 응급 59명，중독 및 환경 의학 37명，외과적 응급질

환 빛 처지 50명，내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 47명으로‘전문심폐
소생술，쇼크 환자 평가 벚 처치，영유아 응급 순으로 높은 필요

성을나타내었다

4 구급대원 일반 사항별 교육 정도 비교

1)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 차이(Table 1)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3.34:t
0.745，2급 응급구조사 3.04:t0.693，기타 2.93:t0.808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38) 전문심폐소
생술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2.64:t0.699‘2급
응급구조사 2.17:t0.658 기타 2.15:t0.853으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O.OlO) 외상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2.64:t0.699，
2급 응급구조사 2.41:t0.628，기타 2.1O:t0.816으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2) 쇼크 환자 평가 및

처치에 대한 교육 정도는 l급 응급구조사가 2.38:t0.833，2급
응급구조사 2.1O:t0.724，기타 1.95:t0.810으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42) 기도 및 호흡 응급

처지에 내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2.70:t0.728，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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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급대원 근무기간에 따른 교육 정도 차이(Ta비e 2)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3.00:t0.707 ，

25개월 이상 3.02:t0.801 (P=0.879) ，전문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2.13:t0.860 ，25개월 이상 2.29:t0.786
(P=0.330)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상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2.03:t0.809 ，25개월 이상

2.36:t0.759 로 근무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O여0) 쇼크 환자 평가 및 처치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1.93:t0.813 ，25개월 이상 2.11:t0.802 (P=0.273) ，기도 및

호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2.33:t0.661. 25
개월 이상 2.41:t0.788 (P=0.639) ，재난 의학에 대한 교육 정도

는 24개월 이하 1.87:t0.860 ， 25개월 이상 1.89:t0.738

BLS 334:t0745 304ctO.693 2.93:t0.808 3.361 0.038

ALS 264ctO.699 2.17ct0.658 2.15:t0.853 4.807 0.010

Irauma 2.64:t0.699 2.41:t0.628 2.lOctO.816 6.453 0.002

shock 2.38:!:O.833 2.10노0724 195ct0.81O 3.256 0.042

81rway 270ctO.728 2.48:t0.738 2.23:t0.746 4.848 0.009

disaster 2.18:t0.769 190ctO.673 1.77노0779 3.553 0.031

pedìatrics 2.33:tO.645 2.00:tO.707 1.80:tO.749 6.452 0.002

1oxiCOlOQy2.06:tO，747 1.83:tO.658 1.73:tO.758 2.382 0.096

surgical ds. 2，42:tO.708 2.24:tO.636 2.01:tD.798 3.754 0.026

medic외 ds. 1.97:tO，770 1.69::t:O.712 1.64노0783 2234 0111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옹급구조사 2.48:t0.738 ，기타 2.23:t0.746 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9) 재난 의학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2.18:t0.769 ，2급 응급구조사 1.90:t

0.673，기타 1.77:t0.779 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

하게 높았다 (P=0.03l) 영유아 응급에 대한 교육 정도는 l급
응급구조사가 2.33:t0 없5，2급 응급구조사 2.00:t0.707 ，기타

1.80:t0.749 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02) 중독 및 환경 의학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

사가 2.06:t0.747 ，2급 응급구조사 1.83:t0.658 ，기타 1.73:t
0.758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에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96) 외과적 응급질환 및 저치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2:t0.708 ，2급 응급구조

사 2.24 :t0.636 ，기타 2.01 :t0. 798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마 '(P=0.026) 내과적 응급질환 및 저지에

대한 교육 정도는 1급 응급구죠사가 1.97:t0.770 ，2급 응급구조

사 1.69:t0.712 ，기타 1.64:t0782 로 전문 자격에 따른 교육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O.lW

드 24months ;;::25months F P

BLS 3.00:tO.707 3.02:tO.801 -0.153 0.879

ALS 2.13:tO.860 2.29:i:O.786 ←← 0.977 0.330

tra니πa 2.03ctO.809 2.36::tO.759 -2.072 0.040

shock 193ctO.813 2.11:!:0.802 -1.101 0.273

alrway 2.33:tO.661 2.41:tO.788 → 0.470 0.639

disaster L87ct0.860 L89ctO.738 -0.126 0.900

pediatrics 1.77:tO.774 2.00:tO.73E 1.542 0125

1oxicol09Y 1.57:tO.774 L88ctO.720 2.094 0.038

S니 rgical ds 2.00ctO.830 2.18ctO.747 -1.184 0.238

medical ds L43ctO.679 L78ctO.769 -2.239 0.027

고 찰

(P=0.900) ，영유아 응급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1.77:t

0.774，25개월 이상 2.00:t0.736 (P=0.125)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마 중독 및 환경 의학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1.57:t0.774 ，25개월 이상 1.88:t0.720 으로 근무 기간에 따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38) 외과적 응급질환 빛 처치에 대

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2.00:t0.830 ，25개월 이상 2.l8:t
0.74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P=0.238) ，내과적 응급질환 벚 처

지에 대한 교육 정도는 24개월 이하 1.43:t0.679 ，25개월 이상

1. 78:t0. 769 로 근무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27)

2009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연，전국적으로 119 구급대

에는 1，263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6，409병의 구급대원이 있다

119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대원은 1，764명으
로 275% 를 차지하고 있고，2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대원은

2，495명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주간의 구급교육만을

이수한 구급대원은 1，916병으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132명의 119 구급대원이 았으며，1급 응급구조사가

33.3% ，2급 응급구조사가 28.0% ，구급교육 수료가 22.0%로
상대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아직도 1급 웅급구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구급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병원 전 단계 응급 처지

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증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해서는 처치의 적절성 등

의 분석을 통해 아직 많이 부〕족함을지적해 왔는데， 200C년에
보고된 한 연구에서는 병원 전 응급처치 중 산소 요법의 경우，

38.1%의 경우 처치가 필요했으내， 이 중 41.6%에서만 처치가

이루어졌고，정확하게 시행된 경우는 93.8%였다 또한，정맥혈관

확보가 필요했던 정우는 40.6%，심전도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23.3%이었으나，처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디~1) 이처

Table 2. Comparison of Educational Status Between Period。f Career

PFetclevel2
EMT’

level 1
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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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병원전 처치의 수준이 낮고，응급처치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아 미흡하고，구급차의 장비 보유 현황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이의 개선을 위해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을

강화히는 교육을 통해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전문 응급구조 λ F

교육을 위한 다햄 프로그램 개발，구급차 내 심전도，제세통기，

기관삽관 장비 등의 장비 보충 및 특수화 퉁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이후 여러 형태의 교육 과정과 구급차 내 장비의

보강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구급대원의 처치 적절성은 여전

히 미흡한상태이다
2007년 다기관분석을 통한 구급대원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보연， 심정지 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은 67.5% 에서 시행되었고，

자동제세동기 사용은 5.3%，정맥로 확보는 1.3%에서 시행되었으

며，기관내삽관은 시행되지 않았다 심정지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응급처치를 모두 시행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에게 산소 투여를 한 경우는 55.3% 니트

로글라세린을 투여한 경우는 10.6%였고，응급처치의 적절률은

6.4%였다 다발성 외상 환지플 대상으로 적절히 정추고정을 한

경우는 37.1% 였다 (2) 서울 지역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흘

분석한 2008년의 한 연구에서는，심폐 증상에 대한 띨수 처치 중

호흡 보조는 49.1% ，심전도 감시는 8.0%，정맥로 확보는 0.1%에
서 시행되었고，신경계 증상의 필수 처치 중 호흡 보조는 32.5%，
심전도 감시는 4.6%，혈당 측정은 10.3%에서 시행되었다 심폐

정지의 필수 처치 중 기도 유지는 45.6% ，호흡 보조는 57.9%，

심폐소생술은 49.8%，심전도 감시는 22.6%. 지동제세동기 부착

은 6.6%，정백로 확보는 0.1%에서 시행되었으며， 중증 외상에서

의 필수 처치 중 호흡 보조는 22.8%，심전도 감시는 4.5%，정백
로 확보는 0.1%에서 시행되었다 4개 주요 응급증상에 대한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적절성 수준은 매우 낮음이 41.3% ，낮음이
41.5%，보통이 14.4%，높음이 2.8%였다.(3)

이처럼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나 장비 등의 보충이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처지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교육을 통한 개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뇌졸중에 대한 구급대원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구

급대원의 자격 종류나 근무 경력 등에 관계 없이 교육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의 평가

비쿄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교육 전에 50점 교육 후에

64점으로，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교육 전에 43.2점，56.4점으
로，비응급구조사의 경우，교육 전에 35점，교육 후에 526 점으
로，자격 종류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모든 자격

종류에서 교육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음을 제시하

고 있다<4) 또 다른 연구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에 대한 이론 강의 l시간，

급성 심근 경색 심전도 증례를 대상으로 한 실습 강의 1시간의
교육을 시행한 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

는지를 평가해 봤는데，정당률이 교육 전 23.3:t28.7% 에서 교육

후 49.7:t36.2% 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q<5)
결국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30

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반복되어야 하며，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적인 직무교육， 구급대원 전문화 과정，

병원임상수련 과정 등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구급대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하고，그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반영하여 맞츰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급대원이 교육받

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이전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80.6%) ，
외상처치 (84.7%)，부옥적용법 (63.2%)，기도유지 (67.4%)，산소요법
(75.5%) 등의 교육이 요구됨을 보고한 바가 있고 (6)，제주 지역 1급

응급구초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강의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증례 별 응급처치 설영，

현장 시용 장비를 활용한 교육，교통 사고 환자나 골절 등의 외

상 처지 방법，어린이 및 영유아 응급처치，쇼크 환자의 응급처

치 등이 있었고，실습에 포함되었으면 히는 내용으로는 심전도

모니터링 방법，혈압측정 등의 생체 징후 확인 방법，실제 구급

차에 비치된 장비를 이용한 실승，붕대 감기 및 부목 고정법 등

이 있었다<7)
이번 연구에서는 107f지 교육 과목 중 구급대원들이 비교적

자주 교육받고 있는 기본싱폐소생술， 전문심폐소생술， 외상환자

평가 및 중증도 분류，기도 및 호흡 응급처치 등에서 교육 정도

가 높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쇼크 환자 평가 빛

처치，재난 의학，영유아 옹급，중독 및 환경 의학，외과적 응급

질환 및 처치，내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 등의 교육 정도가 낮았

으며，전체적으로는 전문심폐소생술 쇼크 환자 평가 및 처치，

영유아 응급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

된 시간에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의 현실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 자격 보유에 따른 교육 정도 비교에서는 중독 및 환경 의학，

내과적 응급질환 빛 처치를 제외한 8개 교육 과목에서 l급 웅급

구조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에서의 교육정도가 높았고， 2급
응급구죠사， 기타 군의 교육 요구도가 높았는데， 중독 및 환경

외학，내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 교육 과목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전문 자격 보유와 관계 없이 모든 군에서 교육 정도가

가장 낮기 때문인 것a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 정도는 전체적

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전문섬폐소생술， 쇼크 환자 평가 빛

처치 영유아 응급 교육 과옥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교육

과목 우신 선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급대원 근무 기간에 따른 교육 정도 비교에서는 근무 기간

이 길수록 모든 교육 과목에서의 교육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

고，외상환자 명가 및 중증도 분류，중독 및 환경 의학，내과적

응급질환 및 처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이러한 항목들

은 근무 기간에 따른 경험 빈도에 따라 교육 정도의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교육 괴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중 병원 전 단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능력 ß"}상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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