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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19 구급대원은 우리나라 웅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단계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틀의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는

환자의 예후에 많은 영향올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19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제주 지역의 구급대원을

위한 여러 교육융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이

의무적인 교육이수를 위한 캉의 형태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그러한 강의 교육에 대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아 형식적

인 교육이라는 문제점올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배정 하에 저자는 강의로만 구성된 교육이 아니라

강의 후에 관련된 섣습을 포한함 교육 과정융 시행하고， 이에

대한 구급대원의 교육 만족도륜 따익「하여향후 구급대원 교육의

효과플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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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3교대 근무 여건에 따라 하푸

4시간 직무교，0;<>1]16-17 명의 119 구급대원이 교육에 참여하였

고 교육은 제주대화교 의과대학 입상수기센터에서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은 이전의 직무교육이 주로 강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달리 2시간의 강의와 2시간의 순환 섣숨으로 구성되었는

데，강의는 구강 기도유지기 (oropharyngeal airway) 사용법‘

후두마스크 기도유지기 (LMA. laryngeal mask ailWay) 사용법

기관 삽관법 (traehe어 intubation) ，산소 요법 풍을 교육하는 기도

확보 및 산소요볍과 심예소생술의 기본 슐식과 현%에서 f[융적

으로 적용함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basie life support(BLS)의
싣체 적용이 시행되었고 이후 2깨 실습조로 나누어 캉의에 따른

실습을 1시간씩 순환하여 시행하였다

성문 내용으로 각각의 강의가 구급 실무에 도웅이 되는지와

강의의 이해 정도，그리고 실습이 구급 실무에 도용이 되는지와

싣슴의 이해 정도블 불었고 추가로 향후 강의나 실습에 포함되

었으연 하는 내용 둥에 대해 뭘어 보았다 쿄육 만족도에 대해서

는 Likert 5단계 척도뜯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몽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순으로 조사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0.855이었다

ι--
결과

1 . 강의에 대한 교육 민족도

먼저 기도확보와 관련된 강의의 교육 만족도에서‘ 캉의가 구급

실무에 도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85영
(85.9%). ‘조금그렇다 가 13명 (13.1%). ‘보몽이다가 1영(1%)이
었고，강의 수준이 이해하기 쉬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가 76영 (76.8%). ‘초긍그렇다‘가 20명 (20.2%). ‘보흉이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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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3%)이었다{Table I)
다음으로 B엽와 관련원 강의의 교육 안족도에서‘강의가 구급

섣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84영
(84.8%)，‘초긍그렇다’가 14영(J4.l%) ，‘보몽이다‘가 1명(1%)이
었고，강의 수준이 이해하기 쉬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가 76영(76.8%) ‘조금그렇다 가 22영(22.2%) ，‘보풍이다’가

1영(J%)이었대 Table 1)

2 실슴에 대한 교육 만족도

2가지 주제에 대한 1시간씩의 순환 실숨에 대한 교육 만족도

에서.실습이 구급 섣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82명(82.8%) ，‘죠금그렇다.가 16명(16，2%)“조금
아니냐’가 1명(1%)이었고，실슐 수준이 이해하기 쉬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79영(79.8%)，‘조금그렇다’가 20영

(20.2%)이었대 Table 1)

3 추가교육요구사항

향후 강의에 포함되었으연 하는 내용으로는 중혜 별 응급처치

성영 현장 사용 장바힐 환용한 교육，교봉 사고 환자나 골절

둥의 외상 처치 방법，어린이 및 영유아 웅급처지，쇼크 환자의

웅곱처치 퉁이 있었고，향후 실슐에 포함되었으연 히는 내용으후

는 심전도 모니터링 방법，현앙측정 풍의 생체 징후 확인 방법

실제 구급"'1애 "1치된 장비틀 이용한 실숨.꽁대 감기 및 부목

고정법 실습 시간의 확대，이론 및 실슐의 교육 방법 유지 둥이

있었다

고 찰

용끌의료체계는 크게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충 병원 전 단계는 우리나라의 현설에서 119 구급대
윈이 시질상 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적절한 웅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충요한 영향윤 이칠 수 있음은

반판의 여지가 없으며‘웅급의료체계의 효과륜 높이려면 그만큼

병원 전 단계의 구급대원의 능력 향끼~이중요하다고 한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구급대원의 영무→능력향상을 위한 많은 교육등

이 이푸어지고 있으며‘여기에는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4시간의
직무교육올 비풋하여 각 지역마다의 독자적인 전문화 교육과정，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여 지정원 영상수련병원에서 이루

어지는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과정까지포함된다

2008년 소방행정자료에 따드연，제주 지역에는 34대의 119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으며，종 196영의 구급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구급대원 중 1급 응숨f구조A 는 28명에 월과하며.
대부분융 차지하는 115명의 구급대원이 2주간의 구급쿄육을

받고 현장어l 배치되는 일반대원이다 일반적으로 직무교육은

구급대원의 근무 일정융 고려하여 갇은 내용의 교육이 반복하여

이루어지고‘근무가 비번인 날에 교육을 이수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 왔다 하지만 체주 지역 구급대원의 자격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일반 대원이고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주 구급교육 수료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틀올

각각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획앤화된 .ü!.육 내용으로 직무쿄육

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f[올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강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직무교육과정에서 야간 근무 후

직무교육에 창여히는 일반 대원틀은 근무 후의 피로감 때문에

제대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젤이다

구급대원의 직무교육에 대한 이러한 문제정을 개선해 보고자

쩨주대학교영원 웅급의학과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 쩨주소방서

직무쿄육에서 실습올 포함한 쿄육과정올 도입하였다 기존의 4시
간 강의 교육에서 벗어나，2시간의 강의.iit육과 강의 내용과 통일
한 2시간의 실숨으로 쿄육과정융 구성하고，섣습의 f[윤윤 높이

기 위해 2개 초로 구분하여 1시간씩 서로 다른 주체의 실습융

순환 실습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괴육 과정에서

는 이전의 직무교육에 비해 소그용의 강의와 설습으로 진행되어

교육에 참여하는 구급대원의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적극적

ξ 로 실습에 임하고 자유홉게 질문올 하고 되억임을 함으로써

교육만족도도높은 연이었다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구급대원의 교육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아직까지는 다양한 교육에 따른 효과가

분석되지는 웃하고 있는 상횡이다 하지만‘뇌졸중에 대한 구급

대원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연，구급대원의 자격 종류

나 근무 경력 동에 관계 없이 교육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의 명가 벼교뜯 흉해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교육 전에 50점 교유 후어184정으로 2급
용급구조사의 경우，고I육 전에 43.2점 56.4정으로 비웅급구조사

의 경우，교욕 전에 35정.교육 후에 52.6점으로，자격 종류에

따과 정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모든 자격 종류에서 교육 후에

Table 1 께18 educational satisfaction of 119 rescuer in J밍u. (0=0.855)

melhod 01 education topic 01 education queslionnaire minimum maximum mean

usefl비 to rescuer's work 3 5 4.85:tO.39
외rway

easy to understand 3 5 4.74:tO.51
leclure

useful ω rescuer’s work 3 5 4.84:t0.40
BLS

easy to underst8.nd 3 5 4.76:t0.45

useful ω rescuer's work 2 5 4.81:t0.47
(olational practice

easy to underst.and 4 5 4，80:t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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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강의

형태의 교육도 구급대원의 교육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구급내원들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황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한 지역의 구급대원의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에 따르연， 23.4%가 적십자사에서， 24.5%가
소방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2.3%에 불과했다 하지만， 60.4%가 응급의료센터

에서 32.3%가 의과대학에서 향후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나，이 전의 교육에 대한 불만도가 크고，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l 또 다른 지역에서의 구급대원의 교육 이수 희망 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69.3%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했지만，

52.6%가 의료기관에서， 29.7%가 의과대학에서 향후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여 비슷한 요구 현황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조사들을 바탕으로 구급대원 교육의 방법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기관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개선 목표로 관계 당국의 관심이 펼요한 실정

이다
이번 조사에서 구급대원들이 향후 교육 받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대부분 구급대원의 업무에 포함되고，구급활동

일지에 제시되어 있는 처치 항목틀이었으며， 구급대원의 교육받

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섬폐소생술 (80.6%) ，
외상처치 (84.7%)，부목적용법 (63.2%)，기도유지 (67.4%)，산소요법
(75.5%)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가의 삽입，기도삽관，후두마스크 삽관

등)，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홉의 유지， ERi불
투여(저혈당성 홍수 시 포도당의 주입，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하 투여，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와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강내 이뭉질의 제거，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유지，기본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 척추 고정

기 공기부옥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심박，체옹 빛 혈압 등의 측정，쇼크방

지용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

적 심박통의 유도，흉통 시 니트로글라세린의 설하 투여 및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려한 규정들을 기본으로

하여 119 구급대에서는 기도유지，산소흡입， 심폐소생술， 흡입，

사지고정， 정추고정，척추고정，쇼크방지용하의， 지혈，상처치료，

기타 등의 11가지 항목으로 구급엽무일지에 표기하고 업무를

관리하고있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이 교육 받고자 히는 응급 처치가 한정되어

있지만，그러한 응급처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구급대원에 의해

시행되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처치들 분석한 결과，산소요법

(25.7%) ，출혈압박 (16.4%) ，기도유지 (15.9%) ，부목고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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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처치 (5.3%) 등이 있으며，이러한 응급처치가 펼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가 시행된 경우는 41.5%에 불과했으며， 응급

처치가 시행된 환자 중에 적절한 처치가 시행된 경우는 58.0%이
었디4)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병원 전 응급처치 중 산소 요뱀의

경우，38.1%의 경우 처치가 펼요했으나，이 중 41.6%에서만 처치

가 이루어졌고，정확하게 시행된 경우는 93.8%였다 또한，정맥혈

관 확보가 멸요했던 경우는 40.6%，섬전도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23.3%이었으나，처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병원전 처치의 수준이 낮고，응급처치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아

미흡하고，구급차의 장비 보유 현황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이의 개선을 위해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을 강화송F는
교육을 통해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전문응급구조사 교육을 위한

다잉댄f 프로그램 개발，구급차 내 심전도， 제세동기， 기관삽관

장비 등의 장비 보충 및 특수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5)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구급대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처럼 실습

과정을 통한 개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한 연구

에서 토론을 포함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적합한 응급처치 시행률

을 84%에서 89%로 높이고，부적함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16%에
서 11%로 낮추는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한 것처럼 다른 형태의

교육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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