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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TABSTRATABSTRATABSTRAT

    The The The The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and and and and Related Related Related Related Factors Factors Factors Factors of of of of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Treatment Treatment Treatment Treatment by by by by 

Some Some Some Some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Medical Medical Medical Medical Technician Technician Technician Technician (EMT)(EMT)(EMT)(EMT)

                                                                                        by Sang Gil Jeong 

                      Directed by Prof. Ki-Soon Kim, MD, MPH, Ph. 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o find the frequency and related factors of emergency treatment b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a questionnaire survey was made 

toward 80 EMTs who participated in continuing education class for EMTs 

performed during the period of June 25th to June 26th, 2008 and 53 EMT 

employed at 119 first aid teams of fire station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Mokpo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 frequency of 23 items of emergency treatment by EMT was 

197.9±665.9 times a year, but the variations of frequencies among subjects 

were very big. The majority did not perform some item of emergency 

treatment, while some EMTs performed many times.

  2. As one item of primary evalu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the 

average frequency of intravenous (IV) linkage was 197.9±665.9 times a 

year, and the frequen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with sex 

(P<0.01), institution employed (P<0.10) and the importance recognition of 

this item (P<0.05).

  3. As one item of secondary evalu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the 

average frequency of monitoring  by electro-cadiogram(ECG) was  

374.9±1,341.7 times a year and the frequency was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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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with sex. Female EMTs performed more frequently than male.

  4. The factors related with 11 items of primary evalu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was sex (P<0.10), marital status (P<0.10), the grade of EMT 

certification (P<0.10), and the confidency of primary evalu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P<0.10).

  5.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with 12 items of secondary evaluation 

and emergency treatment was the grade of EMT certification (P<0.001), 

resident area (P<0.10), and the experience of guidance by doctors (P<0.10). 

  6.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with overall 23 items of emergency 

treatment was resident area (P<0.05) and the grade of EMT certification 

(P<0.001).

  In conclusion to keep the appropriate frequency of emergency treatment 

practice by EMT, active efforts to promote the importance and confidence 

recognition of EMT with more guidance from doctors are necessary, 

especially toward male EMT, EMT who has 2nd class certification, and 

EMT who works in small city or rural  area. Also continually appropriate 

evaluation and analysis about the emergency treatment practice by EMT are 

required.

Key Key Key Key words words words words : : : : EMT, EMT, EMT, EMT,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of of of of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emergency treatment, treatment, treatment, treatment, Related Related Related Related FactorsFactorsFactors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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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응급처치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제공받아야할 공공의료서비스이자 

응급의료서비스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자

원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응급환자의 생존여부는 응급상황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의 신속한 이송, 병원내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진

국에서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약 10~20% 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997~1998년 50.4%에서 2003 ~ 2004년에는 39.6% 로 10.8%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1)2)
.

  외상에 의한 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의 발생시 신속한 치료 또는 이송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응급구조사나 의사등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적

시에 이루어지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늦어지면 늦어 질 수록 사망률은 증가 할 것

이다
3)
.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예방가능한 사망 발생의 원인이 된 치료 과정상의 문제점

을 발생장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응급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59.1% 이고 병원전 

직접 이송단계가 1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급의료체계에 속하는 응급실 

단계, 병원 전 직접 이송단계, 병원 간 이송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모두 구조적 

요인보다는 과정적 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과정적인 요인 속에서

의 응급구조사 역할이 중요 할 것이다
1)4)

.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상당수가 중증 환자이므로 병원 간 전원시 이송중 적정의 

응급처치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병원 간 전원의 경우 

대부분은 의료기관에 속한 응급구조사에 의해 응급처치가 제공되고 있고 그 업무 

영역이 보건 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

관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일정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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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1조 및 시행규칙 제 33조,)
5)
.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방서 관할 119구급대 역할은 신고체계의 편리성과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할 수 있는 긴급 출동체계등을 갖추고 있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료화라는 장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

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송이 주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의 처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

다6)7)8)
. 이는 현장에서의 전문 응급처치 또는 기본 응급처치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병원 전 응급처치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

고 있는 의료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이송단계에서 상당부

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에 속한 응급구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응급처치 

제공실태와 관련 요인을 찾아 개선점을 강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코저 하였고 

일부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시행한 응급처치 항목별 년 간 시행빈도를 파악하고 응

급처치 시행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코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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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전남지역 의료기관, 산업장 및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종

사하는 응급구조사로서 2008년 6월 25-26일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주최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참여한자 191명중(출처: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본 연

구를 위해 시행한 조사에 응답한 80명(41.9%)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목포시 관할 소

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234명중(출처:2005.12.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연구자

가 2008년 7월 한달간 119 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

한 후 응답한 53명(22.6%)으로서 합하여  총 133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B. 자료 수집방법

 사전에 미리 기획 제작된 조사표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시 배부하여 여가시간에 

본인들이 직접 응답 기록하게 하였으며 119구급대원은 연구자가 소방서를 방문하

여 조사표를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 발송하여 응답케 한 후 수집하였다.

C. 조사표 내용

 

 1. 조사항목

  조사표에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특성 6개문항, 직업적 특성 11개문항, 응급구조

사의 응급처치 23개 항목별 실시횟수, 23개 항목별 중요성 인식도, 23개 응급처치 

항목별 수행에 대한 자신감, 23개 응급처치 항목별 시행후의 만족감이 포함되었다.

 

 2. 일반적특성

  일반적특성에 대한 변수는 6개 항목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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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를 포함하였다.

 3.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에 대한 변수는 11개 항목으로서 응급구조사 자격 급수, 응급구조사

로서의 실무경력기간, 근무기관, 월 급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서 인식여부, 응급구

조사 업무지침 활용 여부, 지시경험 여부, 의료지도 이용 경험, 소속 기관장으로부

터 수상 여부, 응급처치 시행에 따른 법적보장에 대한 인식도, 응급처치 시행에 대

한 피거부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 하였고, 직업적 전문성을 유지키 위한 노력과 직

무 충성도를 조사하는 5개 항목(각 항목별 4점 척도)으로 구성 하였다.

 4. 응급처치 시행 항목

  응급구조사에게 법적으로 시행이 허용된 응급처치  항목은 “응급의료에 관한법

률의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된 21개 항목과 특수 구급차 필수 장비의 사용에 

관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3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23개 항목 중 응급구조사 1급에게만 허용되는 항목은 12개 항목이며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에게 공히 허용되는 항목 11개 이었다(표1-1).

 5. 응급처치 관련 항목

  (1) 응급처치 항목별 횟수는 하루당, 주당, 월당, 년당 횟수를 응답자 편리하게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후 년 간 실시횟수로 환산하였다.

  (2) 응급처치 항목별 중요성 인식도는 생명의 위협은 매우적다 1점, 생명의 위협

이 적다 2점, 생명의 위협은 크다 3점, 생명의 위협이 매우크다 4점 척도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점수가 클 수록 중요성 인식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였다.

  (3) 응급처치 항목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전혀 자신이 없다 1점, 약간 자신이 

없다 2점, 약간자신이 있다 3점, 매우 자신 있다 4점 척도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점수가 클수록 자신감이 많은 것을 나타내게 하였다.

  (4) 응급처치 시행의 만족감은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만족 3점, 매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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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4점 척도중 하나를 선택케 하여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였다.

        표표표표1-1. 1-1. 1-1. 1-1.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항목항목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수 항목내용

1차 평가  기도유지 4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사용,

 및 처치 구강내 이물질제거, 기도기 사용

호흡보조 2 인공호흡기 사용, 산소 투여

순환보조 5 쇼크시 수액투여, 정맥로확보,

자동 제세동기 사용, 쇼크방지용 하

의 사용, 기본 심폐소생술 시행

소계 3항 11개항목

2차 평가 약물투여 7 nitroglycerine 투여,

 및 처치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트로핀 투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리도케인 투여,

기관지확장제 투여, 저혈당 혼수시 포

도당 주입

외상처치 2 지혈 및 창상처치, 부목및 고정

모니터링 3 생체징후 감시, 산소포화도 측정,

심전도 감시

소계 3항 12개항목

총계 6항 23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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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으로 처리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변수 중 종속변수는 23개 항목별 년 간 실시횟수를 환산한 후 5개의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는데 이중에는 단일 항목으로서는 일차 평가 및 처치 중 1개 항목인 정맥

로 확보(IV), 이차 평가 및 처치 중 1개 항목인 심전도 감시(ECG monitoring)를 

선택하였으며 일차평가 및 처치 11항목의 합계, 이차평가 및 처치 12항목의 합계

와 더불어 23개 항목 전체 항목의 합계에 대하여 각각 년 간 실시 횟수를 구하여 

연속변수로 처리 하였다.

  23개 각 항목별 실시횟수의 대표치로서 평균치, 중앙치, 범위를 구하였더니 대부

분의 항목에서 지난 1년동안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는 자가 가장 많고 일부 소수의 

대상자는 년 간 실시 횟수가 매우 많아 왼쪽으로 치우치는 poisson분포 형식을 취

하여 빈도에 1을 더하여 log값으로 치환한 후 정규분포에 가까운 양상이 나오도록 

조정하여 관련성을 분석할 때 종속변수로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

  (1) 독립변수 중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 녀로 범주화), 연령(29세 이하, 30-39

세, 40세 이상으로 범주화), 학력(고졸,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 이

상 졸업으로 범주화), 결혼상태(미혼,기혼으로 범주화), 종교(없음, 기독교, 불교와 

카톨릭으로 범주화), 거주지(광역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으로 범주화), 이상 6개 모

두 범주형으로 처리 하였다.

  (2) 직업적 특성은 자격(1급과 2급으로 범주화), 경력기간(1년미만, 1년 초과와 

2년 이하, 2년 초과와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범주화), 근무기관(119구급대와 의

료기관, 기타기관으로 범주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서 인지도 항목은(안다와 모른

다로 범주화), 응급처치시 응급구조사 지침활용 여부(활용한다와 안한다로 범주화), 

응급처치시 의사에 의한 지시경험 여부(있다와 없다로 범주화), 의료지도 이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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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있다와 없다로 범주화), 응급환자 처치후 소속 기관에서 수상 여부(있다와 없

다로 범주화),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장 인식도(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로 

범주화), 응급처치시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피 거부 경험은(있다와 없다로 범주

화), 이상 16개 항목은 명목변수로, 직업적 전문성 유지위한 노력 또는 직무 충성

도를 묻는 5개 항목은 각 항목별 4점 척도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구하여 연속변

수로 처리하였다.

  (3) 23개 각 항목에 대해 각 4점 척도로 응답이 이루어진 중요성 인식도, 수행

에 대한 자신감, 시행후의 만족감은 응급처치 각 항목의 평점을 구하여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련성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단변량 분석에서의 관련성을 1차적으로 t 검정, 

ANOVA를 실시하여 기각력이 P<0.10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여 선정하였다.

  (2) 최종분석 목표인 2개 단일 항목과 2개 대분류 항목 및 전체 항목 도합 5개 

항목별 년 간 실시횟수(종속변수)에 관련된 요인(독립변수)의 단변량 분석에서 5개 

항목별로 유의하다고 선정된 변수를 선정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기각력 P<0.10인 요인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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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7명(50.4%)이었으며 여자 66명(49.6%)이었다. 연령은 29

세 이하 67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53명(39.8%), 40세 이상 13명

(9.8%)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8명(6.0%), 대학졸업(2-3년제) 103명

(77.4%)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4년제)이상은 22명(16.5%)이었다. 결혼상태는 미

혼 74명(55.6%)이었고 기혼 59명(44.4%)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7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40명(30.1%), 불교 8명(6.0%), 카톨릭 10명(7.0%)을 차지하

였다. 거주지는 광역시 71명(53.4%)이었고 중소도시 36명(27.1%), 농촌 지역 26

명(19.5%)이었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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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1-2. 1-2. 1-2. 1-2.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변수 구분
          대상자수(%)

(n=133)

성별 남자 67(50.4)

여자 66(49.6)

연령(세) -29 67(50.4)

30~39 53(39.8)

40+               13( 9.8)

학력 고졸                8( 6.0)

대학졸(2-3년제) 103(77.4)

대학교(4년제 이상) 22(16.5)

결혼상태 미혼 74(55.6)

기혼 59(44.4)

종교 없음 75(56.4)

기독교 40(30.1)

불교 8( 6.0)

가톨릭 10( 7.0)

거주지 광역시 71(53.4)

중소도시 36(27.1)

농촌 2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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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업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113명(85.0%)으로 많았고 2급 응급구조사 

20명(15.0%)이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근무경력은 1년 이하 1명(0.9%), 1~2년 45

명(40.5%), 2~3년 미만 13명(11.7%), 3년 이상 52명(46.8%)이었다.

  근무기관은 119구급대 53명(40.2%), 의료기관 67명(50.8%), 기타기관 12명

(9.1%)이었다. 월 급여수준에서는 150만원 미만 41명(31.3%), 150~200만원 미만 

30명(22.9%), 200~250만원 미만 25명(19.1%), 250~300만원 미만 25명(19.1%), 

300만원 이상 10명(7.6%)이었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서 인식에 대한 물음에서는 안다 116명(89.9%), 모른다 13

명(10.1%)로 대부분 지침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구조사 업

무 지침서를 활용한다 81명(65.3%)이었고 안한다 43명(34.7%)이었다. 의사로부터 

응급처치 지시경험에 대한 물음에서는 있다 55명(47.0%), 없다 62명(53.0%)이었

고 의료지도 이용 경험에서는 있다 42명(35.6%), 없다 76명(64.4%)이었다. 법적보

장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82명(66.1%)를 차지해

서 법적보호를 받는다는 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응급환자 처치에 대해 환자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 62명(51.2%)

이었고 없다 59명(48.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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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1-3. 1-3. 1-3. 1-3.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특성특성특성특성

특성 
대상자수 (%)

(n=133)

자격 1급 응급구조사 113(85.0)

2급 응급구조사 20(15.0)

경력(년) ~1 1( 0.9)

1~2 45(40.5)

2~3 13(11.7)

3~  52(46.8)

근무기관 119구급대 53(40.2)

의료기관 67(50.8)

기타 12( 9.1)

월 급여 ~150만원 41(31.3)

150~200만원 미만 30(22.9)

200~250만원 미만 25(19.1)

250~300만원 미만 25(19.1)

300만원~ 10( 7.6)

업무지침서 안다 116(89.9)

인식여부 모른다 13(10.1)

지침활용 한다 81(65.3)

여부 안한다 43(34.7)

지시경험 있다 55(47.0)

없다 62(53.0)

의료지도 있다 42(35.6)

이용경험 없다 76(64.4)

수상여부 있다 9( 7.5)

없다 111(92.5)

응급처치에 그렇지 않다 82(66.1)

대한 법적보장 보통이다 36(29.0)

인식 그렇다 6(4.8)

응급처치 있다 62(51.2)

피 거부경험 없다 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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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 및 직무충성도

  조사대상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직무충성도를 평가한 5개 항목의 응

답결과는 표1-4와 같다.

  대상자들의 지식함양을 위한 전문서적 독서항목은 총 116명이 응답 하였고 응답

자의 평점은 4점 척도중 평균 2.5±0.7점이었으며 연수 및 학회참여에 대한 노력은 

평균 2.4±0.7점,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긴다 평균 2.4±0.8점, 직업에 대한 사

명감 평균 3.2±0.6점이었고 응급구조사로서의 헌신하는 것에 대한 보람 평균 

3.3±0.6점으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응급구조사로서 헌신하는 것에 높은 점수

를 부여 했다. 5개 항목 전체는 평균 2.9±0.5점 이었다(표1-4).

    표표표표1-4. 1-4. 1-4. 1-4. 조사대상자들의 조사대상자들의 조사대상자들의 조사대상자들의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유지를 유지를 유지를 유지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노력 노력 노력 노력 및 및 및 및 직무충성도직무충성도직무충성도직무충성도

                         단위 : 점

항목
평균±표준편차(범위)

(n=116)

전문서적 독서 2.5±0.7(1-4)

연수 및 학회 2.4±0.7(1-4)

직업성 2.4±0.8(1-4)

사명감 3.2±0.6(1-4)

헌신성 3.2±0.6(1-4)

총 평점  2.9±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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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대상자의 응급처치 항목별 실시횟수

 1. 일차 평가 및 응급처치 실시횟수

 

  1차 평가 및 응급처치 실시횟수의 평균±표준편차, 중앙치 및 범위는 표2-1과 

같다. 응급구조사들의 년 간 기관내 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처치는 년 평균 

3.9±23.8회이고 후두마스크 삽관(laryngeal mask airway)은 년 평균 3.2±19.7

회, 기도기 사용(OPA/NPA)은 년 평균 134.2±562.4회이었고 구강내 이물질제거

(suction)는 년 평균 139.2±448.5회 이었다. 기도유지(airway) 4개 항목은 년 평

균 282.7±812.6회로 나타났다.

  호흡보조 처치에서 인공호흡기 사용은 년 평균 46.9±131.9회 산소투여는 년 평

균 462.9±1,338.6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호흡보조 2개 항목의 년 

평균 실시 횟수는 510.1±1,348.6회 이었다.

  순환보조 처치에서 쇼크시 수액투여는 년 평균 53.5±253.7회, 정맥로 확보

(IV)197.9±665.9회, 자동제세동기(AED attach) 사용은 년 평균 15.8± 59.7회, 쇼

크방지용 하의(MAST) 사용은 년 평균 2.3±22.7회 기본심폐소생술(CPR)은 년 평

균 81.1±312.0회, 순환보조 5개 항목에 대한 처치는 년 평균 351.6±863.9회로 

나타났고, 1차 처치 전체 항목의 응급처치 횟수는 년 평균 1,152.0±2,372.8회의 

빈도를 보였다. 

  일차 평가 및 응급처치 11개 항목중 7개 항목의 중앙치는 0회 이었고 기도기 사

용(airway)의 중앙치는 5회, 산소투여(oxygen)의 중앙치는 148회, 기본심폐소생술

(CPR)의 중앙치는 12회 이었다(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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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2-1. 2-1. 2-1. 2-1. 일차평가 일차평가 일차평가 일차평가 및 및 및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년 년 년 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실시횟수실시횟수실시횟수실시횟수

대분류 중분류 처치항목  평균(표준편차) 중앙치
범위

(최소-최대)

1차처치
기도

유지
기관내 삽관    3.9(  23.8) 0   0-261 

후두마스크 사용   3.2(  19.7) 0   0-156 

기도기 사용 134.2( 562.4) 5   0-6,000

구강내 이물질제거 139.2( 448.5) 12   0-3,915 

4개항목 전체  282.7( 812.6)  24.0   0-6,228

호흡

보조
인공호흡기 사용   46.9( 131.9) 0   0-783  

산소투여  462.9(1,338.6) 148   0-13,050

2개항목 전체  510.1(1,348.6) 156   0-13,050

순환

보조
쇼크시 수액투여 53.5( 253.7) 0   0-2,610

정맥로확보 197.9( 665.9) 0   0-5,220

자동제세동기 사용 15.8(  59.7) 0   0-480 

쇼크방지용하의 사용  2.3(  22.7) 0   0-261  

기본심폐소생술 시행 81.1( 312.0) 12   0-3,120

5개항목 전체 351.6( 863.9) 24.0   0-5,284

전체 1,152.0(2,372.8) 259.0   0-1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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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차평가 및 응급처치 실시횟수

  응급구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nitroglycerin(NTG)투여는 년 평균 28.5±92.9회,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년 평균 115.7±468.6회, 아트로핀 투여는 년 평균 

38.3±239.2회, 항히스타민제 투여는 년 평균 57.5±236.6회, 리도케인 투여는 년 

평균 105.5±538.0회, 기관지 확장제 투여는 년 평균 49.0±257.9회, 저혈당 혼수

시 포도당주입은 년 평균 29.8±90.9회로 약물(drug)에 대한 응급처치는 년 평균 

423.3±1,282.6회로 나타났다. 지혈 및 창상(wound care)의 응급처치는 년 평균 

389.2±936.2회, 부목 및 고정(immobilization)은 년 평균 246.5±525.4회로 2개 

항목의 평균은 년 평균 635.7±1,360.3회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생체징후(vital sign check) 년 평균 786.3±2,656.8회로 

가장 많았고, 산소포화도 측정(SPO₂)은 년 평균 539.4±1,416.6회, 심전도 감시

는(ECG monitoring) 년 평균 374.9±1,341.7회로 모니터링 3개 항목 전체 년 평

균 1,703.2±3,930.7회로 2차 처치 항목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차 평가 및 응급처치 12개 항목중 약물투여 7개 항목에서의 중앙치는 0회로 

상당수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혈 및 창상처치(wound care)의 중

앙치는 72회, 부목 및 고정의 중앙치는(immobilization) 52회, 생체징후 감시(vital 

sign check)의 중앙치는 112회, 산소포화도 측정(SPO₂)의 중앙치는 80회, 심전

도 감시(ECG monitoring)의 중앙치는 12회로 조사되었다(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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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2-2. 2-2. 2-2. 2-2. 이차평가 이차평가 이차평가 이차평가 및 및 및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년 년 년 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실시횟수실시횟수실시횟수실시횟수

                                                            단위 : 횟수

대분류 중분류 처치항목 평균(표준편차) 중앙치
범위

(최소 -최대)

2차처치
약물

투여
NTG  28.5(  92.9) 0    0-783 

비마약성 진통제 115.7( 468.6) 0    0-3,915

아트로핀  38.3( 239.2) 0    0-2,610

항히스타민제  57.5( 236.6) 0    0-1,827

리도케인 105.5( 538.0) 0    0-1,827

기관지확장제  49.0( 257.9) 0    0-2,610

저혈당혼수시 

포도당주입
 29.8(  90.9) 0    0-783 

7개항목 전체 423.3(1,282.6)   1.0    0-8,403

외상

처치
지혈및 창상처치 389.2( 936.2) 72     0-7,830 

부목및 고정  246.5( 525.4) 52    0-2,610 

2개항목 전체  635.7(1,360.3) 144    0-9,135 

모니

터링
생체징후 감시 786.3(2,656.8) 112    0-26,100

산소포화도 측정 539.4(1,416.6)  80    0-13,050

심전도 감시 374.9(1,341.7)  12    0-13,050

3개항목 전체 1,703.2(3,930.7)   425.5    0-26,361

전체 2,762.2(5,517.5)   779.0    0-3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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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부 대표적 응급처치 항목과 대분류 항목별 실시횟수의 대표치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항목별 년 간 실시횟수가 23개 항목 중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자가 많았으며 일부 대상자의 년 간 실시횟수가 매우 많아 평균치, 중앙치 모

두 본 연구를 위한 대표치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별 년 간 실시

횟수빈도에 1을 더하여 log값으로 치환한 후 정규분포에 가까운 양상이 나오도록 

조정하여 종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3)과 같다.

표표표표2-3. 2-3. 2-3. 2-3.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및 및 및 및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년 년 년 년 간 간 간 간 실시횟수의 실시횟수의 실시횟수의 실시횟수의 대표치대표치대표치대표치

항      목  

실 제 값 log 값

평균(표준편차) 중앙치 범위
평균(표준편

차)
범위

단일 

항목

정맥로확보  197.9( 665.9) 0 0- 5,220 1.5(2.6) 0~8.6

심전도감시  374.9(1,341.7) 12 0-13,050 2.8(2.8) 0~9.5

대분

류

항목

1차처치 1,152.0(2,372.8) 259.0 0-18,686 4.8(2.9) 0~9.8

2차처치 2,762.2(5,517.5) 779.0 0-33,877 5.5(3.6) 0~10.4

전체항목 3,936.2(7,592.4) 1,299.0 0-52,563 5.9(3.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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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사대상자들의 특성과 년 간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관련

성

 1. 일반특성과 년 간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들의 년 간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일반특성과의 관련성은 표3-1과 같

다. 

  조사대상자들의 년 간 응급 처치 실시횟수와 관련된 요인은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중 대표로 세운 정맥로 확보에 대해서는 여자군에서 남자군 보다 유의하게

(P<0.001) 더 많이 시행하고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0-39세와 40세 이상군 보다 

유의하게(P<0.001)더 많이 시행 하였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군에서 기혼군

보다 유의하게(P<0.001)더 많이 시행 하였으며 거주지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군에

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군보다 유의하게(P<0.10)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급 응급구조사의 직무 중 대표로 세운 항목인 심전도 감시에서는 성별

(P<0.001), 연령(P<0.001), 학력(P<0.10), 결혼상태(P<0.001), 거주지역(P<0.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조사되었다. 

  1차 평가 및 처치 항목 합계에 대해서는 성별(P<0.10), 학력(P<0.05), 결혼상태

(P<0.05), 거주지(P<0.05)가 유의한 변수 였으며 2차 평가 및 처치항목 합계와 23

개 항목 전체의 년 간 실시횟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차이가 난 

변수는 거주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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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3-1. 3-1. 3-1. 3-1.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과 일반특성과 일반특성과 일반특성과 년 년 년 년 간 간 간 간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단위 :횟수

* * * * P<0.10    P<0.10    P<0.10    P<0.10    ⁑⁑⁑⁑        P<0.05     P<0.05     P<0.05     P<0.05     ††††    P<0.01    P<0.01    P<0.01    P<0.01    ‡‡‡‡    P<0.001P<0.001P<0.001P<0.001

※※※※    실시 실시 실시 실시 횟수 횟수 횟수 횟수 : : : : 로그 로그 로그 로그 환산치로 환산치로 환산치로 환산치로 실제 실제 실제 실제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값값값값((((ХХХХ))))의 의 의 의 eeeeˣxxx-1-1-1-1임임임임

변수 구분(n)

 실시횟수※ 년 평균(표준편차)

정맥로확보 심전도감시 1차처치 2차처치 전체처치

성별 남자(67)

여자(66)

0.6(1.6)‡‡‡‡

2.4(3.0)

2.0(2.5)‡‡‡‡

3.5(2.8)

4.3(2.8)****

5.3(3.0)

5.0(3.1)

5.8(3.5)

5.4(3.2)

6.4(3.7)

연령

(세)

-29(66)

30-39(53)

40+(13)

2.3(3.1)‡‡‡‡

0.6(1.6)

0.7(1.3)

3.8(2.9)‡‡‡‡

1.9(2.5)

1.2(1.6)

5.2(3.2)

4.7(2.5)

3.7(2.8)

5.8(3.6)

5.4(3.1)

4.0(2.9)

6.1(3.7)

5.9(2.9)

4.4(3.2)

학력 고졸(8)

대졸3년(102)

4년제이상(22)

0.0(0.0)

1.6(2.7)

1.3(2.1)

0.7(1.1)****

2.9(2.8)

2.5(2.8)

2.3(2.6)⁑⁑⁑⁑

5.0(2.8)

4.7(3.2)

3.5(3.2)

5.7(3.3)

5.0(3.4)

3.7(3.3)

6.1(3.3)

5.5(3.7)

결혼

상태

미혼(74)

기혼(59)

2.3(3.0)‡‡‡‡

0.4(0.4)

3.7(2.9)‡‡‡‡

1.6(2.1)

5.3(3.1)⁑⁑⁑⁑

4.2(2.6)

5.8(3.6)

4.9(3.0)

6.3(3.8)

5.4(3.0)

종교 없음(74)

기독교(40)

불교(8)

카톨릭(10)

1.5(2.6)

1.3(2.6)

1.7(2.5)

1.0(2.3)

2.7(2.7)

2.6(2.7)

3.9(2.7)

3.2(3.8)

4.9(2.9)

4.7(2.9)

5.0(2.6)

4.2(3.7)

5.4(3.4)

5.4(3.4)

5.9(2.7)

5.3(3.9)

6.0(3.3)

5.7(3.4)

6.3(2.8)

5.5(4.2)

거주지 광역시(70)

중소도시(36)

농촌(26)

1.8(2.7)****

0.7(2.0)

1.5(2.8)

3.4(2.7)⁑⁑⁑⁑    

2.3(2.9)

1.7(2.6)

5.3(2.6)⁑⁑⁑⁑

4.8(2.9)

3.6(3.4)

6.2(3.0)⁑⁑⁑⁑

5.3(3.3)

3.9(3.9)

6.5(2.9)⁑⁑⁑⁑

5.7(3.3)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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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업적 특성과 년 간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년 간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관련성은 표3-2와 

같다. 

  단일 항목인 정맥로 확보(IV) 항목에서는 자격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2급  응급

구조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01)많았고 실무경력기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P<0.05) 차이가 있었다. 근무기관에서는 119구급대에 비해 의료기

관과 기타군에서 유의하게(P<0.001)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구

조사의 업무지침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활용하는 자보다 활용하지 않는 군에서 더 

많이(P<0.10) 시행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심전도 감시에서는 실무경력(P<0.05), 근무기관(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차 평가 및 응급처치 항목에 관련된 요인은 자격(P<0.001), 의사로부터 지시경

험 여부(P<0.05), 의료지도 이용 경험(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2차 평가 및 응급처치 항목과 관련된 요인은 자격(P<0.01), 의사로부터 지시 경

험 여부(P<0.01), 의료지도 이용 경험(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조

사되었다. 

  전체 23개 항목에서는 자격(P<0.001), 의사로부터 지시 경험여부(P<0.05), 의료

지도 이용 경험(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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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3-2. 3-2. 3-2. 3-2.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자의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특성과 년 년 년 년 간 간 간 간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실시횟수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단위 : 횟수  

* * * * P<0.10    P<0.10    P<0.10    P<0.10    ⁑⁑⁑⁑    P<0.05     P<0.05     P<0.05     P<0.05     ††††    P<0.01    P<0.01    P<0.01    P<0.01    ‡‡‡‡    P<0.001P<0.001P<0.001P<0.001

※※※※    실시 실시 실시 실시 횟수 횟수 횟수 횟수 : : : : 로그 로그 로그 로그 환산치로 환산치로 환산치로 환산치로 실제 실제 실제 실제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실시횟수는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값값값값((((ХХХХ))))의 의 의 의 eeeeˣxxx-1-1-1-1임임임임    

변수 구분(n)
실시횟수※ 년 평균(표준편차)

정맥로확보 심전도감시 1차처치 2차처치 전체처치

자격 1급(112)

2급(20)

1.6(2.7)‡‡‡‡

0.0(0.3)

3.1(2.8)

0.8(1.5)

5.2(2.8)‡‡‡‡

2.6(2.7)

5.8(3.3)††††

3.3(3.0)

6.3(3.2)‡‡‡‡

3.5(3.3)

경력

(년)

-1(1)

1.1-2.0(44)

2.1-2.9(13)

3+(52)

0.0(0.0)⁑⁑⁑⁑

2.6(3.1)

1.9(3.2)

0.6(1.5)

0.0(0.0)⁑⁑⁑⁑

3.8(2.8)

3.2(3.5)

2.2(2.5)

0.0(0.0)

5.2(3.1)

4.7(3.7)

4.8(2.7)

0.0(0.0)

5.8(3.5)

5.4(4.2)

5.4(3.2)

0.0(0.0)

6.2(3.6)

6.0(4.0)

5.9(3.1)

근무

기관

119(53)

의료기관(67)

기타(12)

0.2(0.5)‡‡‡‡

2.3(2.9)

2.2(3.9)

2.2(2.1)* * * * 

3.3(3.1)

2.0(3.0)

5.0(2.1)

4.8(3.3)

3.6(4.1)

6.1(2.3)

5.2(3.8)

4.2(4.5)

6.4(2.3)

5.7(3.7)

4.5(4.8)

월급여 -150만원(41)

150-200(30)

200-250(25)

250-300(25)

300+(10)

2.3(3.2)⁑⁑⁑⁑

1.8(2.8)

0.9(1.9)

0.3(0.7)

0.8(1.8)

3.5(2.9)

2.2(3.2)

2.9(2.8)

2.5(1.8)

2.1(2.7)

4.8(3.2)

4.2(3.6)

5.3(2.6)

5.3(1.6)

4.3(2.9)

5.4(3.8)

4.4(4.1)

6.1(2.8)

6.391.7)

5.2(2.7)

5.8(3.8)

5.0(4.1)

6.6(2.9)

6.7(1.7)

5.6(2.8)

업무

지침

안다(116)

모른다(13)

1.4(2.5)

1.4(2.3)

2.8(2.8)

2.0(2.2)

4.9(2.9)

4.1(3....1)

5.7(3.3)

4.6(3.2)

6.1(3.3)

5.2(3.5)

지침

활용

한다(81)

안한다(43)

1.1(2.2)****

2.0(3.1)

2.9(2.7)

2.7(2.9)

5.1(2.8)

4.6(3.1)

5.9(3.1)

5.3(3.4)

6.2(3.2)

5.8(3.4)

지시

경험

있다(55)

없다(61)

1.1(2.1)

1.9(3.0)

3.5(2.6)* * * * 

2.6(2.9)

5.7(2.2)⁑⁑⁑⁑

4.6(3.2)

6.7(2.3)††††

5.2(3.5)

7.1(2.4)⁑⁑⁑⁑

5.7(3.6)

의료

지도

있다(42)

없다(75)

1.4(2.5)

1.7(2.8)

3.6(2.6)* * * * 

2.7(2.9)

6.1(1.9)††††

4.7(1.9)

7.1(2.3)‡‡‡‡

5.3(3.3)

7.5(2.0)‡‡‡‡

5.8(3.3)

수상 있다(9)

없다(110)

0.0(0.0)‡‡‡‡

1.6(2.7)

1.9(1.8)

3.0(2.9)

5.6(2.2)

5.0(2.8)

6.4(1.3)

5.8(3.2)

6.9(1.4)

6.3(3.2)

법적

보장

그렇지않다(82)

보통이다(35)

그렇다(6)

1.2(2.4)

1.8(2.9)

0.7(1.6)

2.8(2.7)

3.1(3.9)

1.4(2.2)

4.9(2.7)

5.2(3.2)

3.4(2.7)

5.7(3.1)

5.8(3.6)

4.6(3.6)

6.1(3.1)

6.2(3.6)

4.7(3.7)

피거부

경험

있다(62)

없다(58)

1.4(2.6)

1.6(2.6)

3.0(2.8)

2.9(2.8)

5.3(2.5)

4.8(3.1)

6.2(2.8)

5.4(3.5)

6.6(2.9)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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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년 년 년 년 간 간 간 간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인식도인식도인식도인식도, , , , 자신감자신감자신감자신감, , , , 만족도와만족도와만족도와만족도와

의 의 의 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응급처치 항목별 년 간 실시횟수와 응급처치 중요성 인식도, 자신감,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Pearson 상관계수는 표3-3과 같다.

  정맥로 확보 항목에서는 중요성 인식도, 응급처치 수행 자신감, 응급처치 수행후 

만족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01) 심전도 감시 항

목에서는 응급처치 수행 자신감(P<0.001) 응급처치 수행 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로 조사 되었다(P<0.01). 

  1차 평가 및 처치 항목에서는 응급처치 수행 자신감(P<0.10), 응급처치 수행후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보였으며(P<0.05), 2차 평가 및 처치 항목에서는 응급처

치 수행 자신감과 유의한(P<0.05) 관련성이 있었으며 전체 처치 항목에서도 응급

처치 수행 자신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P<0.10)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표표표3-3. 3-3. 3-3. 3-3.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대상자들의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중요성 인식도인식도인식도인식도, , , , 자신감자신감자신감자신감, , , ,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와의 와의 와의 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Pearson 상관계수)

* * * * P<0.10    P<0.10    P<0.10    P<0.10    ⁑⁑⁑⁑    P<0.05     P<0.05     P<0.05     P<0.05     ††††    P<0.01    P<0.01    P<0.01    P<0.01    ‡‡‡‡    P<0.001P<0.001P<0.001P<0.001

정맥로 확보 심전도 감시 1차처치 2차처치 전체처치

중요성

인식도

0.324‡‡‡‡ 0.046 -0.028 -0.122 -0.124

자신감 0.432‡‡‡‡ 0.325‡‡‡‡   0.175****   0.196⁑⁑⁑⁑   0.163****

만족도 0.361‡‡‡‡ 0.236††††   0.196⁑⁑⁑⁑  0.066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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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 또는 직무충성도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 또는 직무충성도와 응급처치 실시횟수

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Pearson 상관계수는 표3-4와 같았다.

 전문서적 및 논문독서 점수는 심전도감시(P<0.10), 1차처치(P<0.05), 2차처치

(P<0.05), 전체처치 항목(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나머지 

항목인 연수 및 학회 참석점수,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긴다(직업성)점수, 직업

에 대한 사명감(사명감)점수, 응급구조사로서 헌신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다

(헌신성)점수와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표표표3-4. 3-4. 3-4. 3-4.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유지를 유지를 유지를 유지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노력 노력 노력 노력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충성도와의 충성도와의 충성도와의 충성도와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Pearson 상관계수)

* * * * P<0.10    P<0.10    P<0.10    P<0.10    ⁑⁑⁑⁑    P<0.05     P<0.05     P<0.05     P<0.05     ††††    P<0.01    P<0.01    P<0.01    P<0.01    ‡‡‡‡    P<0.001P<0.001P<0.001P<0.001

정맥로 확보 심전도 감시 1차처치 2차처치 전체처치

전문서적 독서  0.126  0.177****   0.240⁑⁑⁑⁑   0.189⁑⁑⁑⁑   0.181****

연수및 학회  0.020 0.125  0.141  0.057  0.093

직업성 -0.046 0.088 -0.068 -0.131 -0.127

사명감  0.003 0.020 -0.126 -0.093 -0.115

헌신성  0.066 0.012 -0.067 -0.061 -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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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항목별 응급처치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1. 정맥로 확보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응급구조사의 병원전 응급처치 향상을 위한 직무중 전문심장소생술에 대비하여  

가장 민첩하게 실시해야 할 항목인 정맥로 확보(IV)에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회귀분석

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4-1과 같았다. 

  성별인 여자군에서 남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근무기

관은 의료기관이 119구급대와 기타 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10). 정맥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나타내

(P<0.05) 중요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실시횟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상의 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설명력은 65.9%이었다. 

  연령, 결혼상태, 학력, 거주지역, 자격, 실무경력, 지침활용 여부, 의사의 지시 경

험 여부, 의료지도 경험여부, 정맥로 확보에 대한 자신감, 정맥로 확보에 대한 만족

도에 따른 실시횟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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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4-1. 4-1. 4-1. 4-1. 정맥로 정맥로 정맥로 정맥로 확보확보확보확보(IV) (IV) (IV) (IV) 실시 실시 실시 실시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횟수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RRRR²²²²    = = = = 0.6590.6590.6590.659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BBBB tttt P P P P 값값값값

상수 -0.057 -0.015 0.988

성별 여자/남자  1.661  2.708 0.0090.0090.0090.009

연령(세) -0.110 -1.048 0.299

학력 3년제대졸/고졸  0.262  0.167 0.868

대학이상/고졸  0.310  0.391 0.697

결혼상태 미혼/기혼  0.066  0.089 0.930

거주지 중소도시/광역시  -0.539 -0.886 0.379

농촌/광역시   0.901  1.176 0.244

자격 1급/2급  0.386  0.372 0.711

실무경력(년)  0.054  0.417 0.679

근무기관 119구급대/기타 -0.985 -1.220 0.227

의료기관/기타  1.754  1.912 0.0610.0610.0610.061

지침활용 한다/안한다 -0.691 -1.086 0.282

지시경험 있다/없다 -0.119 -0.188 0.852

의료지도 경험 있다/없다 -0.357 -0.547 0.587

정맥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
 0.715  2.372 0.0210.0210.0210.021

정맥로 확보에 대한 

자신감
 0.349  0.830 0.410

정맥로 확보에 대한 

만족도
 0.574  1.63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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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전도 감시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심전도 감시 실시횟수에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일 

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P<0.05)였다. 여자군에서 남자군보다 유

의하게 실시횟수가 많았다. 본 모형으로의 설명력은 44.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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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4-2. 4-2. 4-2. 4-2. 심전도 심전도 심전도 심전도 감시 감시 감시 감시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RRRR²²²²    = = = = 0.4400.4400.4400.440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BBBB tttt P P P P 값값값값

(상수) -1.088 -0.248 0.805

성별 여자/남자  1.506  2.205 0.0310.0310.0310.031

연령(세)  0.011  0.091 0.928

학력 3년제대졸/고졸  0.243  0.154 0.878

대학이상/고졸 -0.042 -0.048 0.962

결혼상태 미혼/기혼 -1.053 -1.243 0.218

거주지 중소도시/광역시 -0.478 -0.750 0.456

농촌/광역시 -0.106 -0.130 0.897

자격 1급/2급  0.907  0.749 0.456

실무경력(년) -0.136 -0.972 0.334

근무기관 119구급대/기타 -0.474 -0.533 0.596

의료기관/기타  0.762  0.705 0.483

지침활용 한다/안한다  0.334  0.492 0.625

지시경험 있다/없다  0.899  1.287 0.203

의료지도 경험 있다/없다 -0.002 -0.002 0.998

심전도 감시에 

대한 자신감
 0.450  0.945 0.348

심전도 감시에 

대한 만족도
 0.593  1.27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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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차평가 및 응급처치 항목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대상자들의 1차 평가 및 처치 실시횟수에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에서

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10) 높았으며 결혼상태

에서 미혼군이 기혼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10). 자격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2급 응급구조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1). 응급환

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도유지, 호흡보조, 순환보조 항목에서 1급 응

급구조사 군이 2급 응급구조사 군보다 유의하게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차처치 자신감 평점이 높을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10)많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표4-3). 본 모형으로의 설명력은 35.1%이었다.

        표표표표4-3. 4-3. 4-3. 4-3. 일차 일차 일차 일차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및 및 및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RRRR²²²²    = = = = 0.3510.3510.3510.351

 변  수 구  분 BBBB tttt P P P P 값값값값

(상수)  0.249  0.156 0.877

성별 여자/남자  0.949  1.819 0.0720.0720.0720.072

학력 3년제대졸/고졸  0.000  0.000 1.000

대학이상/고졸 -0.099 -0.153 0.878

결혼상태 미혼/기혼 -0.941 -1.805 0.0740.0740.0740.074

거주지 중소도시/광역시 -0.423 -0.766 0.446

농촌/광역시 -0.200 -0.299 0.765

자격 1급/2급  2.748  3.450 0.0010.0010.0010.001

지시경험 있다/없다  0.750  1.304 0.196

의료지도 경험 있다/없다  0.457  0.765 0.446

1차처치에 대한

자신감

 0.735  1.903 0.0600.0600.06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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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차평가 및 응급처치 항목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응급구조사의 직무중 2차 평가 및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요인

은 거주지, 자격, 의료지도 경험여부 였다. 거주지에서 중소도시 거주자가 광역시 

거주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10)많았으며 자격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에 

비해 1급 응급구조사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01)많았다(표4-4). 본 모

형으로의 설명력은 34.0%이었다.

        표표표표4-4. 4-4. 4-4. 4-4. 이차평가 이차평가 이차평가 이차평가 및 및 및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RRRR²²²²    = = = = 0.3400.3400.3400.340

변  변  변  변  수 수 수 수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BBBB tttt P P P P 값값값값

(상수)   0.963   0.688 0.493

거주지 중소도시/광역시 -1.155 -1.943 0.0550.0550.0550.055

농촌/광역시 -0.710 -0.954 0.342

자격 1급/2급   3.617   4.729 0.0000.0000.0000.000

지시경험 있다/없다   0.451   0.721 0.472

의료지도 경험 있다/없다   1.066   1.666 0.0990.0990.0990.099

2차처치에 대한 

자신감

  0.595   1.568 0.120



- 30 -

 5. 전체 응급처치 항목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 23개 항목 전체의 실시 횟수에 독립적으로 유의하

게 관련된 변수는 거주지와 응급구조사의 자격 이었다. 거주지가 중소도시 일 경우 

광역시 거주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적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이 1

급인 경우 2급 응급구조사보다 유의하게(P<0.001)많았다(표4-5). 본 모형으로의 

설명력은 32.8%이었다.

        표표표표4-5. 4-5. 4-5. 4-5.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실시횟수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

RRRR²²²²    = = = = 0.3280.3280.3280.328

 변  수 구  분 BBBB tttt P P P P 값값값값

(상수)   1.233   0.792 0.430

거주지 중소도시/광역시 -1.251 -2.045 0.0440.0440.0440.044

농촌지역/광역시 -0.661 -0.866 0.389

자격 1급/2급   4.003   4.967 0.0000.0000.0000.000

지시경험 있다/없다   0.471   0.734 0.465

의료지도 있다/없다   1.003   1.533 0.129

전체처치에 

대한 자신감

  0.524   1.24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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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응급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인력간에 적절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응급구조사는 특히 응급환자 발

생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응급환자의 시간한계와 관련

하여 응급구조사나 의사등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높이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는 다양해지고 증가 하는 추세

이다. 이에 맞춰 응급의료체계는 중앙응급의료 정보센터와 119구급대로 이원화 되

어있으며 현실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위주의 편의성, 단순이송 체계에

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일부 선행 연구3)에서

는 응급실단계에서의 문제점이 50%이었으며 병원전 직접이송 단계는 15%, 병원간 

이송단계는 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고려 할때 응급실 내부 문제 

다음으로 병원도착전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있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 병원에서는 병원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

치 수준과 직무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단순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소방서 119구급대에 근

무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응급처치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의 

응급처치 시행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코저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008년 6월 25-26일 사단법인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에서 주최하

는 보수교육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광주, 전남의 모든 응급

구조사들중 119구급대를 제외하고 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자는 년 1회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서 모든 대상자의 응답을 수집할 수 있다면 이 지역 응

급구조사들을 대표할 수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응급구

조사들의 사전에 계획된 강의를 받고 휴식 시간에 응답함으로 교육받은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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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만이 응답하여 선택 편견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교육중인 응급구조사외에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의 소방서 119구급대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

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부하여 스스로 응답케 한 후 회수 하

였는데 234명중 53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22.6%의 회수율을 보였으므로 역시 선

택 편견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두 그룹의 성격이 다른데 합하여 133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표값을 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응급

처치 시행횟수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년 간 응급처치 시행 횟수를 환산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응답자들이 편

리 하도록 시행횟수가 많은자는 하루 또는 주당 횟수를 기록케 한후 년 간 횟수를 

구하여서 기억소실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단점은 해소 할 수 있었으나 하루당인 

경우 일년 평균 근무일에 261을 곱하게 하거나 주당 횟수에 52를 곱하여 환산 하

였는데 역시 실제 보다 과다하게 환산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자들은 월간 횟수 또는 년 간 횟수를 기재토록하여 모두 년 간 횟수로 환산하였는

데 이 경우는 기억 상실로 인하여 과소 환산될 수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응급처

치 각 항목의 시행횟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23개 각 항목간

의 비교 또는 각 항목의 관련 요인 분석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행 횟

수가 여러 항목에서 전혀 없는자가 많은 한편 일부 응급구조사들은 매우 많은 빈

도의 시행횟수를 보여 대표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응급처치 시행횟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시행횟수에 1을 더한

후 log 환산치를 구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변환시킨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어 적용 하였다. 

  응급처치 시행횟수에 독립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분석된 요인으로서는 1급 

응급구조사만이 할 수 있는 정맥로 확보, 일차 평가 및 응급처치 11개 항목 모두 

성별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 응급구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의료기

관 근무자가 비교적 많은 시행횟수를 보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여성 응

급구조사들이 간호사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만일 응급환자 발생 현장

에서 심폐소생술 등과 함께 정맥로 확보가 이루어 졌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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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심폐증상이 있을 경우 허혈성 흉통을 의심하여 신속히 혈전 용해제 등을 

투여하기 위해서 정맥로 확보가 필수처치라고 분류 되었다9)~11)
. 정맥로 확보 시행 

횟수에 관련된  요인으로 정맥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유의하다고 분석된 점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통해 시행 횟수를 증가 시킬 수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기관이 아닌 119구급대나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남성 

응급구조사들에게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 된다.

  1,2급 응급구조사가 공히 시행할 수 있는 심전도 감시에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

는 성별 뿐이었는데 여성 응급구조사들이 남성 응급구조사보다 시행횟수가 많았고 

그 외 다른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따라서 심전도 감시는 남성 응급구조사들도 적

극 시행하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일차 평가 및 응급처치 11개 항목 시행횟수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성별, 결

혼상태, 자격 및 응급구조사들의 일차 평가 및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이어서 미혼 

여성으로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며 자신감이 높은 자들이 시행횟수가 많으

므로 기혼 남성 응급구조사들이 시행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들도 허용된 일차 평가 및 처치 항목은 적극 

시행하도록 격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차 평가 및 응급처치 12개 항목 전체에 대한 년 간 평균 시행횟수는 

2,762.2±5,517.5회이고 이중 세가지 모니터링 항목(생체징후감시, 산소포화도 측

정, 심전도 감시)이 1,703.2±3,930.7회를 차지하여 비교적 시행 횟수가 많았는데 

이는 응급환자에게 비침습적 이면서도 응급구조사들이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이차 평가 및 응급처치 시행횟수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응

급구조사 자격 종류, 거주지역, 의료지도 경험여부였다. 1급 응급구조사들은 이차

평가 및 응급처치 항목역시 2급 응급구조사들 보다 시행횟수가 많았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광역시 거주자보다 적었다. 또한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경험이 있

을때 없을때 보다 이차 평가 및 응급처치 시행횟수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므로 

응급구조사들에게 적극적인 의사의 의료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있다. 특히 의료지도

는 중소도시 또는 농촌에서, 2급 응급구조사에서 더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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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들에게 허용된 23개 전체 응급처치 항목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거주지와 자격이어서 1,2차 평가 및 응급처치와 대동소이 하였다.

  이상을 종합 해 볼때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에 의한 응급처치 실

시횟수가 어느정도 제공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

성과 자신감을 높힐 수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의 구급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적극적인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응급

의료에 있어서 최근 발달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와 유비쿼터스12)
 의료체계를 적극 

수립하여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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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병원도착 전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

기관 및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에 의한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관련된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2008년 6월 25일,26일 광주,전남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를 대상

으로 실시한 ‘2008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중 설문에 응답한 80명

과 광주광역시 및 목포시 관할 소방서 119구급대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중 설문

에 응답한 53명을 합하여 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23개 전체 항목의 년 간 평균 실시횟수는 3,936.2±7,592.4 

회이고 실시횟수의 중앙치는 1,299.0회인 것을 볼 때 조사대상자들 간에 편차가 

매우 심하여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여러 항목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대상자들은 매우 많은 빈도로 시행하였다.

  2. 일차평가 및 처치 항목 중 하나인 정맥로 확보(IV)의 평균 실시횟수는

197.9±665.9회이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성별로서 여자군에서 

남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0) 높았으며 근무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가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P<0.010) 높았다. 정맥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P<0.05) 나타내 중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실시 횟수 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3. 이차평가 및 처치 항목 중 하나인 심전도 감시 항목의 실시횟수는 

197.9±665.9회 이고 관련된 요인은 성별로서 여자군에서 남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높았다.

  4. 일차평가 및 응급처치 11개 항목의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은 성별로서 여자

가 남자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10)높았으며 결혼상태로서 미혼군에서 

기혼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10)높았고 자격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2급 

응급구조사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높았다. 또한 일차처치 자신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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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10)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차평가 및 응급처치 12개 항목의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은  자격으로 2급 

응급구조사에 비해 1급 응급구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높았으며 거

주지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군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군이 광역시에 거주

하는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10)낮았고 의사로부터의 지시경험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10) 높았다.  

  6. 전체 응급처치 23개 항목 실시횟수에 관련된 요인은 거주지로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군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군이 광역시에 거주하는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적었다. 자격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2급 응급구조사 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P<0.001).

  따라서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실시횟수를 적절하게 유지케 하기 위해서는 응

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 등을 향상 

시킬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하며 특히 남성 응급구조사, 자격에서 2급

응급구조사,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시행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더불

어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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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 지 지 지 

                                                    ““““일부 일부 일부 일부 응급구조사들의 응급구조사들의 응급구조사들의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실시횟수와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요인요인요인요인””””

  본 연구는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의료제공에 관한 인식과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

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는 순수한 연구이외의 목적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료는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현장에서 느

끼는 어려운 점, 또는 평소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을 정확하게 기입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6666월 월 월 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전공전공전공전공

        EMT  EMT  EMT  EMT  정상길정상길정상길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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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일반적특성

1.귀하의 성별은 ?

 1)남   2)여

2.귀하의 연령?  (     ) 세 

3.귀하의 응급구조사로서  실무경력 기간은 ?

 (        년      개월      )

4.귀하의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        년      개월)

5.귀하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시기는?

 (        년     개월 전)

6.귀하의 자격은 ?

 1) 1급 응급구조사       2) 2급 응급구조사     3)구급교육      4) 기타       

  

7.귀하의 학력은?

 1)고졸       2)전문대졸  3)대학졸    4)대학원졸

8.귀하의 결혼여부?

  1)미혼        2)기혼      3)이혼 (사별)      4)기타

9.귀하의 종교는 ? 

 1)기독교      2)불교      3)유교     4)천주교     5)기타

10.귀하의 현 거주지는 ?

 1)광역시      2)도시(시)     3)농촌 ( 군/읍/면 )

11.귀하의 근무기관은? 

1).소방공무원   2).교도관   3).검시관   4).행정공무원  5).경찰 공무원 

6). 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7).응급의료기관(병원)  8).의료기관  9).사설이송단 

10). 공항공사  11).산업체  12)기타

12. 귀하의 급여수준은 ?

1).150만원미만   2).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3).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4).2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5).3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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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아래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실제 실제 실제 실제 응급환자에게 응급환자에게 응급환자에게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실시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내용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문항입문항입문항입

니다니다니다니다....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횟수를 횟수를 횟수를 횟수를 기입하되 기입하되 기입하되 기입하되 한 한 한 한 칸에만 칸에만 칸에만 칸에만 숫자숫자숫자숫자를 를 를 를 써 써 써 써 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주십시오....

  항목

2007200720072007년 년 년 년 3333월 월 월 월 ~2008~2008~2008~2008년 년 년 년 2222월까지월까지월까지월까지

(1(1(1(1년동안년동안년동안년동안))))

0 회/일 회/주 회/월 회/년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삽입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유지

  저혈당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NTG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 인공혈액제제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트로핀 투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리도케인 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지확장제 투여

  (2급은 자가 약물휴대 투여)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유지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유지

  Vital sign 체크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부목, 척추 고정기, 공기부목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산소투여

  기본심폐소생술

  SPO2 체크

  모니터링( 심전도 감시)

  구강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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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직무를 직무를 직무를 직무를 수행하지 수행하지 수행하지 수행하지 않았을 않았을 않았을 않았을 경우 경우 경우 경우 환자에게 환자에게 환자에게 환자에게 미칠수 미칠수 미칠수 미칠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생명의 위협에 위협에 위협에 위협에 대대대대

한 한 한 한 중요성의 중요성의 중요성의 중요성의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정도를 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  .  .  .  각 각 각 각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VVVV표표표표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1) 생명의 위협은 매우 적다.   3) 생명의 위협이 크다.  

2) 생명의 위협은 적다.        4) 생명의 위협이 매우크다.

  항목
중 중 중 중 요 요 요 요 성성성성

1) 2) 3) 4)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삽입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유지

  저혈당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NTG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 인공혈액제제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트로핀 투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리도케인 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지확장제 투여

  (2급은 자가 약물휴대 투여)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유지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유지

  Vital sign 체크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부목, 척추 고정기, 공기부목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산소투여

  기본심폐소생술

  SPO2 체크

  모니터링( 심전도 감시)

  구강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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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항목의 직무에 직무에 직무에 직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수행할 때 때 때 때 자신감자신감자신감자신감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응급처치를 함에 함에 함에 함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느 어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정도 정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  ?  ?  ?  

            각 각 각 각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VVVV표표표표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1)전혀 자신이 없다.           3)약간 자신이 있다.

2)약간 자신이 없다.           4)매우 자신 있다.

  항목
자 자 자 자 신 신 신 신 감감감감

1) 2) 3) 4)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삽입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유지

  저혈당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NTG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 인공혈액제제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트로핀 투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리도케인 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지확장제 투여

  (2급은 자가 약물휴대 투여)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유지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유지

  Vital sign 체크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부목, 척추 고정기, 공기부목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산소투여

  기본심폐소생술

  SPO2 체크

  모니터링( 심전도 감시)

  구강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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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음 다음 다음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응급처치 시행후 시행후 시행후 시행후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느끼시는 만족도는 만족도는 만족도는 만족도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십니이십니이십니이십니

까까까까? ? ? ? 

    각 각 각 각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VVVV표표표표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1)매우불만족          3)만족

2)불만족              4)매우만족

  항목
만  만  만  만  족  족  족  족  도 도 도 도 

1) 2) 3) 4)

  기관내 삽관

  후두마스크 삽입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유지

  저혈당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NTG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 인공혈액제제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트로핀 투여

  항히스타민제 투여

  리도케인 투여

  정맥로 확보

  기관지확장제 투여

  (2급은 자가 약물휴대 투여)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유지

  쇼크방지용 하의등을 이용한 혈압의유지

  Vital sign 체크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부목, 척추 고정기, 공기부목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산소투여

  기본심폐소생술

  SPO2 체크

  모니터링( 심전도 감시)

  구강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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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음 다음 다음 각 각 각 각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항목은 응급의료제공에응급의료제공에응급의료제공에응급의료제공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답해주세요답해주세요답해주세요답해주세요..^^*..^^*..^^*..^^*

1.선생님께서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1) 모르고 있다.

2. 선생님께서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얼마나 활용 하십니까?.

1). 출동시마다     2). 하루한번    3). 일주일에 한번  4). 한달에 한번   5).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 현장에서 제공되는 응급처치에 대해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 받고 있다고 생각 하

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다음 항목중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1). 법적인 한계   2). 직장상사   3). 보호자의 요구    4). 소송문제   5).자격한계   

6). 약품부족    7). 장비부족     8)경험부족   9) 기타 (                     )

5.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앞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선생님께서 현장에서의 구호행위로 인해 직장내에서 상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7.현장에서 환자,또는 보호자의 거부로 인해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8.환자, 보호자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문항에서 1)있다 라고 답하신 분만 답하세요

(                                                                     )

9.현장 처치중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0. 구급차내에서 응급처치중 의료지도를 이용하신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1.선생님께서 의료지도를 요청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                                                                   )

12.지도의사의 지시하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면 몇 번 정도 입니까?

1). 일/1회   2).주/1회    3).월/1회     4).분기/1회    5).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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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지도의사의 지시하에 시행한 응급처치는 무엇입니까?

1).AED    2).기관삽관(CPR)    3). I,V    4).NTG투여

14.현장처치중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필요성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1).전혀필요치 않다   2).필요치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매우필요하다

15. 의사의 의료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 문항에서 1.2번을 선태하신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                                                    )

16.의료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문항에서 3.4.5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                                                    )

17.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으로 이송중 

의료기관에 도착전 연락을 취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18.응급환자 이송시 환자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수집 하십니까?

1)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묻는다.          2)응급의료종사자로부터 인계 받는다

3)소견서 또는 환자 진료의뢰서를 통해 안다    4)원무과 직원을 통해 안다..   

5)기타

19. 환자이송시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1순위:          2순위:         )

1)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2) 전문의료인이 있는 병원으로 후송

3) 의료적 측면에서 높은 신뢰도의 병원 선택 4) 상호 협조체계가 수립된 응급센터로 

후송

5) 환자나 보호자가 개설된 센터 우선적으로 선택   6) 도로(교통)사정을 고려함

7)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선택        8) 사전에 병원과 통신연락된 병원으로 

후송

9) 시설, 설비가 잘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

20.응급환자 이송대상이 아닌 비응급환자(병원간 전원 포함), 지연환자(사망환자) 외래

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2)  없다(  )

21.응급환자 이송후에 환자의 결과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의견?(입원 , 수

술, 사망등)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필요하다   4)매우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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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개선을  위해 위해 위해 위해 해결해야 해결해야 해결해야 해결해야 할 할 할 할 과제는 과제는 과제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 생각 생각 생각 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하십니까?  ?  ?  ?  각 각 각 각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항목을 VVVV표표표표        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하십시오....

전혀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응급의료 인력 부족

의료지도부재

시설및 장비부족

응급체계구축 미흡

응급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의식수준

경제적 지원의미약

부적절한 병원이송

1급응급구조사 부족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의료기관부족

응급구조사의 수준이 낮음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상호지원 체계 미구축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도

정보체계 활용미비

부적절한 응급시스템을 조장하는 정책

병원간 연계체계 미흡

응급실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응급의료종사자간 정보교환미비

응급의료진의 응급처치 능력향상

의료지도

응급의료 수가 체계 미비

병원전 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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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직업적 전문성에 전문성에 전문성에 전문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 . . 각항목에 각항목에 각항목에 각항목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해당란에 VVVV표표표표    하십시하십시하십시하십시

오오오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혀 그렇

지않다

그 렇 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정기적으로 전문서적 또는 관련 논문등을 읽는다

 정기적으로 교육,연수,학회에 참석한다.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긴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높다

 EMT로서 헌신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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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 : 일부 응급구조사들의 응급처치 실시회수와 관련된 요인

영어 : Frequency and Related Factors of Emergency Treatment  

      by som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 : : : 동의동의동의동의(  (  (  (  ○○○○        )   )   )   )   반대반대반대반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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