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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구급차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기관내 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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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racheal Intubation of Paramedics in a Moving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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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이동 중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삽관자세 변화에 따른 시야의 높이 변화가 기관내 삽관의 신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 환자의 삽관자세 변화가 기관내 삽관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심정
지 및 외상성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기도관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C도 13개 소방서에 근무
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60(대조군30명, 실험군30명)명을 편의추출하여 시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4.0 Version을 사용하여 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기도관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의 냄새맡기 자세와 주들것
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서의 기관내 삽관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고 실험 후의 삽관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 하였으므로 전문기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구급차 내에서의 삽관자세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effectively advanced airway management in an 
emergency patient with cardiac arrest and trauma by comparing the appearance of influence in a change of 
visual-field height upon endotracheal intubation according to a change in position with intubation of paramedics 
in a moving ambulance and by analyzing the appearance of the influence in a patient's change in position with 
intubation upon speed in endotracheal intubation. Research subjects were randomly extracted 60(30 people for 
control group, 30 people for experimental group) people as the paramedics who are working at 13 fire stations 
in C Provinc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χ2-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by using SPSS WIN 14.0 
Version. As a result of research, to improve speed of the advanced airway management, it is considered to be 
likely effective in a patient's sniffing position and in the endotracheal intubation in the upper space of the main 
stretcher. The self-confidence in intubation after experiment increased significantly. Thus, the continuous 
education(training) on the intubation position and method within ambulance is considered to be likely needed 
for improving efficiency of the advanced airwa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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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관내 삽관은 Charles kite에 의하여 처음 소개된 이
후 전문기도관리에서 가장 확실한 기도 유지 방법으로[1] 

기도를 독립시키고 개방성을 유지하며, 이물질 흡인의 위
험을 줄일 수 있고 기관에서의 흡인을 가능하게 하며 약
물주입의 통로를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일회호
흡량을 전달할 수 있다[2]. 

기관내 삽관에 가장 적합한 자세는 “냄새맡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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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ffing position)”로 1913년 Jackson에 의해 처음 고안
된 이후 기관내 삽관 시 기본적인 자세로 알려져 있으며
[3], Bannister와 Macbeth[4]는 1944년 “냄새 맡는 자세”
를 취하면 구강축, 인두축, 후두축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
열되기 때문에 성문부가 잘 보이게 된다는 세 축 정렬 이
론(three axis alignment theory)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랫
동안 “냄새 맡는 자세”의 사용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5,6].

적절한 기관내 삽관을 위해서는 기관내 삽관의 필요성 
인지, 최선의 삽관방법 결정, 장비나 기구에 대한 숙련, 
적절한 침대의 높이를 필요로 하고[7,8] 전문기도관리 술
기에 대한 지식, 자신감, 술기 수행 능력은 특정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기관내 삽관은 병원내(In-hospital)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도 유지방법[10,11]이고 응급구조사 업무지
침에서는 현장에서 기관내 삽관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
을 권고하고 있으나[12] 현재 병원 전(Pre-hospital) 환경
에서는 많이 시행 되지 않고 있다[13,14].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전 처치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 119 구급대의 기관내 삽관을 활성화 시키고, 심
정지 및 외상성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동 중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삽관자세 
변화에 따른 시야의 높이 변화와 환자의 삽관자세 변화
가 기관내 삽관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여 
심정지 환자 및 경추보호대를 적용한 외상성 응급 환자
에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도관리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와 주들것(침
대)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은 자세에서 기
관내 삽관의 신속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와 주들것(침
대)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은 자세에서 환
자의 삽관자세 변화에 따른 신속성을 파악한다.

3. 모든 대상자의 실험 전ㆍ후 자신감 변화를 파악한다. 

2. 대상과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이동 중인 구급차에서 기
관내 삽관을 실행할 경우 응급구조사의 삽관 자세 변화
와 환자의 삽관자세 변화에 따른 신속성을 비교하기 위
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유사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C도 13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중 1
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을 만족
하고 있으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에 동의
한 60명을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으로 선발
하여 성별, 연령, 키, 체중, 경력으로 대조군(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 30명과 실험군(침대머리 공간에 앉은 
자세) 30명을 선발한 후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신속성 측정도구

신속성의 측정은 성인용 기관내 삽관 마네킹(Laerdal 
Airway Management TrainerⓇ)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삽관 후 백밸브 마스크(Bag Valve Mask, BVM)로 환기 
시 양측 폐가 동일하게 팽창되는 경우를 ‘성공’으로 기록
하였으며, 삽관 소요시간은 스탑워치를 이용하여 삽관시
작에서 종료까지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전산소화
(과환기)가 된 성인에서 산소포화도가 90%이상으로 약8
분간 무호흡상태가 유지되며[15], 현재 2인 또는 3인 구
급출동 시스템의 움직이는 구급차에서 흉부압박을 하는 
동안의 기관내 삽관 또는 보조자 없이 응급 호흡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경우 많은 변수가 작용하므
로 실제 환자를 가정하여 최대 60초 초과 시 ‘실패’로 기
록 하였다. 

2.3.2 설문도구

설문도구는 총 11문항으로 실험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성인 성별, 연령, 키, 체중을 묻는 4문항과 근무경력, 기
관내 삽관 경험(총 근무기간의 기관내 삽관 경험, 최근 1
년간의 기관내 삽관 경험) 및 교육 횟수, 희망교육 횟수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3 자신감 측정도구

자신감 측정도구는 실험 전․후에 리커트 5점 척도
(likert scale)를 이용하여 ‘① 매우 자신 없다 ② 자신 없
다 ③보통 ④ 자신 있다 ⑤ 매우 자신 있다’ 중 1개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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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verification                                   (n=60)

Classification

Subjects

χ2
position of sitting in EMT 

seat (n=30)

position of sitting in the 

upper space of the main 

stretcher (n=30)

Gender
Male 15(50.0%) 15(50.0%) χ2

=.000

df=1

p=1.000Female 15(50.0%) 15(50.0%)

Age

Under the 20 s 7(11.7%) 7(11.7%) χ2=.000

df=1

p=1.000Over the 30 s 23(38.3%) 23(38.3%)

Height

Under 160 ㎝ 69(10.0%) 3(5.0%) χ2=1.655

df=2

p=.437

160～under 170 ㎝ 11(18.3%) 15(25.0%)

Over 170 ㎝ 13(21.7%) 12(20.0%)

Weight

Under 60 ㎏ 13(21.7%) 12(20.0%) χ2=2.399

df=2

p=.301

60～under 70 ㎏ 6(10.0%) 11(18.3%)

Over 70 ㎏ 11(18.3%) 7(11.7%)

Number of the 

working years

Under 5 years 6(10.0%) 8(13.3%) χ2=1.685

df=2

p=.431

5～under 7 years 16(26.7%) 11(18.3%)

Over 7 years 8(13.3%) 11(18.3%)
* p<0.05

응답하도록 하였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1개 안전센터에 수시 방문하
도록 하여 ㈜오텍에서 생산된 박스형 구급차로 시속 
80km의 속도로 운행하며 측정하였다. 

실험 시작 전 일반적 특성과 기관내 삽관의 경험 등을 
묻는 11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고 실
험종료 후 기관내 삽관 자신감의 변화를 묻는 1개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실험측정은 대상자들에게 성인용 기관내 삽관 마네킹
(Laerdal Airway Management TrainerⓇ)과 내경 7.5 mm의 
기관내 삽관튜브, Machintosh Blade 후두경을 이용하여 
반복연습을 하도록 한 후 두 그룹 모두 바닥에서 기관내 
삽관을 15초 이내에 성공한 대상자를 실험에 참여 시켰
다. 대상자의 15초 시간제한은 예비실험에서 모든 삽관 
시도가 10-12초 안에 완료되었고, 움직이는 차량의 불안
정한 환경에서 기관내 삽관은 1급 응급구조사 실기 프로
토콜에서 제시하고 있는 30초 보다 빨라야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하여 적용 하였다.

1) 응급구조사의 삽관 자세 

① 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대조군)
구급차 환자실의 주들것 상부에 위치한 응급구조사 시

트(높이 58 cm)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앉은 상태에서 주들
것(Main stretcher car, 높이 30 cm)에 누워있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상체를 깊게 앞으로 숙인 자세로 실시하였다.
② 주들것(침대)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 에 앉

은 자세(실험군)
주들것 머리 부분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의 공간(길

이 40 cm, 폭 120 cm)에 한쪽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삽관을 실시하였다.

2) 환자의 삽관 자세

① 환자의 냄새맡기 자세(Sniffing position)
기관내 삽관 기본자세로 구급차 주들것 상단 끝에서 

10 cm의 거리를 두고 기관내 삽관 마네킹의 경부를 신전
시킨 자세이다.
② 환자의 중립자세(Neutral position)
구급차 주들것 상단 끝에서 10 cm의 거리를 두고 기

관내 삽관 마네킹을 눕혀 경부를 필라델피아 경추보호대
를 이용하여 고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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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삽관경험에 따른 그룹 간 신속성 차이
[Table 2] Difference in group-based speed according to experience of intubation                          (n=60)

Classification

M±SD

t pControl group 

(n=30)

Experimental group

(n=30)

Experience of intubation for 

the total working period

None 14.01±2.63 12.10±1.67

0.00 0.21

1~5 times 14.91±3.06 12.77±2.77

6~10 times 12.40±1.38 10.66±1.11

11~15 times 14.38±2.83 12.84±1.92

Over 16 times 19.03 12.47

Experience of intubation for 

the recent 1 year

None 13.82±2.76 12.01±1.93

0.00 0.73
1 time 14.84±2.53 12.74±2.27

2 times 13.92±3.01 11.32±1.53

3 times 10.66 10.94
* p<0.05

[표 3] 환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그룹 간 신속성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group-based speed according to patient's position                                (n=60)

Classification

M±SD

t pExperimental group 

(n=30)

Control group

(n=30)

Patient's position 
sniffing position 11.57±1.63 12.72±2.20 -2.313 0.024*

Neutral position 13.30±2.37 14.83±2.87 -2.262 0.027*

*
 p<0.05

2.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software 14.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χ2-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이다.

2.6 제한점

본 연구는 C도 13개 소방서에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 훈련된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모든 119구급대원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전체 
구조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구급차의 운
행속도 및 지형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대조군 30명, 실험군 30명으로 총 60명
이었다. 대상자는 성별(χ2=.000, p=1.000), 연령(χ2=.000, 
p=1.000), 신장(χ2=1.655, p=.437),체중(χ2=2.399, p=.301), 

근무년수(χ2=1.685 p=.431) 모두가 p>0.05 수준에서 동질
성이 확보되었다.

3.2 삽관경험에 따른 환자 삽관자세 간 신속

성 차이 검증

삽관 경험(총 근무기간의 기관내 삽관 경험, 최근 1년
간의 기관내 삽관 경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관
내 삽관 신속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근
무기간 삽관경험과 최근 1년간 삽관경험에 따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에 비해 ‘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
이 공간에 앉은 자세’에서 삽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3.3 환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대조군과 실험군

의 신속성 차이 검증

환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대조군(응급구조사 시트에 앉
은 자세)과 실험군(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
에 앉은 자세) 간의 삽관 속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환자의 냄새맡기 자세에서는 실험군 평균 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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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삽관 경험 유무, 삽관 자세에 따른 실험 전ㆍ후 자신감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re-post self-confidence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intubation experience and to the position 

with intubation

MD±SD
t p

Pre-test Post-test

Experience of intubation
No 2.82±0.66 4.59±0.50 -0.48 0.26

Yes 2.92±0.88 5.00±0.00 -5.04 0.00*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osition

 with intubation

Control group (n=30) 3.10±0.76 4.80±0.41 2.14 0.19

Experimental group (n=30) 2.67±0.80 4.90±0.31 -1.10 0.03*

*
 p<0.05

속도는 11.57±1.63초로 대조군 평균인 12.72±2.20초 보다 
삽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t=-2.213, p=0.024), 중
립자세에서 실험군 평균은 13.30±2.37초로 대조군 평균
인 14.83±2.87초 보다 삽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t=-2.262, p=0.027) 기관내 삽관을 수행할 때 ‘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은 자세’에서 기관내 삽
관이 환자의 자세에 관계없이 ‘응급구조사 시트에 앉은 
자세’보다 삽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3.4 삽관경험과 응급구조사의 삽관자세에 따

른 실험 전ㆍ후 자신감 비교

실험 전ㆍ후 대상자들의 기관내 삽관에 대한 자신감 
변화 결과를 보면 모든 그룹에서 자신감이 상승됨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삽관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자신감이 상승했고(t=-5.04, P=0.00) 삽
관자세에 따른 자신감 변화에서는 실험군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아진(t=-1.10, P=0.03) 것으로 나타났다
(p<0.05).

4. 논 의

기관내 삽관은 가장 확실한 기도유지 방법으로 응급환
자의 호흡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심폐소생술 시 인공환
기로 인한 흉부압박의 중단은 심각한 관상동맥 관류압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기관내 삽관은 분당 흉부압박
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흉부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
시켜 심폐소생술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16].

본 연구에서 삽관 경험에 따른 기관내 삽관 신속성 차
이에서는 총 근무기간 내 삽관경험의 횟수나 최근 1년간 
삽관경험의 횟수에 의한 신속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전용규 등의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게 시

행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에 관한 연구에서 심정지 환
자 119명 중 단 1명에서 기관내 삽관이 실시[17] 된 것과 
같이 아직도 현장에서의 기관내 삽관을 수행하는 횟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대상자들 간의 술기 수행 능력의 차이
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구조사의 삽관 자세변화에 따른 신속성 측정은 시
야의 높이 변화가 기관내 삽관의 신속성과 성공률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으로, 유사 연구인 최욱진 등의 경
추고정을 시행한 마네킹연구에서는 삽관높이에 따른 신
속성(t=1.15, p=.257)과 성공률(t=5.38, p=.537)이 바닥과 
테이블 높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
났지만[18]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은 자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빠른 삽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나
타냈다. 이는 Takenaka 등[19]의 연구결과와 같이 환자를 
바라보는 시야각도 및 환자의 높이가 달라지므로 주들것
(높이 30 cm)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응급구조사 시트(최
고점 58 cm)에 앉아서 삽관하는 것보다 주들것과 응급구
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았을 때 응급구조사의 시야가 
낮아지므로 기관내 삽관시 신속한 삽관이 가능 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신속성 변화에서는 ‘중립자
세’에 비해 ‘냄새맡는 자세’에서 술기 신속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dnet 등[5,6]의 일반적인 기도를 
가진 환자들에서 ‘냄새맡는 자세’는 유의한 이점이 없다
는 연구결과에 반하여, Schmitt 등[20], Isono 등[21]의 
‘냄새맡는 자세’가 후두경 소견이 좋아져 기관내 삽관이 
용이해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경추보호대가 착용된 ‘중립자세’에서 실험군 
속도(13.30초)와 대조군 속도(14.83초)는 바닥과 테이블
에서 삽관 신속성을 측정한 최욱진 등의 연구에서 삽관
속도(22.42초) 보다 유의하게 빠른 속도이고, 환자의 삽
관자세에 따른 비교에서 ‘냄새맡는 자세’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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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은 떨어지나 외상환자에게는 두부의 신전을 최소
화해야 하므로 현재 임상에서 외상환자에게 기관내 삽관 
시 경추보호대를 제거 후 보조자가 도수고정을 시행하는 
‘선상 도수 고정법(manual in-line stabilization)’[22]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중립자세에서의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신속한 기
도유지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기관내 삽관의 자신감은 삽관경험이 있거나(t=-5.04, 
P=0.00) 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대상자들(t=-1.10, P=0.03)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윤형
완 등의 어려운 기관내 삽관 교육 전ㆍ후 비교 연구에서 
실험군의 자신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
는 것과 같은 결과로 실험측정에 참여하는 동안 진행된 
교육과 반복연습이 대상자 모두에게 실험 후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박스형 구급차량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승합형 차량에서는 적용에 제한이 
있고 차량의 종류와 삽관방법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동 중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삽관자세 
변화에 따른 시야의 높이 변화와 환자의 삽관자세 변화가 
기관내 삽관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여 심정
지 환자 및 경추보호대를 적용한 외상성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도관리의 방법을 알아
보고자 시행 하였다. 연구대상은 C도 13개 소방서에 근무
하고 있는 119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60명을 편의추
출방식으로 선발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software 
14.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χ2-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삽관 경험에 대한 실험군(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 앉은 자세)과 대조군(응급구조사 시트에 앉
은 자세)의 기관내 삽관 신속성 차이분석결과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삽관 속도 차이는 냄새맡기 자세
와 중립자세 모두에서 실험군의 평균 삽관 속도가 대조
군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전ㆍ후 대상자들의 
기관내 삽관에 대한 자신감 변화는 삽관경험이 있는 대상
자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신감이 상승했고 대
상자의 삽관자세에 따른 자신감 변화에서는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심정지 환자 또는 호흡계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냄새맡기 자세와 
주들것과 응급구조사 시트 사이 공간에서의 기관내 삽관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험 후의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 하였으므로 전문기도관리의 신속성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이동 중 구급차에서 외상환자를 가정한 선상도수 고정
법 기관내 삽관과 경추보호대를 착용한 기관내 삽관의 
신속성 및 성공률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2. 이동 중 구급차에서 외상환자를 가정한 기관내 삽관과 
후두마스크(LTS, LMA)의 삽관신속성 및 성공률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3. 어려운기도가 형성된 조건에서 전문기도유지기의 삽
관신속성 및 성공률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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