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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argeted to paramedic and doctors, to examine the frequency, 

importance, and admissibility of the tasks of paramedics, and to establish as a basis for expanding 

their business scope.

Methods: The subjects were 282 paramedics and 58 doctors, and the study was performed from October 

20 to November 19, 2014.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WIN 20.0.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business scope of paramedics and the 

actually performed work. The frequently covered areas were trauma, cardiac arrest, and respiratory 

care; however, severity classifications were the most important. Concerning drug administration, 

epinephrine administration seemed to be the most necessary.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broaden the capacity building and 

business scope of paramedics. Furthermore, to increase the resuscitation rate of emergency patients, 

the various tasks of paramedics must be incorporated, and these should be supported by law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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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응급구조사는 각종 재난, 사고 등 사회적 요구

와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자격제도

를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에 이르기까

지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병원, 소

방 구급대 및 산업체 의무실 등 다방면에서 활동

하고 있다[1]. 

응급구조사는 자격 등급별(1급 및 2급)로 해당

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3년

제 및 4년제) 및 양성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소양 

및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

이 부여되며, 특히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

학(교)의 경우 평상시 및 재난상황, 그리고 대량환

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상황별 단독 업무수행

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

이 제공되고 있어, 전문인으로서 소양을 갖춘 우

수한 응급구조사가 양성되고 있어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2,3].

최근 국가적 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우수

한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

종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명시된 업

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

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4]. 그

러나 실상은 위법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원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응급구조

사의 부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5], 병원에

서 필요에 의하여 위법인줄 알면서도 응급구조사

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6]가 발생하

기도 하였다. 문제는 정작 응급상황의 대표인 심

정지 상황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초기 현장에서부터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

형적(Routine)으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약물마

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다[7]. 이렇듯 우리나라

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은 최소한의 기본적 처치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제

한되어 있어 ‘응급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에 이에 맞는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처치가 가능하

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학술적, 

법률적 연구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주요 활동 분야인 병원전 

단계의 전문적인 필수처치와 병원 단계의 응급구

조사의 수행업무가 포함된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PA) 업무 등 학술적, 법률적 연구를 통

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근거기반

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고 학술적, 법률적 

연구를 위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응

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근거기반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도구

1) 문헌조사 및 분석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국내·외의 선

행연구 분석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업무범위 확대와 연관된 

관련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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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2) 연구도구 개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

사한 문헌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응급구조학과 교수, 응급의학과 교수, 의료법윤리

학과 교수, 현직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전문가 회

의를 거쳐 일반적 특성 7문항과 4개 영역 총 70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3) 연구도구 내용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응급구

조사의 업무범위로 나누어 작성되어졌다. 응급구

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구조사의 법적인 업무영역

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13년도에 연구되어진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 및 관리 9문항, 환자평

가 및 검사 13문항, 환자처치 32문항, 약물투여 영

역 16문항으로 나누었으며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3. 연구대상

대상자는 전국을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 충

청, 전라, 경상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현재 근

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와 의사로 제한하였으며,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과 각 대학 동문회에 가입되어 있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협회와 동문회에 중복되

는 대상자의 경우 1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의

사는 대학병원과 지역의료기관, 응급구조사가 고

용되어 있는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종사하는 의

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료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작성된 설문지를 온라인을 통하여 

배부 및 수집할 수 있도록 웹기반 제작을 하여 설

문사이트의 URL을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배포하였

다. 설문을 시작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구

하였으며 동의가 얻어진 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0월 20일

부터 11월 19일까지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

자는 응급구조사 총 282명, 의사 총 58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헌

조사를 활용하여 결과분석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각 항목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응급구조사)

총 282명의 연구대상자(응급구조사) 중 132명

(46.8%)이 남자, 150명(53.1%)이 여자였다. 월소

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146명(51.7%), 학력은 

3년제 졸업이 134명(47.5%), 경력은 1년 미만이 

106명(37.5%), 또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100명

(35.4%)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132

명(45.2%)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응급의학과 소속

이 126명(44.6%)으로 3교대 형태가 180명(68.8%)

이 가장 많았다<Table 1>.

2. 응급구조사가 인식하는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실행빈도, 중요성, 필요성

응급구조사가 인식하는 기록 및 관리 업무에서

는 의료진의 보조업무를 가장 많이 실행(53.1%)하

고 있었으며 구급차 장비 점검 및 관리업무를 가

장 중요하게 생각(54.6%)하고 있었으며 구급차 장

비 점검 및 관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46.1%)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 및 관리 업무에서 병

원간 전원업무 조정하기를 가장 실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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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32 (46.8)

Female 150 (53.1)

Monthly income

Less than 100 6 ( 2.1)

100 ~ 200 110 (39.0)

200 ~ 300 146 (51.7)

300 ~ 400 16 ( 5.6)

More than 400 4 ( 1.4)

Education

2-year graduation 14 ( 4.9)

3-year graduation 134 (47.5)

4-year graduation 104 (36.8)

Masters attending or graduating 26 ( 9.2)

PhD* enrollment over 4 ( 1.4)

career

Less than 1 year 106 (37.5)

Less than 1 year to 3 years 100 (35.4)

Less than 3 ~ 5 years 34 (12.0)

Less than 5 ~ 10 years 28 ( 9.9)

More than 10 years 14 ( 4.9)

Working 
institution

Region emergency medical center 42 (14.3)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132 (45.2)

Local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10 ( 3.4)

Burn center 2 ( 0.6)

ICU† 8 ( 2.7)

Ward 16 ( 5.4)

Operating room 18 ( 6.1)

Others (ophthalmology outpatient and operating room, 
etc.)

64 (21.9)

Affiliation

Emergency medicine 126 (44.6)

Nursing department 90 (31.9)

Administion and general affairs 4 ( 1.4)

Surgery 2 ( 0.7)

Etc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disaster medical 
training center, neurosurgery, etc.)

60 (21.2)

Working form

2 shifts 42 (14.8)

3 shifts 180 (63.8)

Day shift 38 (13.4)

Etc 22 ( 7.8)

Total number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M±SD) 5.82±2.78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orking party may (M±SD) 1.64±1.16

*PhD: Philosophy doctor, †ICU: Intensive care unit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EMT)                             (N=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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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및 민원 상담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7.0%)하고 있었으며 

일반인 및 민원 상담을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응급구조사가 인식하는 환자평가 및 

검사의 실행빈도, 중요성, 필요성

응급구조사가 의식하는 환자평가 및 검사에서

는 심전도검사를 가장 많이 실행(49.6%)하고 있었

으며 환자 중증도 분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73.7%)하고 있었으며 심전도 검사를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73.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평가 

및 검사에서 시력검진 및 안과적 평가를 가장 실

행하지 않는 것(39.0%)으로 나타났으며 배양검사 

및 대변 검체의 채취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18.4%)하고 있었으며 배양검사 및 대변 검체의 

채취를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7.8%)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응급구조사가 인식하는 환자처치의 

실행빈도, 중요성, 필요성

응급구조사가 의식하는 환자처치에서는 창상의 

소독 및 드레싱을 가장 많이 실행(67.3%)하고 있었

으며 기본 심폐소생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95.0%)하고 있었으며 기본 심폐소생술을 가장 필

요하다고 생각(89.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처치에서 흉관 삽관을 가장 실행하지 않는 것

(75.1%)으로 나타났으며 쇼크방지용 하의(Military 

anti shock trouser, MAST) 착용을 가장 중요하

지 않게 생각하는 것(9.9%)으로 나타났으며 쇼크

방지용 하의(MAST) 착용을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9.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응급구조사가 인식하는 약물투여의 

실행빈도, 중요성, 필요성

응급구조사가 의식하는 약물투여에서는 포도당 

투여를 가장 많이 실행(13.4%)하고 있었으며 에피

네프린 투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75.1%)하고 있

었으며 에피네프린 투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66.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투여에서 교감

신경항진제, 베타차단제, 바소프레신 투여를 가장 

실행하지 않는 것(61.7%)으로 나타났으며 리도카

인, 중탄산나트륨, 교감신경항진제, 베타 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펜타닐 

등) 투여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3.5%)하고 

있었으며 리도카인, 디아제팜, 중탄산나트륨, 교

감신경항진제, 베타 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마

약성 진통제(모르핀, 펜타닐 등) 투여를 가장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46.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사)

총 58명의 연구대상자(의사) 중 46명(79.3%)이 

남자, 12명(20.6%)이 여자였다. 근무기관은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36명(62.0%), 근무지역은 서울이 

8명(27.5%), 연령은 40.4세, 경력은 8년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7. 의사가 인식하는 기록 및 관리의 중

요성, 필요성, 허용성

의사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기록 및 관리 업

무에서는 기타 의료진 보조 업무를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34.4%)하고 있었으며 이송기록지 및 특수

보고서 관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58.6%)하고 

있었으며 이송기록지 및 특수보고서 관리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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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46 (79.3)

Female 12 (20.6)

Working institution

Region emergency medical center 20 (34.4)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36 (62.0)

Ward 2 ( 3.4)

Working area

Seoul 8 (27.5)

Gyeonggi and Incheon 5 (17.2)

Gangwon 1 ( 3.4)

Gyeongsang 6 (20.6)

Chungcheong 3 (10.3)

Jeonla 6 (20.6)

Age (median)

Less than 35 years 6 (10.3)

35 ~ 39 19 (32.7)

40 ~ 44 26 (44.8)

More than 45 years 7 (12.0)

Doctor 's license year (median)
Before 2000 year 28 (48.2)

After 2000 year 30 (51.7)

Acquisition of professional year 
(median)

Before 2005 year 25 (43.1)

After 2005 year 33 (56.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hole 
number of locations (mean)

Less than 4 persons 16 (27.5)

4 ~ 6 29 (50.0)

More than 7 persons 13 (22.4)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number 
of locations per shift (mean)

1 person 33 (56.9)

2 persons 25 (43.1)

Table 6.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Doctor)                            (N=58)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72.4%)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록 및 관리 업무에서 일반인 및 민원 상담을 

가장 중요하지 않고(10.3%)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10.3%)하고 있었으며 병원 간 전원업무 조정

하기와 일반인 및 민원 상담을 가장 허용할 수 없

다고 생각(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8. 의사가 인식하는 환자 평가 및 검사

의 중요성, 필요성, 허용성

의사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환자 평가 및 검

사에서는 활력징후 평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55.1%)하고 있었으며 활력징후 평가와 심전도검

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68.9%)하고 있었으며 

심전도검사를 가장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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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평가 및 검사에서 배

양검사 및 대변 검체의 채취를 가장 중요하지 않

고(27.5%) 가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31.0%)하고 

있었으며 시력검진 및 안과적 평가를 가장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1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9. 의사가 인식하는 환자처치의 중요성, 

필요성, 허용성

의사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환자처치에서는 

기본 심폐소생술을 가장 중요하고(96.5%) 가장 필

요하다고 생각(89.6%)하고 있었으며 기본 심폐소

생술과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확보 및 기도유지를 

가장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82.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처치에서 중심정맥천자를 가장 중

요하지 않고(37.9%) 가장 필요하지 않고(41.3%) 

가장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55.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10. 의사가 인식하는 약물투여의 중요

성, 필요성, 허용성

의사가 인식하는 응급구조사의 약물투여에서는 

포도당 투여를 가장 중요하고(68.9%) 가장 필요하

고(75.8%) 가장 허용할 수 있다(72.4%)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투여에서 교감신경항진

제, 베타차단제 투여를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27.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탄산나트륨, 

베타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투여를 가장 필요하

지 않다고 생각(31.0%)하고 있었으며 베타차단제

와 칼슘통로차단제 투여를 가장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44.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Ⅳ. 고  찰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에 속하는 응급실 

단계, 병원 전 이송단계, 병원간 이송단계에 참여

하고 있는 응급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이들 단계에

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과정적인 요인들인 경

우가 많이 있으므로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하다[8,9].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의 법적인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Dong 

등[10]의 연구에 의하면  법적으로 업무범위가 보

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

에 응급상황 시에 적합한 처치가 어렵고 책임성의 

문제가 따르므로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으

며, 구급활동일지를 토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

무를 분석한 Yoon[11]의 연구에서는 119 구급대원

의 활동이 가장 기본적인 환자이송과 단순 응급처

치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최근에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아 Jung[12]

의 연구에서도 응급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

조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법으로 허용되

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Kim 

등[13]의 연구에 나타난 응급구조사의 업무영역에 

비교하여 이전에 비하여 업무 영역이 보다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사가 

속해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기록 

및 관리업무, 환자평가 및 검사, 환자처치, 약물투

여로 활동범위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기록 및 관리 업무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진의 보조업무를 가장 많이 실행(53.1%) 하고 

있었으며 구급차 장비 점검 및 관리 업무를 가장 중

요하게 생각(54.6%)하고 있었으며  구급차 장비 점

검 및 관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46.1%)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기타 의료진 보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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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하다고 생각(34.5%)하고 있었으며 이송

기록지 및 특수보고서 관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58.6%)하고 있었으며 이송기록지 및 특수보고

서 관리를 가장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7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평가 및 검사에서 응급구조

사는 심전도 검사를 가장 많이 실행(49.6%)하고 있

었으며 환자 중증도 분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73.7%)하고 있었으며 심전도 검사를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73.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활력징후 평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55.1%)하

고 있었으며 활력징후 평가와 심전도검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68.9%)하고 있었으며 심전도검사

를 가장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7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처치에서 응급구조사는 창상의 소

독 및 드레싱을 가장 많이 실행(67.3%)하고 있었으

며 기본 심폐소생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95.0%)

하고 있었으며 기본 심폐소생술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89.3%)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는 기본 심

폐소생술을 가장 중요하고(96.5%)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89.6%)하고 있었으며 기본 심폐소생술과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 확보 및 기도유지를 가장 허

용할 수 있다고 생각(82.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투여에서 응급구조사는 포도당 투여를 가장 많

이 실행(13.4%)하고 있었으며 에피네프린 투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75.1%)하고 있었으며 에피네

프린 투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66.6%)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의사는 포도당 투여를 가장 중요하

고(68.9%) 가장 필요하고(75.8%) 가장 허용할 수 

있다(72.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12]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생각하는 응급

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외상처치’가 가장 

높았고 ‘약물투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기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간호사

를 대상으로 Bae와 Han[15], Jung[12]의 연구에

서도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외상처치’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약물투여’ 업무에 대한 인식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외상처치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약물투여에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

약물투여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응급구

조사는 약물투여에 대하여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

은 적지만 특히나 심정지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에

피네프린의 투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으

며,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설하투여, 포도당, 기관

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투여에 대해서는 응답한 

의사의 반 이상이 응급구조사들에게 중요하고 응

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Park 등

[7]의 연구를 살펴보면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인 

업무에 약물투여가 가능하다고 기술되어있지만 투

여 제한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전문응급처치 시행률이 낮은 이유는 

38.2%가 ‘업무영역이 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

어서’로 나타나 법적인 한계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

여 응급구조사의 업무영역 중 현재 약물투여가 가

능한 범위인 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의 주입, 흉

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보다 업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에피

네프린 투여 등 심정지 상황에서 효과적 전문소생

술을 위한 약물의 경우 투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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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행빈도

와 중요성, 필요성, 허용성을 확인하여 응급구조

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여 조사되었다. 

응급구조사의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는 기도의 

유지, 정맥로의 확보,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포도

당, 니트로글리세린, 쇼크시의 수액투여, 천식발

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심폐소생술, 부목, 지

혈,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

목이 명확하나 실제 병원이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는 이보다 훨씬 확

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응급구조사의 법적인 업무범위와 실

제로 행하고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사들이 하는 업무에는 의료진

의 보조업무와 구급차 장비 점검 및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의사들은 이송기록지 및 특수

보고서 관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들어가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중증도 분류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의사들도 중증도 분류 업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투여에서는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정지 상황

에서 효과적 전문소생술을 시행한다면 환자의 생

존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응급구조사와 의사 모두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부분

으로 응급구조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증

가되고 있지만 정작 업무는 한정되어 있어 응급구

조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제약이 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한 축

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

는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들이 매우 자주 수

행하는 분야는 외상처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

정지와 호흡관리, 중증도분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정지와 호흡관

리 부분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약

물투여는 자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에피네프린과 

기관지확장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에피

네프린 투여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중에는 

심정지와 호흡관리, 외상처치 부분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정지와 호흡관리, 외상처

치 부분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로 필요하며 법적으

로 허용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필요와 요구도

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

분야로 학습하여 배출되는 응급구조사들이 전문가

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고, 응급처치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응급환자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

여 병원전 소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

다. 첫째,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데

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커리큘럼 표준화를 통한 응급구조

사들의 역량강화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재정

립하는 데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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