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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proposed a design direction for the ambulance interior storage space based on the placement and access to the 
equipment to facilitate an emergency medical practic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and efficiency by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rgonomic factors. Therefore, through a field survey for the current derivation of the storage space problem ‘placement’, ‘enable’,
‘management’ like these three items resulting clarity, accessibility, simplicity and functionality of the four functional elements by 
targeting ambulances in operation in this country.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standardized of cabinet sizes fit to loaded meet 
emergency equipment standards. Currently, the equipment designed to use a simple storage cabinet has had problems in the usability. 
Second, it must be located in the continuous exposure in progress to the user's traffic line. Third, the problem was the insufficient function 
of the cabinet to ensure the safety of patients by paramedics from the emergency rescue equipment and due to the leaning of the 
ambulance driving. Besides, it was pointed out that in addition to the proposed alternatives, including the agenda, states that safety belt 
replacement equipment, emergency personnel and patients with the handle of a guardian for the efficient use storage space within the 119 
ambulance. However, in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state proceeds mainly limited usability in the field, having been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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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병원 전 응급

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9 구급서

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병원 전 응급

의료서비스 중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의 91%를 전담하

고 있는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19 구급대원의 병원 전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1).
119 구급대원의 핵심적인 업무 대부분이 구급차 내

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급차 내부의 

처치공간과 기능적 구조는 응급의료서비스 업무의 효

율성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 공간에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배치된 응급처치 기구와 환자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기 등 평가 장비의 위치 및 접근성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 스트레스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 또한 구

급대원이 협소한 구급차 내 공간에서 응급처치를 제공

하는 동안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인간공학적 위험도와 이에 따른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따라서 구급차 내 환자 처치공

간을 위한 이상적인 디자인 설계와 공간배치는 구급차 

내 비치된 장비와 소모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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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영국의 Royal collage of Art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급

차 내 수납공간의 조정을 통해 처치 목적에 맞는 임상

술기별 처치 셋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구급대원 처치 

빈도별 중재 효과를 높이도록 구급차 내부 디자인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한다4). 
구급차 내의 장비는 구급차 탑승 인력의 수준에 맞

추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과 특수

의 두 가지 수준의 구급차가 있다. 특수 구급차가 외국

의 Advanced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장

비를 갖추고 있으나, 그 사용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며, 
약품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며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

다. 구급차는 일반 환자 운반용과 중환자 이송용이 별

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급차 규격은 

전체적인 넓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구급차 내에서 안전하게 응

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

격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

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구급

차 내부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구급차 내부공간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 관련 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급차는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요소이며, 
119 구급대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

다. 구급대원들이 직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

록 구급차 내부의 환경을 최적의 공간으로 하여 구급

대원들의 책임과 기능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급차 주행 중 처치공간에서 수행

하는 119 구급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

급대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구급차 내부 수납공간의 

구조와 설계 및 사용 환경에 대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을 통하여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구급차는 소방의 119 
구급차뿐만 아니라 민간의 응급의료를 위한 구급차가 

있지만,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소방의 119 구급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할 것이며, 구급차 내 수납공간의 활용과 기능적 업

무수행을 위한 119 구급차(승합형)에 대한 119 구급대

원의 개선요구사항 설문조사 분석 자료를 토대로 119 
구급차 내 수납공간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위한 디자인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목적에 맞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

내 승합형 구급차에 탑승 경험이 있는 119 구급대원 

1,2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24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논문자료6)와 2012년 6
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응급대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문자료7)를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119 구급차량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는 2007년도 영국 

NPSA(National Patients Safety Agency)에서 개발한 환

자 안전을 위한 미래 구급차에 관한 보고서와 NHS 
Design Future Ambulance Research8)에 관련된 문헌 고

찰과 국내 연구 논문을 통해 구급차 내 수납공간에 대

한 만족도와 기능적 적합성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하였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첫째, 인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간공학을 기계, 환경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인간

이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인간공학과 사

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둘
째, 문헌조사와 연구자료 통계 분석 자료를 통해서 수

납공간의 개념 및 특성을 정의하고, 셋째, 119 구급차 

내부 수납공간인 서랍장의 설치환경을 통해 현재 수납

장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

로 개선방향을 설정한다. 다섯째, 디자인 요소를 추출

하고 개선안을 제시 한다. 

2.2 인간공학적 디자인 설계의 이론적 배경

인간공학은 인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기계, 환경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인간이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활동하

게 하는 방도를 찾는 것이며, 인간의 기능을 위한 인간 

쪽의 과학, 기계에 관한 기계 쪽의 과학, 환경에 관한 

환경 쪽의 과학을 통합하여 인간, 기계,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구하고, 인간성을 지키고 인간의 편리함

에 우선을 두면서 제품(기계)을 설계(디자인)하고 환경

을 창조해나가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대상물에 대한 법칙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인간이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조작해 낼 수 

있도록 특성에 맞추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기계, 설비

를 설계하고 검토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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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ditions in question from the ergonomics9). 

인간공학이 지향하는 역할은 인간과 기계가 시스템

으로서의 적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그 목적이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에서 문제가 되는 조건 Fig. 1.9)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인간공학이 관

련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

지만 그중에서 인간을 위해서는 생체적, 신체적, 심리

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제품이나 기계를 사용할 때 제품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품 사

용상의 편익도 제공해 준다. 인간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활용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용 용도나 목

적에 알맞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또
한 제품에 대한 오류나 오작동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설계와 디자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을 최

대한 줄이는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위험은 구

급차내부 설계에 있어서 안전성, 효율성, 동선 등을 고

려해야 할 항목들로서 이를 근거로 디자인 방향 연구

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인간이 물품과 접촉하거나 관여할 때 인체의 크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기나 콘트롤러의 크기, 높이, 
시선의 각도, 힘 등을 고려한다.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는 것 등으로 인체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

요하다.
조작성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설계 하는 것으로 즉 사용자가 쉽게 인

지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우며, 보는 순간 판독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제품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가 

사용 상 아무 어려움이나 부담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거나 조작할 때 동작

의 부자유스러운 행동을 최대한 방지하며 인간공학적 

사용자 위주의 설계로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해야 한다.
사용자 계층의 특성과 기호 또는 시대적 유행을 적절

히 반영하여 모양, 피부, 색상, 질감 등에서 사용자의 감

성을 자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 기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

로 누름 버튼, 집게, 손잡이, 핸들 따위에 형이나, 크기 

위치 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사람이 손, 손가락 

크기 등에 알맞게 설계하여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

지 않게 해야 한다. 

2.3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사람이 어떠한 제품과 사용

자 간의 의사소통의 한 접점을 말한다. 즉 사람이 수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여 제품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쉽게 하고자 하는 ‘기능’의 표현이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다른 한 편으로는 인간이 기계나 사용의 과

오로 인하여 시스템의 성능저하, 안전 또는 효율의 저

하 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명령의 수행 등의 가능성

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자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전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10).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사용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

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얻는 

경험으로 제품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즉 개념적 논리

보다는 기존의 경험이나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여 그 

제품의 가정과 전체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등을 정의해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동일 가이드를 

다른 제품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혼란스러워 하지 않

고, 자신의 경험, 즉 제품을 이용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다11).
제품 디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지만 특히 사용자에 대한 연구는 필수 사항

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특성들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품 자체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을 인간공학적으로 추구해나가기 위한 접근 

방식은, 모든 디자인 문제가 그렇듯이 인간의 이해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시스템 상에서 기기와 인터페이스를 지니며, 

작업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와 같은 사고와 행동

을 통해 인간은 생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 등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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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반응을 나타낸다. 시스템이나 환경이 인간에게 보

다 알맞고 사용하기 쉬운 것이라면 생체반응의 정도는 

작아지며, 반대로 시스템이나 환경이 인간에게 맞지 않

는다면 반응은 커진다. 접근방식은 이 같은 생체반응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 작업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
용성(Usability)은 쌍방향 제품(Interactive product)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Useful)’하였는가

와 그러한 목적을 ‘가능한 편리하게 수행(Usable)’하였

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Satisfiable)’는 어떠

하였는가와 같은 측정 요소들을 가지는 복합적인 개념

을 말한다.
사용성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하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용성은 효용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성과 효용성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유용성을 구성

한다. 이때 효용성은 시스템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성

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효용성은 시스템 사용의 ‘결과’를 의미

하고, 사용성은 시스템 사용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2).
넓은 의미의 사용성은 사용성이 시스템 사용자의 목

적을 달성해주느냐에 관한 유용성과 시스템에 대한 사

용자의 첫인상, 사용자의 능력에 따른 시스템의 적응

화 정도 등 편리성 외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사용성은 사용품질이

라고 볼 수 있다. 사용품질은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시스템

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효율성, 
효과성, 만족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품질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성은 효과성, 효율성,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효과성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게 해주는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과업 수행의 정확성 및 수행 완수 여부를 뜻

하기도 한다. 효율성은 사용자가 과업을 달성하기 위

해 투입한 자원과 그 효과 간의 관계를 뜻하고, 사용 

시간이나 학습 시간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만족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

족했는가를 의미한다.
사용성에 관하여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 1993)

은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사용성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13).
① 학습성-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얼마나 쉽게 학습

할 수 있는가? ② 효율성-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기능, 
정보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가? ③ 기억

Fig. 2. The evolution of tools and machinery. 

용이성-시스템의 사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가? ④ 
에러 율-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⑤ 만족도-사용성

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의 만족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사람(사용자)과 

사물 또는 시스템, 특히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

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

를 뜻한다1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사용자가 시스

템을 조작하는 입력과 시스템이 그로 인한 반응, 결과

를 보이는 출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성에 있으며, 사용성을 향상

시키고 실수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디

자인하고 사용의 편리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심리학과 생리학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가 필요한 요소를 쉽게 찾고 사용

하며 그 요소로부터 명확하게 의도한 결과를 쉽게 얻

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은 지각, 
기억, 사고 등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행해지는 심리적

인 현상과 기능의 총칭이며, 이를 통해 실제로 알고 있

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방법으로 대

상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사

용자인터페이스의 목적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

인은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정보 교환상의 문제점

을 인간의 정보 인지 프로세스의 특질과 상호 연관성

을 밝히고, 이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제품에 

적용시킴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는 디자인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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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국내․외 구급차 내부 수납공간 디자인 사례 조사

Fig. 3.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급차량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물차 개조형 구급차는 

승차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승차감이 지적되고 있으

며, 승합차 개조형은 구급차 내부 즉, 응급처치 공간의 

협소로 구급대원과 환자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

며, 화물차와 승합차 개조형 모두 구급차 내부 주들것

의 위치는 거의 구급차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
의자는 주들것 옆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좌석은 주들것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행방향의 반대

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구급대원들은 환자처

치 작업이 편리한 위치로 환자 옆 부분을 선호하고 있

어서 구급대원 좌석의 위치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

으며, 장의자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높이가 주들것 보

다 높아 불편한 자세로 임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허

리등에 통증을 가져오는 위험도를 줄 수 있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Fig. 4.에서는 해외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

한 구급차의 실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구급차

를 살펴보면 국내 구급차보다 내부 수납공간이 더 많

고 다양하며 현장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편리한 

외부 적재함도 있다. 주들것 좌우에 공간을 만들어 구

급대원이 활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환

Foreign car 
modification

(Benz I type)

Foreign car 
modification

(Benz II type)
Vans converted RV

remodeling

Fig. 3. The picture of domestic emergency vehicle interior 
storage spaces. 

Ford EW-350
in the United 

States

Mercedes
ambulance

Nissan Japan
-Fukuoka

Motor Show 2014
French doctor car

Fig. 4. The picture of foreign emergency vehicle interior 
storage spaces. 

자의 안전을 위한 아동전용 시트와 안전벨트의 필수 

착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독일산 구급차는 국내보다 넓고 쾌적한 조건에서 구급

요원이 긴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비슷한 도로조건

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국내보다 더 넓은 구급차

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프랑스에서는 밴형 승용차

에 좌석은 두 개이면서 뒷 좌석에 장비와 약품만 실을 

수 있는 의사 전용의 자동차도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

을 보여주고 있다. 

3.2. 구급차 내 수납장의 사용 분석

법적으로 구급차 안에는 부상자가 눕는 침대나 각종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비치되어야 하며, 구급대원이 

탑승하여 부상자의 응급 처치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구급차 내의 수납공간의 가장 큰 목적은 응급의료조

치에 필요한 기기들을 적재하기 위한 설비로, 의료장

비(후두경, 기도삽관장치,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 장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

지용 하의(MAST), 부목 및 기타 고정 장치 (철부목, 경
부․척추보호대,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와 구급의약품(수액제제,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

(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

용),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등이 적재 되어 있다. 협소

한 내부설계에 비해 다양한 물품의 수납기능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수납공간의 사용 

빈도는 다른 장비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그에 따

른 안전성과 편리성 및 효율성의 저하가 수반된다. 따
라서 촌각을 다투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

화하기 위한 구급차 내 수납공간에 대한 편리성과 신

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고려된 새로운 디자인 설계가 

시급하다. 
수집한 논문 자료에 의하면15) 현재 구급업무의 효율

성과 차량 내부의 물품 적재 위치 관계에서는 ‘보통이

다’ 60.9%, ‘그렇다’ 28.3%, ‘아니다’ 10.8%의 비율로 

긍정적인 응답이 17.5% 높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립적인 입장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에서 물

품 배치 시 안전성과 관련하여 꼭 바꾸고 싶은 부분에

서는 수납장 부분(39%), 주 들것(27%), 손잡이(18%)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Coleman과 Harrow16), 
Ibraheem과 Rand17)은 수납장 및 수납공간과 관련하여, 
구급차 내부와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수납공간의 설계

와 더불어 표준화된 장비 배열 및 기능성과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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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수납공간 설계를 제안하였다. Matthews18) 
역시 수납공간의 조정을 통해 특별한 임상술기별 처치 

셋을 사용함으로써 물품사용 비용을 낮추고, 환자 치

료의 효과는 높아지고 치료 시간이 단축되어서 구급대

원 처치 빈도별 중재 효과를 높이도록 재배치되어야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공간에서의 

수납장은 공간 부족과 운행 중 쉽게 열려 장비가 쏟아

져 안전사고의 위험과 응급처치장비 수납공간 동출 부

분으로 탑승자 부상우려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시사한다. 

3.3. 구급차 내부 수납공간 연구 분석에 따른 디자인 요소

실측조사와 자료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각 항목별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구급차 내 수납공간 및 적재함의 기

능적 구조는 구급차 내 구급대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Fig.5.와 같은 몇 가지 디자인 요소와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① 수납 : 수납장 부족으로 장비 사용성이 떨어지고, 

운행 중 수납자이 쉽게 열려 응급구조장비가 쏟아지는 

안전과 보안, 폭력 및 공격적 성향에 대한 대비책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② 배치 : 공간의 기능적 재배치를 통해 특별한 임상

술기별 처치 세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치료 시간은 단축되며, 
구급대원의 처치 비도별 중재 효과는 높아진다. 따라

서 이동거리 및 공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쉽게 인식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다.
③ 사용 :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기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적용된 수납함의 구조는 좁은 공간에 

여러 장비를 보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Fig. 5. Element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and the 
Keyword. 

있는 구조다, 따라서 신속한 개폐를 위한 개선이 요구

된다.
④ 관리 : 응급구조장비와 구성품의 보관이 용이한 

구조의 수납공간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3.4. 디자인 기본방향 설정

디자인의 기본방향은 이미 앞서 조사 및 분석을 통

한 근거로 Fig. 6과 같이 4가지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인체공학적인 공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둘
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셋째, 응급상황 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구

조를 제안한다. 넷째, 수납장이 가지고 있는 사용과 관

리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성을 제공한다.

3.5. 구급차 내 수납공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안 제시

수납공간은 구급차의 특성상 쏠림현상과 보관 등 응

급상황 시 사용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동선을 이용한 

빠른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작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형태 및 구조 개선을 위해 Fig.7과 

같은 몇 가지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3.6. 디자인 요소 및 이미지 도출

Fig. 8.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디자인의 수납장은 안

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시각적인 기능까지 강조한 디자

인이며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작아 꼭 필요한 내용만 

표시 하였다. 제품의 앞쪽으로는 수납장의 문을 편하

게 개폐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휠 버튼을 만들어 사용

Fig. 6. The setting of design direction.

Fig. 7. The design direction of storag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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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재물

품들이 수납서랍에 실려 개폐됨으로 꺼내고 넣기의 편

리성과 수납서랍 가운데에 손으로도 개폐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수납장 내에 적재된 물건들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 아크릴재료로 하여 물품을 찾는데 시

간을 소비하는 일을 최소화 하였다. 이 디자인은 사용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만 표시하였

으며, 제품의 형태는 위, 아래가 둥그런 모양으로 정방

향 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느낌으로 디자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 The proposal of general cabinet

(b) The proposal of top cabinet 

(c) The proposal of oxygen bottle storage

Fig. 8. The proposed design direction of general cabinet, top 
cabinet and oxygen bottle storage. 

4. 결 론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119 구급차 내 수납공간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 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따라서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현 수납공간의 문제

점을 도출하여 디자인 해결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구

급차 내 안전성과 수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안하

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구급차 디자인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응급구조 적재 장비 기준에 맞는 표준화된 크

기별의 수납장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수납장은 장비

의 단순 수납용도로 제작되어 사용성면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응급구조 적재 장비 기준에 맞는 표준

화된 규격의 수납장으로 접근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납장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용자의 동선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노출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구급차 내 수납장은 응급구조

장비의 수납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 구급대원별 사용자 

식별이 잘 띄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공학적인 활동 범

위에 맞는 위치의 수납공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운행 중 구급차의 쏠림으로 인한 응급구조장

비로부터의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한 수납장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였다.
그 밖에, 119 구급차 내 효율적인 수납공간 사용을 

위해서 제안한 안건 이외에, 주들 것, 안전벨트 보조 

장치, 응급대원 및 환자와 보호자의 손잡이 등 대안이 

지적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설치 현장에서 사용성 

위주로 진행되었기에 제안에 미흡한 점이 따른다. 따
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급대원의 업무능

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환자의 생존율에 도움을 주

는 디자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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