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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J도 소방안 본부 산하 119구  6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기간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2월 10일까지 다. 어려운 기 내삽  교육 ․후 비교  일반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을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모두 교육 보다 교육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후 지식은 성별과 병원근무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자신감은 계 과 병원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계 과 병원경력  학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술기수행 능력은 유형 1에서 119구  근무경력, 유형 2에서는 원의 연령과 최종학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유형 3은 119구  근무경력과, 병원에서 근무경력이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유형 4는 
연령과 계 에서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결론 으로, 119구 의 기도유지술에 심을 갖고, 
정확한 기 내삽 을 배울 수 있도록 자신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실히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 중심어 :∣어려운 기관내삽관 119구급대∣119구급대∣자신감∣자기효능감∣술기수행 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ifficult endotracheal intubation 
education in the 119 rescue servic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60 members of the 119 
rescue services that was under the umbrella of the Fire Service Headquarters of J province. A 
SPSS 14.0 program was utiliz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ough tracheal intubation education on 
their relevant knowledge, self-confid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technical Performance in 
consider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y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ll the knowledge, self-confid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technical Performance after they received that education. 2. As for connec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before and after that educ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knowledge according to gender and career of working in the hospital, and 
their rank and career of working in the hospital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eir 
self-confidence. Their academic self-efficacy significantly differed with rank, career of working 
in the hospital and academic credential. There were significant gaps among them technical 
Performance Case 1 according to career of working in the 119 rescue services, and technical 
Performance Case 2 significantly varied with age and academic credential. There were 
significant gaps in technical Performance Case 3 according to career of working in the 119 
rescue services and career of working in the hospital after that education was provided, and 
technical Performance Case 4 significantly varied with age and rank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was conducted. In conclusion, the kind of education programs that aim at stirring up 
the interest of the 119 rescue services in advanced airway and helping the members learn about 
tracheal intubation accurately with confidence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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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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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응 상황에서 응 환자에게 가장 우선 으로 이루어

져야 할 처치는 기도유지이며, 5분 이내에 한 응

처치가 이루어 지지 못하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5].

재 기 내삽 은 최선의 환기보조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 내 분비물을 흡인하며, 고

농도의 산소공 이 가능하고, 일부 약물의 투여 통로로 

사용되며, 선택한 일회호흡량을 쉽게 공 하고,  내용

물이나 입인두의 액과 액 흡인으로부터 기도를 보

호하기 때문이다[2][6]. 하지만, 기 내삽 은 여러 번 

반복하거나 삽 에 실패하면, 심정지 환자의 후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삽  상 환자가 고, 삽 을 

자주 시행하지 못하는 응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실패

율은 50%까지도 보고된다[3][4].

2009년도 우리나라 구 활동  총 이송환자 수는 

1,316,942명  기도확보는 72,198건이며, 북지역은 

107,823 이송건수  기도확보가 1,453건, 이  기 내

삽 을 실시한 경우는 44건에 불과하다. 2009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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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단 10명(7.1%)만이 기 내삽 에 성공하 고 

부분이 기도기 삽입에 그쳤다[20]. 병원  기 내삽

은 국내 응 의학회와 응 기도 리연구회 등에서 그 

요성을 인식하고, 연수과정이나 지속 인 교육활동

을 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편 되어 있다. 이에 2004년

도부터 앙응 의료센터에서 119구 를 한 응

의료종사자의 문화과정을 교육해오고 있지만, 병원

근무자들에 의한 교육이며 119구 의 선택  교육이

기 때문에 장에서 실용화하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장의 119구 를 상으로 기도유지교육이 무 포

이며, 문 인명소생술기 부분은 많이 부족한 편이

다. 응 상황을 미리 측할 수 없으며, 항상 안정된 상

태에서 기 내삽 을 시행할 수 없는 것 한 어려운 

문제다. 지 까지 119구 를 상으로 한 어려운 기

내삽 에 한 선행 연구가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119구 를 상으로 어려운 상황

에 한 기 내삽  교육 ․후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의 변화가 있는지를 악함으로써, 교육

방법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119구 의 어려운 기 내삽 에 한 교

육 ․후의 비교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후

의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의 변화 

차이를 악하여, 119구 활동에 효과 인 교육방법 등

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의 차이를 악한다.

2) 교육 ․후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

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차이를 

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J도 산하 10개 소방서에서 재 

119구 원으로 근무 인 자  응 구조사 84명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 한 

60명으로 하 다. 별도의 문기도 리 교육과정을 받

은 상과 구 원으로 장 근무자가 아닌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2월 1

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는데, 실질  비교연구기

간은 10일간이었다.

2. 연구도구

2.1 이론교육

본 연구의 이론교육 자료는 문헌[6-8]을 토 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해부․생리의 기  비편, 술기의 실

천편, 어려운 기 내삽  술기  방법 응용편으로 나

워 개발하 고, 기 내삽  이론교육의 타당도 검증

은 응 구조(학)과 교수 3인, 5년 이상 119구 장에

서 구 원 경험이 있는 1  응 구조사 2인 총 5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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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직  확인  회수하 다. 제1

차 타당도 검증 결과 체 문항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론 교육은 100분 정도 시행하 다.  

2.2 실습교육

본 연구의 실습교육은 연구 상자 4명을 1조로 편성

하고, 1회 교육에 20명씩 5개조로 3회 실시하 는데, 본 

연구자가 설명과 함께 시범을 보인 후 각 조마다 100분 

동안 실습하도록 하 다. 연구보조원(Instructor)은 연

구자를 포함하여 앙응 의료센터  한응 기도

리연구회에서 교육을 수료한 5명에게 연구수행  실

습에 한 교육  평가법을 설명하고 최종평가는 연구

자가 취합  통계 하도록 역할 회의를 하 다.

사용된 장비는 기도확보 실습용 마네킹(Laerdal 

Airway Management Trainer), 기도확보세트(ET 

Intubation kit)는 곡선형날과 삽 튜 (ID 7.5), 기타 기

내삽 에 필요한 백밸 마스크, 후두경, 청진기 등으

로 하 다.

2.3 측정도구

일반  특성 7문항, 기 내삽 에 한 지식 20문항, 

자신감 1문항, 학업  자기효능감 24문항 등 총 52문항

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고, 기 내

삽  술기수행 정확도는 본 연구자가 20단계 행동의 정

확도를 평가하 다.  각 척도의 구성과 구체 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2.3.1 기 내삽 의 지식

지식 측정 도구는 문헌[6-8]을 토 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 에 맞게 기  비편 9문항, 실천편 9문항, 

응용편 2문항의 총 20문항을 개발하 다. 기 내삽 의 

지식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응 구조(학)과 교수 

3인, 5년 이상 119구 장에서 구 원 경험이 있는 

1  응 구조사 2인 총 5인의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직  확인  회수하 다. 제1차 타당도 검증 결과 체 

문항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각 문항에 한 정답은 1 , 오답은 0 으로 평가하

으며, 가능한 총 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20

이며, 수가 높을수록 기 내삽 에 한 지식이 높다

는 것을 말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Chronbach α)

는 0.8122 이 다.

2.3.2 기 내삽 의 자신감

자신감은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10  척도를 

사용하여, ‘  확신이 없다’는 0 , ‘매우 확신한다’ 1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기 내삽 의 자신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2.3.3 기 내삽 의 학업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김아 과 박인 [9]

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총 24문항을, 본 연구자

가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각 문항별로 ‘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답하도록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수가 높을

수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Chronbach α)는 0.822 이 다.

2.3.4 기 내삽 의 술기수행 평가

술기수행 평가는 2009년도 응 구조사 1  실기(기

능) 시험 로토콜 기도 리 기 내삽  시트[10]를 토

로, 미국 응 구조사 시험기 인 국립등록기 에서 

공개한 국가공인 응 구조사 상 수  실기시험 환기

리(ET: 기 내삽 ) 실기시험 로토콜[11]을 참조

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 에 맞게 교통사고 시 차

량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기 내삽 (Case 1), 

구 차내 들것에 워있는 환자의 기 내삽 (Case 2), 

경추보호 를 용한 환자에서의 기 내삽 (Case 3),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기 내삽 (Case 4) 등의 

술기수행 측정 도구는 20단계의 행 로 세분화하여 사

용하 다.

매 단계별 수행과제에 해 ‘부 하게 수행’ 0 , 

‘ 하게 수행’ 1 으로 평가하 다. 가능한 총 의 범

는 최  0 에서 최고 20 이고, 수가 높을수록 기

내삽  술기수행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연구측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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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상의 의사를 밝힌 60명의 구 원  비번일

에 교육가능한 자 20명씩 나 어 3일 동안 실시하 다.

이론교육 수행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교육  평가

하 고 교육 완료 후 재평가하 다. 모든 교육을 마친 

상자는 아직 연구를 마치지 않은 상자와의 교류를 

하지 않도록 지도 하 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oftware 14.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independent 

samples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로 분

석하 다. p-값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으로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J도 소방안 본부 소속 119구 로 한정

하 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 을 기

해야 하겠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교육 전․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  

감, 술기수행 능력

교육 ․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

기수행 능력 차이의 결과는 체 으로 교육 후가 교육 

보다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2].

3. 교육 전·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교육  일반  특성  지식부분에서는 성별, 연령, 

병원경력과 학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자신감에서는 연령, 계 과 병원경력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자기효능감에서는 계 과 학력에서만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술기능력에서는 성

별과 병원경력을 제외하고 유형에 따라 각각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표 1. 일반적 특성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al 
number

Percentage

Sex
Male 27 45

Female 33 55

Age

Below 29 21 35

Over 30-Below 39 27 45

Over 40 12 20

Class

Fire fighter 33 55

Senior fire fighter 18 30

Fire sergeant 6 10

Fire lieutenant 3 5

Qualifications
EMT class 1 51 85

EMT class 2 9 15

119Rescuework
career

Below 1 years 18 30

Over 1-below 2 
years

9 15

Over 2-below 3 
years

3 5

Over 3 years 30 50

Hospital work
career

Below 1 years 9 15

Over 1-below 2 
years

27 45

Over 2-below 3 
years

9 15

Over 3 years 15 25

Final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48 80

University 6 15

Graduate school 3 5

표 2. 교육전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술기수

행 능력

Division Mean±SD Difference t p

Knowledge
Before 12.25±3.15

-4.65 -11.06 .000**
After 16.90±2.31

Self-confidence
Before 4.80±1.90

-3.00 -8.19 .000**
After 7.80±1.82

Self-efficacy
Before 3.83±0.35

-0.71 10.76 .000**
After 4.54±0.33

Technical 
Performa

nce

Case1
Before 12.10±2.34

-6.60 -20.13 .000**
After 18.70±1.39

Case2
Before 10.95±4.10

-8.05 -15.24 .000**
After 19.00±1.05

Case3
Before 9.55±3.69

-7.35 -14.32 .000**
After 16.90±3.17

Case4
Before 9.55±3.11

-5.30 -12.38 .000**
After 14.85±3.0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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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Knowledge Self-confidence Self-efficac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3.88±3.41

4.55 .047*

6.00±1.51

.003 .958

3.86±0.45

3.54 .065

Female 10.90±2.18 3.88±1.60 3.80±0.31

Age

Below 29 12.71±1.18

8.75 .000**

4.42±1.20

31.88 .000**

3.82±0.40

1.05 .355Over 30-Below 39 13.22±4.01 6.11±1.47 3.77±0.33

Over 40 9.25±0.45 2.50±1.16 3.95±0.30

Class

Fire fighter 12.45±1.80

1.85 .148

5.45±1.32

18.19 .000**

3.68±0.29

7.56 .000**

Senior fire fighter 12.83±5.02 5.16±1.72 4.10±0.32

Fire sergeant 9.50±0.54 1.50±0.54 3.89±0.38

Fire lieutenant 12.00±3.15 2.00±0.00 3.67±0.00

Qualifications

EMT class 1 12.23±3.35

.00 .932

4.88±2.04

.63 .430

3.88±0.35

8.65 .005

EMT class 2 12.33±1.80 4.33±0.50 3.53±0.76

119Rescue
work
career

Below 1 years 12.50±0.78

1.07 .366

4.16±1.09

1.22 .311

3.60±0.24

5.33 .003

Over 1-below 
2years

11.33±1.00 5.00±1.50 3.98±0.43

Over 2-below 
3years

15.00±0.00 6.00±0.00 4.21±0.00

Over 3 years 12.10±4.30 5.00±2.36 3.88±0.33

Hospital 
work
career

Below 1 years 12.00±0.00

10.71 .000**

4.33±0.50

6.84 .001**

3.98±0.45

1.55 .210

Over 1-below 
2years

14.22±3.38 5.77±1.78 3.87±0.33

Over 2-below 
3years

10.00±2.29 4.66±1.00 3.76±0.33

Over 3years 10.20±1.52 3.40±2.13 3.70±0.32

Final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11.85±2.93

10.54 .000**

4.66±2.00

2.98 .058

3.87±0.34

8.527 .001**University 12.00±1.73 4.66±0.50 3.47±0.13

Graduate school 19.33±0.57 7.33±1.15 4.26±0.16

표 3. 교육 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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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echnical Performance

Case1 Case2 Case3 Case4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2.88±2.69

3.42 .069

11.88±4.38

.46 .500

11.00±3.49

.089 .767

11.00±2.49

1.142 .290

Female 11.45±1.80 10.18±3.74 8.36±3.47 8.36±3.10

Age

Below 29 12.57±3.09

.66 .520

11.85±4.72

3.60 .034*

9.42±4.54

6.12 .004*

9.28±3.93

6.44 .003*
Over 

30-Below 39
11.88±2.06 11.44±3.90 10.88±2.81 10.77±2.08

Over 40 11.75±1.13 8.25±1.86 6.75±2.00 7.25±2.00

Class

Fire fighter 12.45±3.01

.92 .436

12.54±3.16

13.58 .000**

11.27±3.49

10.16 .000**

10.81±2.86

10.28 .000**

Senior fire 
fighter

11.05±0.98 10.83±3.82 8.00±2.52 8.50±2.43

Fire sergeant 12.50±0.54 7.00±1.09 8.00±2.19 9.00±1.09

Fire lieutenant 11.00±0.00 2.00±0.00 3.00±0.00 3.00±0.00

Qualifications

EMT class 1 12.52±2.27

13.98 .000**

11.00±4.32

.05 .824

9.00±3.64

8.47 .005

9.11±3.11

7.23 .009*

EMT class 2 9.66±0.50 10.66±2.64 12.66±2.17 12.00±1.73

119Rescue

work
career

Below 1 years 12.66±3.12

4.66 .006*

11.00±5.28

.27 .841

10.00±4.78

.92 .435

9.66±4.14

.73 .537

Over 1-below 

2years
13.00±2.59 11.00±3.12 10.66±3.27 10.00±1.73

Over 2-below 
3years

8.00±0.00 13.00±0.00 7.00±0.00 7.00±0.00

Over 3years 11.90±1.15 10.70±3.83 9.20±3.17 9.60±2.84

Hospital work
career

Below 1 years 13.66±0.50

2.21 .096

13.33±1.00

1.56 .208

8.33±0.50

.56 .639

8.66±1.00

.47 .702

Over 1-below 

2years
12.11±2.97 10.66±5.08 9.77±4.23 9.77±3.58

Over 2-below 
3years

11.00±1.50 9.33±2.00 9.00±2.29 9.00±2.29

Over 3years 11.80±1.65 11.00±3.81 10.20±4.41 10.00±3.52

Final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12.06±2.00

.59 .556

10.25±3.80

3.91 .026*

8.47±2.90

22.52 .000**

8.75±2.80

13.47 .000**
University 12.66±4.00 14.00±3.46 15.33±2.17 13.66±1.32

Graduate 

school
11.00±0.00 13.00±6.92 9.33±2.88 10.00±1.73

*p<.05, **p<.001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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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Knowledge Self-confidence Self-efficac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7.11±1.94

5.07 .028*

7.77±1.25

3.75 .057

4.52±0.36

.58 .447

Female 16.72±2.60 7.81±2.20 4.56±0.31

Age

Below 29 17.71±2.49

2.44 .958

7.42±2.50

2.23 .117

4.62±0.26

2.50 .091
Over 30-Below 

39
16.66±1.86 7.66±1.27 4.57±0.35

Over 40 16.00±2.66 8.75±1.13 4.36±0.36

Class

Fire fighter 17.00±2.25

9.21 .000**

7.09±1.90

4.85 .005*

4.65±0.21

6.16 .001*

Senior fire 
fighter

18.67±1.61 8.83±1.38 4.30±0.44

Fire sergeant 14.00±1.09 8.00±1.09 4.71±0.04

Fire lieutenant 14.00±0.00 9.00±0.00 4.58±0.00

Qualifications

EMT class 1 16.88±2.21

.19 .890

7.82±1.93

.056 .814

4.54±0.34

.039 .844

EMT class 2 17.00±3.00 7.66±1.00 4.57±0.24

119Rescue
work
career

Below 1 years 17.50±2.57

1.16 .332

7.00±2.44

2.47 .071

4.58±0.26

2.42 .075

Over 1-below 
2years

16.00±3.12 8.66±1.32 4.75±0.96

Over 2-below 
3years

18.00±0.00 9.00±0.00 4.71±0.00

Over 3 years 16.70±1.93 7.90±1.39 4.45±0.39

Hospital 
work
career

Below 1 years 19.66±0.50

23.77 .000**

6.33±3.50

6.64 .001**

4.85±0.07

3.60 .019*

Over 1-below 
2years

16.66±1.92 7.77±0.93 4.54±0.34

Over 2-below 
3years

18.66±1.32 9.66±0.50 4.57±0.37

Over 3years 14.60±1.40 7.60±1.24 4.52±0.32

Final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17.14±2.19

2.62 .081

7.93±2.00

.715 .493

4.61±0.30

9.20 .000**University 15.33±2.78 7.33±0.50 4.40±0.23

Graduate school 17.66±1.15 7.00±0.00 3.91±0.28

표 4. 교육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자신감,학업적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교육 후 일반  특성  지식부분에서는 성별, 계

과병원경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

신감에서는 계 과 병원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기효능감에서는 계 , 병원경력과 학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술기능력에서는 자격

능력을 제외하고 유형에 따라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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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echnical Performance

Case1 Case2 Case3 Case4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18.66±1.35

.004 .952

18.88±1.31

5.54 .022*

17.22±3.45

.324 .572

15.22±2.87

4.393 .040*

Female 18.72±1.44 19.09±0.80 16.63±2.94 14.54±3.19

Age

Below 29 19.57±0.50

9.45 .000**

19.42±0.57

3.304 .044*

16.42±3.18

1.98 .147

13.85±3.26

5.76 .005*
Over 30-Below 

39
18.44±1.28 18.66±1.27 16.55±3.63 14.55±2.84

Over 40 17.75±1.86 19.00±1.04 18.50±0.90 17.25±1.71

Class

Fire fighter 19.00±0.96

1.51 .221

19.18±0.72

.917 .439

17.00±2.66

2.63 .059

14.27±2.41

6.38 .001*

Senior fire 

fighter
18.33±1.74 18.66±1.53 16.66±4.10 15.33±3.49

Fire sergeant 18.00±2.19 19.00±1.09 19.00±1.09 18.50±1.64

Fire lieutenant 19.00±0.00 19.00±0.00 13.00±0.00 11.00±0.00

Qualification

s

EMT class 1 18.58±1.43

2.23 .141

19.00±0.95

.000 1.000

17.05±3.25

.85 .360

14.88±3.21

.038 .847

EMT class 2 19.33±1.00 19.00±0.86 16.00±2.59 14.66±2.00

119Rescue
work

career

Below 1 years 19.66±0.48

7.421 .000**

19.50±0.51

3.452 .022*

17.33±2.42

4.64 .006*

14.16±2.74

4.49 .007*

Over 1-below 
2years

19.00±0.86 19.33±1.00 16.33±2.64 14.66±2.64

Over 2-below 

3years
19.00±0.00 19.00±0.00 11.00±0.00 10.00±0.00

Over 3 years 18.70±1.39 18.60±1.22 17.40±3.17 15.80±2.97

Hospital 
work

career

Below 1 years 19.66±0.50

10.93 .000**

19.66±0.50

7.21 .000**

18.33±1.00

5.33 .003*

14.00±3.12

3.89 .013

Over 1-below 
2years

18.77±1.15 18.661.17 15.33±3.72 13.77±3.21

Over 2-below 

3years
19.66±0.50 20.00±0.00 19.00±0.86 16.66±1.00

Over 3years 17.40±1.54 18.60±0.82 17.60±2.54 16.20±2.65

Final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18.62±1.42

1.39 .256

19.10±1.01

4.416 .016*

17.18±3.03

1.629 .205

14.85±3.05

.476 .623
University 19.33±1.00 19.00±0.86 16.33±3.04 15.33±2.64

Graduate 
school

18.00±1.73 17.33±1.15 14.00±5.19 13.33±4.61

*p<.05, **p<.001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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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119구 의 어려운 기 내삽  교육 ․

후 비교  교육 ․후 기 내삽 에 한 지식, 자신

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정확도를 분석하여, 

앞으로 효과 인 교육방법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 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 후 기 내삽  지

식,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 능력 모두 교육 보

다는 교육 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교육 직후 효과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박 성 등[12], 박 성 등[13], 박상섭 등[14]의 

결과에서도 모두 일 성 있게 교육 직후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 내삽 의 지식은 교육 (12.25)보다 교육 후

(16.90)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1). 연

구 상이 119구 원이고  구   응 구조사 교

육과정에 기 내삽  교육은 없다. 문기도 리 교육

을 별도로 받은 상자는 연구 상자 선정에서 제외하

기 때문에 본 연구 상자는 119구 원으로 근무 

 병원 경력  학교 교육과정 외 교육이 무하다고 

단되어 교육 후의 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교육 후 지식은 성별과 병원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고, 계 에서 교육 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p<.001).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계 , 자격, 

병원  구 원 경력, 학력에서의 교육 태도가 각 요

인 미치는 향을 다루지 않아 교육 과 교육 후 에서 

비교가 어렵다. 

기 내삽 의 자신감은 교육 (4.80)보다 교육 후

(7.80)로 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p<.001). 이는 선행 연구가 없어 고찰하기 어렵지만, 

김정숙[15]의 사-학습 교육 ․후 실험군의 자신감 

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 다. 김미경[16]의 학업스트 스 처 훈련 

․후 실험군의 자신감 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증 

가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교육 후 자신감을 보

면 계 과 병원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보 다

(p<.05, p<.001).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서 자격 이 

1  응 구조사가 51명(85%), 2  응 구조사가 9명

(15%)으로 자신감 부분에서 교육 , 교육후가 각각 유

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 내삽 의 학업  자기효능감은 교육 (3.83)보

다 교육 후(4.54)가,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p<.001). 이는 선행 연구가 없어 고찰하기 어렵지만, 

김정숙[15]의 사-학습 교육 ․후 실험군의 학업  

자기효능감 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고, 

김미경[16]의 학업스트 스 처 훈련 ․후 실험군의 

학업  자기효능감 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교육 후 학업  자기효능감 차이를 보면 계

과 학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보 다(p<.05, 

p<.001).

기 내삽  유형에서는 교육 (10.53)보다 교육 후

(17.36)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1). 일

반  특성에 따른 교육 ․후 술기수행 능력을 보면 

유형 1에서 119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병원경력도 교육 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p<.001). 유형 1은 차량 안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의 기 내삽 이다. 구 원이 평소가지고 있는 경험

과 술기 능력 그리고 병원에서의 경험이 술기 능력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 2에서는 원의 

연령과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119구

 경력과 병원근무경력도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p<.001). 유형 2는 구 차내 들것에 워있는 

환자의 기 내삽 으로 제 가장 많이 활동 인 스타

스와 오텍 특수구 차로 공간이 비좁아 기 내삽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119구 가 가장 많이 하

는 상황으로 119구 의 많은 경험과 병원에서의 술

기 경험이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 3은 

119구  경력과, 병원에서 근무경력만 교육 후 유의

한 차이를 보 다(p<.05, p<.001). 유형 3은 경추보호

를 용한 환자에서의 기 내삽 으로 일반 으로 경

추보호 를 용하면 경추손상의심 환자로 앞 목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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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우 기 내삽 을 해 조작  경추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지증에 해당된다. 한 외상환자

는 장 응 구조사 지침 상의 기 내삽  실시기 에

서 제외될 정도로 어렵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행하기

가 어려운 경우로 구 원으로 경험과 병원경험으로 

자신감이 있는 원에서 효과가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술기에 유형 4는 연령과 계 에서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구 원 경력에서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5, p<.001). 유형 4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기 내삽  술기로 4가지 유형  가장 

어렵고 힘든 술기이다. 119구 에게 할 기회도 많

지 않으며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어려운 술기로 

119구  경력  3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박 성 등[13]은 심폐

소생술 연구에서 교육 후 태도가 심폐소생술 술기수행 

능력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

상섭 등[14]은 심폐소생술 연구에서 교육 후 학업  자

기효능감이 수행 능력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한바 있다. 향 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 하여 교육 태

도와 학업  자기효능감이 기 내삽  술기수행에 미

치는 향 등을 일반  특성에 맞게 연구하여  술기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 내삽 에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Ng 등[17]

은 어려운 기 내삽  조건에서 비디오후두경이 직

후두경보다 성공률이 보다 높다고 보고한바 있고, 정상 

기도조건에서 비디오후두경보다 직 후두경이 삽 시

간이 짧고, 어려운 기도조건에서는 비디오후두경의 삽

시간이 빠르다고 보고하 다[18][19]. 물론 본 연구는 

비디오후두경과 직 후두경 간에 비교 하지 못하 다. 

향 후 국내 실정에 맞는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

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결론 으로, 병원  단계에서의 기 내삽  술기는 

기 내삽  수행을 한 는 일련의 행 들을 말한다

고 하 으며,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

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 인 학습 략을 사용한다

고 하 다. 119구 들이 하는 사고 장은 그 특성

상 측 불가능함으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상황에

서 환자들에게 기도 처치를 해내거나 시도하게 된다. 

구겨진 차 안에서, 강 에 매달려서, 쇼핑센터 가운데

서, 무 진 건물더미 안에서 119구 들이 히 선

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확보 방법들과 그 방법이 실

패할 때의 안 방법 등을 잘 알 고 있어야 한다. 따라

서, 119구 들이 기도유지술에 흥미를 갖고, 정확한 

기 내삽 을 배울 수 있도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

감을 함양시켜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J도 소방안 본부 산하 119구  60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다. 어려운 기 내삽  교육 ․후 비

교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후의 지식, 자신감, 

학업  자기효능감, 술기수행의 변화 정도를 SPSS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에서 교육  12.25 에서 교육 후 16.90 으

로 증가하 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신감에 교육  4.80 에서 교육 후 7.80 , 학업

 자기효능감에서 교육  3.83  교육 후 4.54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술기수행 

능력은 교육  10.53 에서 교육 후 17.36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 과 교육 후 지식 능력

을 보면 성별과 병원근무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

이가 보 고, 자신감에서는 계 과 병원경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보 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계 과 병원경력  학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보 으며, 술기수행 능력을 보면 

유형 1에서 119구  근무경력, 유형 2에서는 원의 

연령과 최종학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유형 3은 

119구  근무경력과, 병원에서 근무경력이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유형 4는 연령과 계 에서 교육 

․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64

본 연구결과를 토 로, 119구 들이 장에서 어려

운 기 내 삽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자신감이 

매우 필요하며, 이 에 정확한 기 내삽 을 배울 수 

있도록 지식, 자신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

램이 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1) 119구 의 어려운 기 내삽 에 해 확 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2) 병원  119구 들의 어려운 기 내삽 을 다양

한 환경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119구 들의 기 내삽 에 한 자신감과 술기

의 질  향상을 한 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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