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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iorites of the evaluation factors for the improvement of fire 

emergency medical service by increasing it’s efficiency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effectively, and by 

recognizing it’s mid-long term development. Based on the output of the analysis, the critical evaluation factors 

of the fir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be improved shall be identified, and shall be intended to use 

strategically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ll the activity in the EMT service, and also for providing the basic 

date to product and manage the good quality services.  To calculate the priority of the evaluation factor for 

each level as shown on this study, AHP(anaysis hierarchy process) with pairwise comparison method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riority analysis for the evaluation factors in main category (evaluation zone), 

‘medical service professional aspect’ is recognized as highest one, and ‘service infrastructure 

aspect, ‘service management aspect’ are indicated in order. 

  According to the priority analysis for the evaluation factors in evaluation index, ‘professional personal 

arrangement’ in the service infrastructure aspect, ‘appropriateness and timeliness of emergency medical 

care’ in the medical service professional aspect, and ‘clinical training’ in the service management 

aspect are respectively recognized as most important factors. 

Keywords : Priority analysis for evaluation factors

1. 서 론

  산업화의 발달과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자살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의 증가, 그리고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응급의료체계인 소방응급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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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기초응급의료서

비스(Basic Life Support, BLS)의 단층시스템에서는 환

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

자의 중증도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

되는 일차반응서비스(First Responder Service, FRS), 

전문응급의료서비스(Advance Life Support, ALS) 및 

항공이송서비스(Air Ambulance Service, AAS)가 다를 

수 있으나, 천편일률적 적용으로 인하여 중증 응급환자

에 대한 필수적인 전문처치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 외상환자에게서 ALS 프로그램인 현장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절한 병원의 선

정 및 이로 인한 시간 지연이 유발될 수 있으며, 외상성 

기흉에 대한 흉관삽입술, 병원 전 적절한 수액의 처치 

등이 수행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는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독점적

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내에서 소방응급의료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과 소방구급대 운영관

리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즉, 소방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이 의료계 종사자가 핵심

이 되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영역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 모니터링 측면에만 연구의 중심을 두었을 

뿐, 소방기관에 특화된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활동과 체계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거나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

기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응급의료체계를 서비스 구조인

프라측면,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측면, 서비스 관리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소방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평가요인을 파악하고 핵

심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응급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

법론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더불어 병원 전 단계

의 응급의료서비스 질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평

가요인의 발췌 및 재구성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본 연구를 위한 기본평가 도구로 활용하였다. 실증적 연

구로서 소방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출

된 평가요인에 대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한 평가요인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쌍대비교 평

가방법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는 계층적 분석

(Analysis Hierarchy Process: AHP)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평가요인에 대한 AHP용 설문지를 작성하

여 전문가 패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평가요인

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소방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되기 위한 주요평가요인을 전략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과정에서 전개되는 모든 

활동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질 향

상과 책임성 제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서

비스체계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소방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서론에서 제기한 연

구 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응급의료인 대상 설

문지를 발췌, 이의 재구성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

고 이를 평가항목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구급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그 유효성을 확인

하였고, 평가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AHP기법을 통해 그룹별 평

가항목 상호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Figure 1] Model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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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3.1 분석 방법
  주요 평가요인이 선정된 후 AHP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활용

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쌍대비

교행렬 설문지 『소방119응급의료서비스 향상 평가요

인에 대한 AHP 평가 설문지』를 소방전문가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

급영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정보네트워킹, 전문 인력 

배치성, 응급처치 적절성 및 적시성, 의사의료지도, 임

상교육,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제

공 등 평가요인에 대하여 총 38개의 평가항목을 병원 

전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요인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평가 분석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평가요

인 및 모형은 평가목적→평가영역→평가지표→평가항

목 순으로 총 4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

서 “평가목적”란 가장 상위단계로 소방응급의료서비

스 향상을 위한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목적을 의미하고, “평가영역

(Level 1)”은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평가요인의 특성을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분류된 영역이며 

“평가지표(Level 2)”는 평가요인의 각각을 명하는 

것으로 평가영역의 하위요인이고 “평가항목(Level 

3)”은 평가지표의 하부요인으로 세부요인에 해당한다. 

1) 소방구급대 현장도착의 신속성  2) 소방구급대 환자이송의 신속성  3) 응급의료취약지역의 소방구급대 배치 적절성

4) 응급의료취약지역 소방항공헬기 보급률  5) 환자이송병원 선정의 적절성  6) 소방상황실과 구급이송대원간의 정보교류 

7)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적시성 8)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 9) 구급신고 및 정보전달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10) 응급구조사 구급차 탑승률 11) 응급구조사1급 소방구급대 보급률 12) 소방상황실 수보전문요원 배치 적절성 

13) 의료지도의사 보급률      14) 구급출동 다발/비다발 지역의 응급구조사 배치 적절성

15) 소방항공헬기 응급구조사1급 탑승률  16) 응급처치 시행률  17) 기초/전문응급처치 제공시간 

18) 중증도별 분류의 적절성  19) 응급이송 적절률  20) 중증도별 전문응급처치 적절성

21) 응급처치 적절률  22) 구급활동일지 기록 충실도  23) 유∙무선이용 직접의료지도 기여도

24) 의료지도 시행률  25) 응급구조사 업무프로토콜(임상처치지침)에 의한 간접의료 지도 구체화 정도

26) 예방가능사망률에 대한 의료지도 영향성  27) 응급처치교육 이수율  28) 양성대학의 임상교육/실습 적절성  

29) 임상실습/보수교육의 임상능력 기여도    30)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의 임상실습과정 적절성

31) 응급구조사1,2급의 자격기준 적절성  32) 자격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33) 자격시험 평가 및 신뢰도 정도

34) 자격시험 기준의 적절성  35) 구급서비스 이용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모니터링  36) 공평한 서비스 이행여부  

37) 소방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  38) 구급필수장비 보급률

[Figure 2] Study Hierarch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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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본 데이터의 수집 및 결과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한 평가요인의 우선순위를 제

시하기 위하여 AHP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방응급의료

서비스 향상(평가목적)의 측정영역 제1계층(Level 1) 

요인 3개, 각 측정영역별 평가지표인 제2계층(Level 

2) 요인 8개, 각 측정지표별 평가항목인 제3계층

(Level 3) 요인 38개로 선정하였다. AHP 평가 설문

지(부록)의 목적은 평가요인의 중요도 및 요인을 구성

한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가중치)를 측정할 목적으로, 

우선 상위평가요인으로 평가영역 사이의 중요도 측정

을 위해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다음에 

하위평가요인으로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사이의 중요도 

측정을 위해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AHP기법을 활용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중치) 산

정을 위하여 소방전문가(소방학교교수, 소방고위관리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접방문 및 

e-mail을 통해 발송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13부 중 10부(회수율 76.9%)를 회수하였고, 불성실 

답변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9부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설문지의 응답자는 소방학교교수 2

명과 소방고위관리자(소방령 이상) 7명이었다.

3.4 평가 결과

3.4.1 상위평가요인의 중요도 판단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 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 

서비스 관리운영 측면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다. 의료서

비스 전문성 측면(0.72),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

(0.18), 서비스 관리운영 측면(0.10)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3.4.2 하위평가요인의 중요도 판단

  (1)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의 중요도 :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에 대한 세부요인인 응급영역의 접

근성 및 편의성, 정보네트워킹, 전문 인력 배치성에 대

한 중요도 판단이다. 전문 인력 배치성(0.61), 정보네

트워킹(0.28), 응급영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0.11) 순

으로 조사되었다.

  (2) 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의 중요도 :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에 대한 세부요인인 응급처치 적절

성 및 적시성, 의사의료지도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다. 

응급처치 적절성 및 적시성(0.71), 의사의료지도

(0.29)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서비스 관리운영 측면의 중요도 : “서비스 관리

운영 측면”에 대한 세부요인인 임상교육,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중요도 판단

이다. 임상교육(0.67),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0.22), 

응급구조사 자격시험(0.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3.5 종합 중요도 판단

3.5.1 평가영역(Level 1)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9명의 전문가 패널

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구조

인프라 측면,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 서비스 관

리운영 측면의 3개 평가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소방응

급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으

로서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0.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서비스 구조인프라 측면(0.18), 서

비스 관리운영 측면(0.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영향측면보다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이 소방응급의료서비

스 향상에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전문가 패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5.2 평가지표(Level 2)에 대한 종합 중요도 우

선순위 

  평가지표의 총 표본을 대상으로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는 응급

처치 적절성 및 적시성 (0.5112), 의사의료지도

(0.2088), 전문 인력 배치성(0.1098), 임상교육

(0.0670), 정보네트워킹(0.0504), 이용자중심의 서비

스제공(0.0220), 응급영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

(0.0198, 응급구조사 자격시험(0.0110)의 순으로 중

요도를 보였다. 그런데 응급영역의 접근성 및 편의성

(0.0198)은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구급대의 현장 도착 

신속성이라는 중요한 평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소방응급의료서비

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소방방제청의 많은 노력과 

투자 등이 반영되어 소방구급업무의 필수 요소인 구급

차 및 필수 장비 등이 만족할 수준까지 확보됨으로써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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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국민들의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확장과 심

리적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응급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

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품질 측정이 수행된 이래 정부주도하에 지속적인 투자

에도 불구하고 소방구급대가 맡고 있는 병원 전 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증상과 중증도

에 따른 현장 중증도 분류,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처치, 

이송병원의 선정, 외상성 기흉에 대한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처치 등이 수행되지 

못한 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는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가 소방구급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내에서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

방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의료계 종사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서 병원 전 단계의 문제점만을 언급하거나, 의료서비스 

기술적 특성에 기준을 둔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만을 제시함

으로써 소방응급의료서비스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도구의 제안을 해결 방안

으로 제시할 뿐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방기관에의 특화된 시각에서 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핵심평가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

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 및 평가함

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평가요인을 전

략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과정에서 전개되는 모든 활

동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체계에 대한 질 

향상과 책임성 제고를 이행함과 동시에 서비스체계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소방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가능성을 높이고 소방응급의료서

비스 향상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나타낼 수 있

는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다음의 서비스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응급처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강화

  소방구급대의 병원 전 처치의 적절성의 부족은 경증 

환자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

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증 응급환자

에 대한 현장 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처치 능력의 향상은 개

별적인 구급대원의 노력이나 반복적인 교육 등으로만

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구급대원의 현장 처치 능력은 

직접적인 현장 처치 그 자체로만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주요 응급처치의 배경이 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평

가능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질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즉, 환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하고 주요 증상

을 추출하며 과거력을 파악하고, 계통적 문진, 이학적 

검진, 장비를 이용한 생체 징후의 의 을 통하여 환자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능력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 능력의 평가 방식은 구급대원을 현장 및 이송 중

의 제한적 처치자(limited intervention provider)의 

개념으로 좁력을인식하던 것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환

자 생명을 구출하는 포괄적 치료자(comprehensive 

care provider)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서비

스의 조기 활성화, 조기 심폐소생술, 조기 제세동, 전문 

심장 구조술을 연결한 소생의 사슬(chain of survival) 

개념이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의 신속한 평가와 처치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의 경우에는 심장 구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행하느

냐는 생존율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병원 도착 이전에 

현장 및 이송 단계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소생술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에게 있어서 생존에 관련된 문제로

써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응급처치 제공자의 

능력과 전체 서비스시스템의 효율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소방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가운데 적절

성에 대한 평가대상은 심정지 확인, 기관 내 삽관, 정

맥로 확보, 자동제세동기 사용, 심폐소생술, 심인성 흉

통 의심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저혈당 의심의 포도당 

투여, 저혈당량 쏙 의심의 정맥로 확보, 수액 투여, 천

식발작 의심의 기관지 확장제 흡입, 다발성 외상의 경

추 고정 등이다. 응급처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수행은 

현장 및 이송 단계에서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고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문제점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

며 또한 전문성 강화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필

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전문성 강화의 현저한 부분과 그

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향후 교육 및 훈련, 기타 

자원 투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4.2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강화

  미국의 EMT-Basic, EMT-Intermediate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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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하거나 응급처치 능력의 수준에 대한 많은 

의심스러움 등으로 인하여 응급구조사의 제한적인 법

적 업무범위에 대하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나 응급

구조사의 법적 업무범위 확대 이전에 응급구조사의 응

급처치 수행능력이 이에 맞게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응급구조학, 간호학 졸업 후 응급현장 활동 

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지속하기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feed-back)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 교육이 아닌 소방 방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 임상수련 교육과 같은 권역별 응급의

료센터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현장에 알맞은 실

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임상수련 교육수장 를 대상으로 실시 운영 중

인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현실성 있는 

교육 시스템이 피발되어 응급의료체계의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d-ba한다. 이러한 응급구조사의 전문화는 소방, 의료

기관 등 각자의 노선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정부기관, 의료기관, 각 시도 사회단체 등 응급의

료체계에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

성d-ba한다. 즉, 응급구조사 등급에 맞는 전문화 교육

을 시 또는 도 단위로 의료기관, 의과대학,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선택하

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

록 하-ba한다.  또한 현장 활동 중인 소방구급대 또는 

응급구조사 등급별 응급처치 기술(skill)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응급현장업무 수

행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이론과 기

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환자

관리, 의료정보 등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3 고급응급구조사의 양성

  현재 1∙2급 응급구조사의 실질적인 업무범위가 미국

의 EMT-Basic(일반응급구조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급처치 능력의 수준에 대한 많은 의심

스러움 등으로 인하여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하여 개선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

이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식화된 응급구조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이론과 고난이도 기술

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선발하여 고급응급구조사(가칭) 

자격을 부여하여 현재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보

다 더 확대된 업무지침을 가지고 병원 전 단계 즉 응

급현장과 이송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구급대가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는 자연적, 인적 등 큰 재난의 

역사 속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에 대한 양적인 성장도 급속도로 발전

하였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질적으로 수준 

높게 양성시키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이 응급의료서비

스의 전문화를 위한 핵심 요인이라 할 것이다.

4.4 병원임상실습과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보

수교육 강화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즉, 소방응급의료서비스는 

단순 구조 및 이송이라는 기본 응급의료(Basic Life 

Support) 개념에서 구조, 평가, 처치, 중증도 분류, 그

리고 이송이라는 전문응급의료(Advanced Life 

Support)로 점차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처치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초기 단계로 환자의 최종적인 결과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질적 서비

스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전문 응급처치 영역을 강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상실습에 대한 체

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구조사 2급의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동승실

습에 대한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별 실습의 내용과 

질이 다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임상실습

의 내실화 방안이 절실하다. 2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분

석을 통한 임상실습 방안과 수련병원의 수준 등을 정

하여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 1급과 함께 임상실습을 수

행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병원실습

문제는 현장에서 의료법상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의료행위를 피교육자 

신분으로서 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진정한 의미의 

실습은 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 평가를 하는 

모순점도 있으므로, 내실화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 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인 대학 및 응급기관에서 

적절한 임상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토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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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표준화된, 그리고 체계화된 임상수련 교육과정

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등

이 수행되고야 할 것이다.

4.5 소방상황실 수보전문요원의 배치 적절성 

강화

  소방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구조사, 구급차, 처치장비, 

통신망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데 각 요소는 유기적으

로 통합되어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

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 있고, 현장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 가공하고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지

역의 서비스 제공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현장

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보의 소통을 담당하는 

소방응급의료체계에는 응급의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요구의 접수와 관리를 하는 소방상황실의 수보요원

(Emergency Medical Dispa tcher)이 있으나, 수보요

원에 대한 개념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통화자로부

터 소방구급대에 출동을 지시하는 단순한 연결고리로

만 인식되었고 수보요원은 단지 응급구조사의 처치가 

제공되기 전에 통화자와 연결되는 하나의 단계로만 취

급되어 오랫동안 의료감독의 평가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심정지 후 4분 이내의 심폐소생

술, 8분 이내의 제세동기의 적용 등으로 인해 환자발생 

초기의 의학적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소방상황실의 수

보요원은 의료통제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다양

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통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교과과정에 의거해서 수보요원을 전문적으로 배출으로 

교통부에수보요원 양성 프로그램의 의학적인 면에 대

해 관리으로 책임을 지문적으사가 수보요원가 혘련을 

지시∙감독하며 응급의료 우선지시 행동지침체계 

(Priority Dispatch Protocol System)와 운영방법을 

개발,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문적수보요원가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부에수보요원을 위한 변변한 양

성과정 p다양없는 실정이다. 물론부에소방상황실의 수

보요원이 양성 프상태 및 의학적를 파악하여 한 환자

에 적합 수보요처치를 실시하게 하는 각 상황에 따른 

도착 의료지시(Pre-Arrival Instruction)가 담긴 행동

지침서인 ‘119응급지령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으나 

현직 수보요원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환자용 구급차(M-ICU)의 

운용과 다중출동체계의 도입으로 비응급환자 발생시에

는 BLS 만 출동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시에는 BLS, 

ALS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방헬기까지 함께 출동하는 

소방응급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맞춤형 구급차 출동지시

를 내릴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을, 그리고 구급신고시 

신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을 갖춘 소방상황실의 수보요원에 대한 교육 및 배치

의 적절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소방조직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4.6 의료지도의 활성화

  국내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는 의사의료지도 시스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본부의 공중보건의, 응급실 의사 등이 현장의료지

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시스

템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의료지도를 위한 전문

가를 양성시키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의 응급

의료지도 의사는 의료지도 동시에 응급실 등에서 환자 

진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지도 의사에 

대한 명확한 업무규정, 자격조건, 처치규정 등 의료지도

시스템을 운영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의료지도에 대한 법적인 어떠한 책임감, 응급구조

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

로 인하여 응급현장에서 의료지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업무 수행중인 응급구조사에게 

직접적인 의료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의료지도를 받기까지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

생되어 대부분이 단순 응급처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의료지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겠으나 국민에게 질 높은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의료지도 시스

템이 빠른 시일 내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응급

의료센터, 소방상황실 등에 의료지도 전문의(EMD)가 

상주하면서 구급대원들에게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적인 의료지도를 시행하거나, 신속한 의료지도를 위하

여 구급차 내에 출동지령을 받는 무선통신망과 의료지

도를 받는 무선통신망을 각각 설치하여 현장이나 구급

차내서 언제, 어디서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의료지도 의사는 수행업무에 대한 전문 자격을 부

여함과 동시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통

제 권한과 교육도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4.7 응급구조사 행동지침 개발

  현장 의료지도가 직접의료지도(Online-Medical 

Direction)라면, 간접의료지도(Off line-Medical 

Direction)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즉,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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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료진,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등이 제작

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 있긴 하지만, 응급구조

사의 업무, 교육, 훈련, 장비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

어져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현장 활동을 통제할 권한

도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업무 프로토

콜은 다양한 응급현장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적

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지침으로 개발될 수 있도

록 관계기관, 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이고 지속적인 개선업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8 구급활동일지의 기록 방식 및 내용 개선

  소방구급대원은 구급활동시 환자에 대한 정보, 병력, 

증상, 응급처치, 이송병원 등을 기록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병

원관계자와 소방구급대원의 소속소방관서에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규칙에 따라 각각 보관하게 되는데 

“소방긴급구조활동 정보시스템”에 수기로 작성되었

던 기록지와 똑같은 온라인상의 기록지에 100% 일치

하는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구급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한 구급활동 기록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구급활동 중에 현재의 구급

활동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경

우가 많다.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응급처

치를 마친 후 1명은 구급차를 운전하고 1명은 환자에

게 응급처치를 수행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완전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야하는 구급활동일지를 

기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전달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는 구급

대원의 구두로 전달하고 있고 구급활동일지는 사본을 

전달하는 즉시 원무과 직원의 손으로 넘어가서 어느 

구급대에서 환자를 이송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쓰이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필수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는 주호소 사항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

태를 기록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으며, 이에 구급활동일

지로는 구급대원의 활동을 평가하기가 쉽기 않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신고일시, 출동시간, 현장 도착 등 시각

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신고일시는 신고자가 119로 전

화신고를 하였을 때 컴퓨터에 기록되어지는 시각이므

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동시각, 현장 도착 

시각, 응급처치완료 후 현장출발사각, 병원도착시각, 귀

소시간은 구급대원들이 무선으로 소방상황실로 통보는 

하고 있으나 전산으로 입력되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출

동하는 구급대원도 무선으로 간단히 통보는 할 수 있

으나 일일이 그 시각을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하고 있을 

수 없으며 출동시각 문제는 출동지연 등 민원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응급처치에 대한 기

록을 보면 환자에게 어떤 응급처치가 제공되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지 방식 혹은 형식이 변경

되어야 할 것이다.

5. 고 찰 

  본 연구는 소방구급업무와 관련된 주요 요인간 상호

작용에 의해 소방응급의료서비스가 수행된다는 관점에

서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

로 서비스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평가요인에 대

하여 AHP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평가요인들의 차별

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소방구급

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는 AHP분석기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

과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이론적 검토, AHP기법을 통해 소방

응급의료서비스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평가요인의 중

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소방응급의료서

비스 평가지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의료계 전문

가 중심으로 수행된 소방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일조하였다. 

  둘째,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평가지표를 제시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구급요원의 의견을 활용하여 소방기관에 특화된 

시각에서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핵심평가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

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 높은 결과

물을 도출하였다. 

  셋째,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인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서

비스평가모델을 제시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이송체계의 구조인프라에 대한 양적인 확보 및 

지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현재 소방구급요원이 보

유하고 있는 응급처치 능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적

인 유지보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소방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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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증도별 전문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

급응급구조사에 대한 확보, 중중환자용 구급차

(M-ICU)의 확보 및 운용, 다중출동체계의 원활한 운

영을 담당할 소방상황실 요원 확보, 그리고 의료지도 

프로토콜 구축 등을 관리적 우선순위에 포함시킬 필요

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

어질 때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단계적, 표준화, 그리고 체계화된 임상실습프

로그램을 갖춘 교육기관의 실습교육과정을 통하여 소

방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이 보완 및 개선 될 수 있

도록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보다 단축된 실시간 정보 전달로 정보망

의 이용율을 높이고 이송정보망의 자료가 구급요원에

게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원활한 양방향 정보전

달체계의 이송정보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AHP분석은 평가요인의 중

요도와 우선수위에 있어 의료서비스 전문성 측면의 응

급처치 적절성과 적시성이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평가되었고 이의 분석결과에 대

한 흐름은 소방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 주요 평가요인

으로서 오랫동안 중요도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방구급요원의 응급처치 적절성 및 적시성에 대한 모

니터링 및 평가를 소방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

료적인 접근방식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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