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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원격지도용 스마트글래스 사용에 대한
한국 해양경찰의 인지된 유용성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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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toward Smart-glass for
First-aid Remote Support among Coast Guar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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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myung Choi, Sun Kyung Kim, Youngho Lee, Hyoseok Yoon, Younghye Go,
and Kyung Seok Byun)

  요 약 본 연구는 서남해안 해양경찰이 이송하는 응급환자 유형과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원격의료지도의

필요성, 통신수단으로서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31명의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다. 응급환자 유형은 출혈, 자상, 복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와 훈련요구도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약물사용과

중증도 분류에 대한 원격의료지도 요구가 높았으며, 통신도구로서 스마트글래스의 활용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점수는 각각 3.76±0.61점, 3.64±0.45점이었다.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 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30, p<.01).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양경찰의 응급구조 활동의 효

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새로운 장비의 적극적 도입과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한 시점이다.

핵심주제어: 해양경찰, 원격의료지도, 스마트글래스, 유용성,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emergencies transported by the

Southwestern Coast Guard, the need for telemedicine guidance,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mart glasses as a communication method targeting 31 coast guards. A relatively high
frequency and training requirement were confirmed for bleeding, abrasion, and abdominal pain.

The demand for telemedicine guidance on medication and triage was higher, and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scores for the use of smart glasses were 3.76±0.61 and 3.64±0.45,
respectively. A moderate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and attitude toward smart

glasses was confirmed (r=.630, p<.01).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time to actively
introduce new devices such as smart glasses.

Keywords: Coast guards, Telemedicine, Smart-glass, Usefulness,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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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인구는 약 3만 8천여

명에 달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Seol et al., 2021). 해양 및 신안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와 해경

선박을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내륙도시인 목포

로 이송한다(Kim and Lee, 2018). 환자 이송은

기상 상태가 좋은 낮에는 의료진이 탑승한 “서

남권응급의료센터”의 닥터헬기를 운영하지만,

기상이 안 좋거나 야간에는 의료진이 없는 상태

로 해양경찰의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신임 순경과정에서 인명구조술,

해양응급처치과정 등의 기본적인 의료 교육을 별도

로 이수하고 있지만(Moon, 2017), 응급구조사 자격

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

급환자 이송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

라서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해양경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을 통한 의료진의 원

격지도 혹은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의료진의 원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스마트폰이나 일부 선박에 구축된 “해상원격응급

의료” 시스템(Lee and Kim, 2018)을 활용할 수 있

으나, 향후 양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새

로운 기술과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이동성이 확보

된 스마트글래스의 효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

상한다(Park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

비의 경우 실제 사용 예정자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

하기 때문에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스마트글래스 개념과 연구방법

2.1 스마트글래스

기존에 증강현실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개발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증강현실 장비들이

안경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스마트글래스(smart-glass)라고 통칭한다(Park

et al, 2013).

Fig. 1 Configuration of Vuzix smart-glass

Fig. 1은 전형적인 스마트글래스의 모습을 보

여준다. 전형적인 스마트글래스는 증강현실 시

스템과 웨어러블 컴퓨팅의 요소를 통합해서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구

성 요소로는 증강현실 기능을 위한 카메라, 디

스플레이 등이 있고, 웨어러블 컴퓨팅을 위한

입출력 기능(음성, 터치, 스피커, 디스플레이

등), 통신 기능(WiFi, LTE 등), 컴퓨팅 기능 등

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글래스는 증강현실과 웨

어러블 컴퓨팅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격교육,

원격협업, 원격지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

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에 음성 및 화상통

화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글래스의

원격협업과 유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와 스마트글래스

를 사용하는 경우에 Table 1과 같은 차이점 및

장단점을 갖는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Smartphone and

Smart-glass

Categories Smartphone Smart-glass
Hands Free X O
Augmented
Readlity △ O

Easy to
co-work △ O

Mobility O O
Computing
Power O △

Extensibility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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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폰에 비해

스마트글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증

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협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약

하고, 이에 따라 기능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미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Vuzix, Nreal,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세계

의 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스마트글

래스를 출시하고 있다. 스마트글래스는 디스플레

이 타입에 따라 Optical see-through head

mounted display (OST-HMD)와 video

see-through head mounted display (VST-HMD)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한쪽 눈(주로 오른

쪽 눈)에만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치와 양쪽 눈에

모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이 있으며, 시야

각(Field of View), 해상도,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무게 등이 다양하다. 증강현실과 공간컴퓨팅을

지원하는 홀로렌즈2와 같은 장비도 출시되었다.

따라서, 응용분야와 사용자에 따라 어느 사양

을 갖춘 스마트글래스가 이용될지 결정하는 과

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체격이 좋은 군인이

사용하는 장비는 기능이 뛰어나다면 무게가 상

대적으로 무거워도 사용 가능하겠지만, 일반인

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는 최대한 가

볍고, 환자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일상적으로 착

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장치가 적합하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양경찰이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유형과 이에 따른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 및 의

료진의 원격지원 필요성, 통신장비 관련 현황과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전

라남도 지역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이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

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해양경

찰로 1개월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2) 응급환자

구조 또는 이송경험이 있으며, 3)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 가능한 자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6월 1일부터 2주일간, 31명의 해경

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의 범주는 응급환자의 유형 및 이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요구도, 의료진의 원격지도

필요성,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 통

신 시스템의 현황과 만족도 등이다.

▪ 응급처치 현황 및 훈련요구도: 응급처치에 대

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19개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Hwang, Oh and Cho, 2016). 각

각의 항목에 대해 수행빈도와 훈련이 필요한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훈련이 필요한 정도는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1점(전혀 필요 없

다)∼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훈련의 필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원격지도의 필요성: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

술, 약물사용, 의료장비 사용, 중증도 판별의 5

개 항목에 대해 원격지도의 필요성을 조사하였

다.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1점(전혀 필요

없다)∼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원격지도의 필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인식과 태도: 해양경찰의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기 위해 Fredrick 등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Frederick and Van

Gelderen, 2021). 총 20문항으로 스마트글래스

에 대한 인식(13문항)과 태도(7문항)로 구성된

다.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1점(전혀 그렇

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 통신장비 사용과 만족도: 해양경찰이 원격지도

시 이용하는 통신수단의 이용 정도와 만족도에

대해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으로 측

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신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성이 90.3%이고 평균 연령은 38.9세, 평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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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22개월이었다. 참여자 중 아무도 스마트글

래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51.6%에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사용 의지가 있음을 응답하였다.

3.2 응급처치 수행빈도 및 훈련요구도

해양경찰의 응급처치 수행빈도 및 훈련요구도

는 Table 3과 같다. 20가지의 응급처치 중 연구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한 항목은 출

혈(38.7%), 자상(48.4%), 복통(45.2%), 골절

(41.9%)을 포함하였다.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요구도 점수는 열상이 3.26점, 출혈이 3.03점

이었다.

Categories
Frequency of
performance

Training
needs

n(%) M±SD

Bleeding

0 19(61.3) 3.03±0.88

1∼2 9(29.0)

3∼4 3(9.7)

Abrasion,
laceration

0 16(51.6) 3.26±0.86

1∼2 12(38.7)

Table 3 Frequency and needs for training (N=31)

3∼4 3(9.7)

Abdominal pain,
vomiting

0 17(54.8) 2.65±0.80

1∼2 10(32.3)

3∼4 3(9.7)

5≤ 1(3.2%)

Fever, febrile
convulsion

0 23(74.2) 2.65±0.88

1∼2 6(19.4)

3∼4 2(6.5)

Sprain, fracture

0 18(58.1) 2.77±0.92

1∼2 12(38.7)

3∼4 1(3.2)

Foreign body in
the eyes, nose, ears

0 28(90.3) 2.39±0.96

1∼2 3(9.7)

Airway
obstruction

0 28(90.3) 2.47±0.86

1∼2 3(9.7)

Dental injury
0 30(96.8) 1.97±0.71

1∼2 1(3.2)

Hiccup
0 30(96.8) 2.74±0.89

1∼2 1(3.2)

Burn
0 26(83.9) 2.42±0.85

1∼2 5(16.1)

Bite injury
0 29(93.5) 2.23±0.88

1∼2 2(6.5)

Epilepsy
0 30(96.8) 2.06±0.85

1∼2 1(3.2)

Environmental
emergencies

0 26(83.9) 2.48±0.85

1∼2 5(16.1)

Shock
0 30(96.8) 1.84±0.86

1∼2 1(3.2)

Psychiatric
emergency

0 29(93.5) 2.29±0.86

1∼2 2(6.5)

Cardiac arrest

0 22(71.0) 2.74±1.03

1∼2 8(25.8)

3∼4 1(3.2)

Intoxication
0 30(96.8) 1.87±0.81

1∼2 1(3.2)

Hypoglycemia
0 28(90.3) 2.03±0.84

1∼2 3(9.7)

Head injury,
spinal injury

0 25(80.6) 2.26±0.82

1∼2 6(19.4)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28(90.3%)
Female 3(9.7%)

Age (year) 38.90±10.38
Career (months) 122.71±126.21
I've heard of smart
wearable technology.

Yes 16(51.6%)
No 15(48.4%)

I've heard of smart glass.
(e.g. Google Glass)

Yes 15(48.4%)
No 16(51.6%)

I've heard of smart
watches.(e.g. Apple watch)

Yes 26(83.9%)
No 5(16.1%)

I own a smart watch.
Yes 17(54.8%)
No 14(45.2%)

I own a smart glass.
Yes 0(0%)
No 31(100%)

I'm willing to use a smart
watch.

Yes 24(77.4%)
No 7(22.6%)

I'm willing to use a smart
glass.

Yes 16(51.6%)
No 15(48.4%)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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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격지도의 필요성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분야별 원격지도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을 때 약물사용에 대한 원격지

도 필요성 점수는 4.32점이었고, 중증도 판단에 대

한 필요성 점수는 4.16점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스

마트글래스에 대한 태도는 평균 3.76점이었으며

인지된 유용성은 3.64점이었다.

Table 4 Perceived needs, usefulness and attitude

3.4 통신수단별 사용빈도 및 만족도

연구 참여자의 통신수단별 사용빈도는 Table 5

와 같다. 통신수단별 만족도 점수는 음성통신이

3.19점, 화상통신이 3.16점이었다[Table 6].

Table 6 Satisfaction level by communication methods

3.5 상관관계

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결과[Table 7],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 간에는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

r=.630 (p<.01)이 확인되었다. 음성통신의 만족도
와 인지된 유용성 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r=.493 (p<.01)이 확인되었다. 연령과 경력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 r=.936 (p<.01)이 확인되었으
며, 음성통신의 만족도와 화상통신의 만족도 간에

도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r=.878 (p<.01)을
나타냈다.

Table 7 Correlation matrix

4. 논 의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응급처치 활동 현황 및

훈련요구도와 원격지도 요구도를 알아보고 현재

이용하는 통신수단에 대한 만족도와 스마트글래

스를 이용한 통신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과 태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해양경찰을 위한 원격

지도와 훈련 등에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최신 장

비를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Methods M±SD

Voice communication 3.19±0.91

Video communication 3.16±1.00

1 2 3 4 5 6

1 Attitude
1

2 Perceived
usefulness

.630** 1

3 Age
.055 .133 1

4 Career
-.037 .091 .936** 1

5 Voice
communication

-.079 .493** .221 .196 1

6 Video
communication

-.276 .287 .309 .349 .878** 1

**p<.01

Categories M±SD

Needs for remote suppor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3.58±1.31

First aid (not CPR) 4.00±0.82

Drug use 4.32±0.83

Medical equipment 3.74±1.15

Triage 4.16±0.90

Attitude toward smart glass 3.76±0.61

Perceived usefulness of smart glass 3.64±0.45

Frequency of use n(%)

Voice
communication

Never 7(22.6%)

Rarely 6(19.4%)

Moderate 12(38.7%)

Often 6(19.4%)

Very often 0(0%)

Video
communication

Never 6(19.4%)

Rarely 9(29.0%)

Moderate 9(29.0%)

Often 3(9.7%)

Very often 4(12.9%)

Table 5 Frequency by communication methods (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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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격지도의 필요성 인식

응급처치 활동에 대한 훈련요구도를 조사하였

을 때 자상과 출혈에 대한 점수가 각 3.26점, 3.03

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응급처치 경험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 자상(48.4%)과 복통(45.2%), 골절

(41.9%)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었으나, 자상과 출혈처럼 외상과 같은 외관상 보

이는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도가 각 3.26

점, 3.0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자상과 출혈이

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복잡한

의학적 전문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인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는 간단한 교육훈련으

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훈련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응급처치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

에서 높은 교육요구도와 응급처치능력 수준이 확

인되었다(Lee, 2012; Hwan, Oh and Cho, 2016).

이를 반영하여, 해양경찰과 같은 실전 환경에 노

출되는 비의료전문인을 위한 응급처치 훈련과정

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원격지도에 대한 5가지 항목 중에는 약물 사용

(4.32점)과 중증도 판별(4.16점) 등에서의 요구도

가 높았다. 이는 의학적 지식 없이 환자구조에 참

여하는 대다수의 해경들이 의학적 지식을 얻고 판

단하기 위한 원격지도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이

해된다. 중증도 판별의 경우 환자를 응급과 비응

급으로 판단,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도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복잡한 결정 과

정이 포함된다(Huh et al., 2020; Sin 2020).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의 시

의적절한 원격지도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요

소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Lee and Cho, 2014;

Park and Kim 2021).

4.2 원격지도를 위한 기술적 지원 필요성

원격지도를 위해 통신을 이용하는 빈도는 음성

통신 80.7%, 화상통신 77.4%로 보통 이하로 나타

났으며, 만족도 점수는 각 3.19점, 3.1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존의 통신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진 대상자가 스마트글래스

이용 가능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반대로 기존 통신망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가진 집단은 스마트글래스의 이용 가능성에 회의

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맹목구간으로 인한 매끄럽지 않은 연결이었다

(Kim and Ko, 2020). 맹목구간은 해양경찰선에서

섬이나 선박 등의 방해물 때문에 5G나 LTE 등의

무선통신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에 방해받는 구간

을 말한다. 향후 스마트글래스의 적용 전에 이러

한 맹목구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책 강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 맹목구간을 해결

하려는 방안으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

Maritime, LTE-M)이 추진되고 있다. 해상무선통

신망은 “대한민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해역

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

비스(e-Nav)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세계최

초로 해상에 LTE 통신기술을 도입한 무선통신

망”이다(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

스+). LTE-M을 통해 100Km에 달하는 넓은 커

버리지와 빠른 데이터 전송(6Mbps)이 가능하므

로,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중 통신에 활용할 수 있

다(Kim and Ko, 2020, Jeong, Natsagdor and

Jung, 2018).

4.3 원격지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본 연구 결과 스마트글래스의 인지도는 48.4%

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스마트

워치 같은 장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스마트워치의 경우

유용한 기능과 함께 액세서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Lee, Park and Na, 2017; Park, 2021). 그러나 스

마트글래스의 경우 높은 가격과 함께 크고, 익숙

하지 않은 외형이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사용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접해본 적 없는 장비에 대한 거리

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원격지도에서

의 실제적 활용 전에 충분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장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https://e-navigation.mof.go.kr/service/introduction/lt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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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집단에서 보통이상 수준의 스마트

글래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3.76점)과 태도(3.64

점)가 확인되었으며 태도와 인지된 유용성 간 중

간 정도(r=.630)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급변

하는 환경에서 향후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장비

가 지속적으로 구조환경에 유입될 것이다. 사용자

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

용으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취약지역 주민

의 의료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글래스에 대해 노출의 기회를 마련하

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긍정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글래스와 같은 새로운 장비의 적극적인

도입과 더불어 현존하는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려

는 전략도 필요하다. 현재 도입된 유사한 수단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현장 경찰관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 또는 바디캠이다(David, 2010).

우리나라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을 2015년에 제정, 시범 운영하였지만, 개인정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 배터리 지속성, 야간촬영

시 화질의 불명확성 문제로 인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Choi and Lee, 2019). 웨어러블 폴

리스캠은 스마트글래스 보다 넓은 녹화 시야각

(120°∼130°)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에서 넓은 시야각을 보장하거나 야간촬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글래스

도입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더불어 신체 여러 부

위에 착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바디캠이나, 넥밴드

형 360도 카메라, 최근 페이스북에서 특허를 출원

한 AR 모자 등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한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결과의 정확도에 제

한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의 이전 원격지도 활용

경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반적인 응급처치와

스마트글래스에 대한 태도와 인식조사가 이루어

졌다. 향후 원격지도의 경험여부에 따른 결과, 응

급처치 세부항목에 대한 원격지도 요구도 등 세부

적인 분석결과가 제시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해양경찰은 해양과 섬에서 치안과 안전을 책임

지며, 부가적으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통

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응급

환자 이송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역할은 중요하며 해양경찰은 의학적 판단을 요구

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원격지도의 요구도가 높았

다. 현재 활용하는 음성통신과 화상통신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응급처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과 장비의 접목이 필수

적이다. 스마트글래스의 기능에 대한 소개, 장비

를 활용한 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장비에 대한 노

출의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인식이 적극적인 도입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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