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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심을 마치면서 입학할 때 이것저것 챙겨주며 대학원은 새로운 것을 배우러 가
는 곳이 아니라 본인이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던 남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
다.그런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너무도 안일하고 편안하게 대학원생활을
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 논문과 함께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으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배려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길
준 교수님,이곳에서 연구 할 수 있게 학문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질타와 격려
로 끝까지 지켜봐 주신 손명세 교수님,갑자기 예심을 부탁 드렸을 때 아주 따뜻
한 충고와 격려로 지도해주시고,응급구조사라는 제 직업에 확고한 신념을 다 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승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통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너무 쉽고 재미있게 가르켜 주신 남정모 교수님과 강
혜영 선생님,근무시간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기소방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강래 차석님,설문작업을 기쁜 마음으로 도
와주신 김종은 차석님,신혜,정숙,선덕,영훈,설문지 코딩작업을 도와준 이귀자
학생,설문에 응답해준 경기도 구급대원,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근무를
배려해준 차신영 또한 학교 생활동안 힘이 되어준 동기 김영곤,박주연 선생님,연
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기를 출산 하였을 때 마음 놓고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작은
언니,학업과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친정엄마,



항상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는 시부모님,그리고 가족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
다.

2년 반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외조로 이 논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여기까
지 이끌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임신에서 출산,또 지금까지 학업과 직장일로 많이
돌봐주지 못해 항상 죄스럽고 미안한 나의 딸 진서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년 6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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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소소소방방방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 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유유유료료료화화화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무분별한 구급호출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료화를 검토
하고자 한 것이다.
현 구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응급의료 및 구급대 체계에 관련된 국내.외

서적,논문 및 정기간행물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구급서
비스 방안모색 및 현재의 구급서비스가 유료화를 통해 기대되는 재정적 수익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구급대원,일반시민을 임의추출하고 기간 내 실질적인 구
급수혜자도 대상으로 하였으며,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
지 320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소방응급의료 서비스의 유료화 찬성에 있어 일반시민의 경우 40명(40.40%),
구급수혜자 58명(47.93%),구급대원 87명(87.00%)의 찬성 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시
민,구급수혜자의 경우 유료화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료화가 시행된다면 비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7명(47.47%),구급수혜자 34명(28.10%)로 일반시민의 경우 구급 대를 이
용할 때 응급상황보다 자신의 편의,무료이용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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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화재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나,생활 빈곤자,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
요한 사람 등 유료화 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이송대상자 모두를 유료화 하고 유료
화 시기는 5년 이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동
의를 바탕으로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구급대 유료화 징수 방법에 있어 일반시민 42명(42.42%),구급수혜자
49명(40.50%),구급대원 50명(51.55%)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에 포함하여 징수하
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 응답하였다.의료보험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사회복
지제도의 발달과 사회보장보험의 적용이 가능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
시에 구급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응급서비스의 유료화로 구급재정확보와 경미한 환자의 구급 이용자제
및 비응급환자의 감소로 이송실적위주의 구급행정에서 탈피하여 질적 향상을 추
구함과 동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능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소방 응급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
을 것이며,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
중심단어:소방응급의료서비스,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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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국민은
기본권의 하나로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이중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포함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가의 행정력과 경제
력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왔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면서 다시 도시는 더욱 커졌지만 그에 따른 생활의 질과 안전
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적 지원은 미흡했다.특히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는 응급환자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응급환자에게 있어 신속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응급환자에게 있어 가장
큰 위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돌발적인 죽음이다.급격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호
흡과 혈액 순환의 장애가 곧 죽음에 이르게 한다.즉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심장
이나 호흡정지 이후 불가역적 세포 장애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에는 4～6분간의 시
간 경과가 있어 이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생리적 죽음
이 찾아오는 것이다.최악의 경우에 4～6분 사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기도확보,
인공호흡,심장마사지)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장애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그리
고 시간과 사망률과의 관계 연구 결과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한 응급처치 개시 시
간이 5분 이내이면 구명률 약 85%,15분 이내면 구명률 약 72%,25분 경과시
60% 등으로 떨어진다.1)는 연구결과는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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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기관에서는 구급환자 처치와 이송에 관한 업무를 맡아 전국적으로 확
산,실시하게 되었다.1995년 6월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급대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소방구급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구급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소방은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구급차량,구급장비,응급구조사 등을 꾸
준히 보강하여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 전 응급처치단계(PrehospitalCare)2)에서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현장 응급처치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업무 영역이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현장,이송,의료기관 안에서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보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구급활동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구급활동을 살펴보면 구급건수는 8.6% 이송환자는 6.5%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표표 111...최최최근근근 555년년년간간간 소소소방방방활활활동동동 현현현황황황(((‘‘‘999999～～～’’’000333)))333)))

구 분 연평균 ‘99 ‘00 ‘01 ‘02 ‘03

구 급

구급건수(건)
이송환자(명)

931,597
975,978

896,298
951,867

899,004
945,834

944,435
985,618

944,775
982,697

973,475
1,013,874

※ 5년 연평균 증가율 ⇒ 구급건수 :8.6% /이송환자 :6.5%
▶ 1일 평균 ⇒ 구급건수 :2,552.3건 /이송환자 :2,673.9명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급 의료 체계 운영 평가, 대명문화사, 1993, p 8~11

2)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병원전단계(prehosital stage)와 병원단계(hospital stage)의 2단계로 

대별되고 병원전단계는 다시 현장단계와 이송단계로 구분된다

3) 소방방재청, 2004년 구조구급통계  www.nema.go.kr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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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사망률
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응급의
료 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서비스는
구급환자 발생시 전화를 통한 호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한편으로는 비 응급환자의 무분별한 구급수요라
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순 만취 자나 지나친 민원성 업무의 가중으로 인
하여 정작 필요한 곳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
하고 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 응급환자
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
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자질 향상과 장비 보강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아직도 구급행정 수요의 증가요인인 각종 질병 및
사고 등 증가추세에 비해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장
비 등의 적정기준에 맞도록 구급행정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선 비 응급환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거나 이
들을 응급의료서비스외의 다른 부분의 활용을 통해 흡수하고 구급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부족한 구급대원의 충원과 구급의료장비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보
다 양질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의 유료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은 그래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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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21세기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이 보다 풍요

롭고 편리하게 변화해 가는 반면에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환자,각종 산업재해 사고
등 외과계 응급상태와 약물의 오용 및 .남용으로 중독환자,뇌졸중을 포함한 뇌혈
관,심장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4)이러한 환자들은 적시에 적절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때로는 손이 미치지 못해 고귀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구조 .구급기술 및 장비의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와 같은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응급의료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도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하고는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무엇보다 소방당국에서 운영하는 구급 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짧은 역사에 비해 양적으로는 매우 두드러진 성
장을 보이고 있으나 올바른 체계 구축이나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내실
화된 질적 성장은 아직도 양적 성장과 함께 항상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응급환자들이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부재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고 여
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대형사고 및 산업재해
때마다 체계화하지 못한 응급의료로 많은 부상자들의 죽음을 보는 등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전 응급처치는 사고발생 직후 시행되는 병원 전 단계 치료로써 응급환자발

4) 김수춘, 조재국, 김동국,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 한국보건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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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 신고체계,구조,현장조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이며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출동하고 충분히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의 확보 및 구급차에서의 적절한 응
급처치 등을 말한다.

Diamond5)등의 보고에 의하면 심폐정지환자 발생시 응급호출 후 5분 이내에 응
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시작한 경우에 25%의 환자가 치료에 반응을 보
였고 이중에서 53%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으며,Mcswin6)등은 현장에
서의 응급처치나 후송이 지연되었을 경우 환자의 예후에 불량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병원 내 응급처치에서 벗
어나 병원 전 응급처치로 확대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우리나라 응급의료 서
비스체계 중 병원 전 단계인 응급의료서비스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급 대이다.119구급대의 구급업무는 예측 불허한 응급상황에서 국민
의 생명을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응급의료서비스는 적시적소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서비스
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7)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비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부권이 확정되지 않아 마구잡이식 구급 대 출동 요청과 택시
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
료서비스가 행해지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을 초
래하고 있다.

5) Diamond, N.J, Factors in Successful Resuscitation by Paramedics, JACEP 6(2), 1997

6) McSwin, G.R., Garrison, Evaluation of Resuscitation from Cardiopulmonary Arrest by 

Paramedics,

  Ann-Emeg-Med,9(7), 1980

7) 고재문, 김태민, 김효식, 이영아, 제주도119구조․구급대의 활성화 및 전문화 방안, 대한응급의학회

지6(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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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의 응급의료 체계 및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반 시민과 구급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유료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무료 시행중인 현 소방 구급서비스 문제
점들이 유료화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또한 유료화가 타당하다면 유료화의 선정 범위와 부과금액의 적정점은 어떤
것인지 부과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계기로 소방응급의료 행정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무분별한 구급호출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은 결국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일익 하고
자 함이다.

소방의 구급 대에 의한 응급의료 서비스는 지방공공재(localpublicgoods)로서 비배
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적 소비(non-rivalconsumption)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等量의 서비스를 향유하면서도 이 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표명과 자발적인 비용부담의 용의를 나타내지 않고 無賃乘車(free-riding)하고자
한다.그러므로 소방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징수를,민간 재처럼 주민개인별로 향
유하는 편익에 기초하기 보다는,세금과 같은 집합적 공여(collective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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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8).
소방서비스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과의 대응이 부분적으
로 나마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즉 비용.수
익의 대응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원의 부담을 연
결시킬 때 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정부에 의한 지출과 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
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급의 유료화로 인한 실질적 수혜자는 국민이며,또한 구급서비스의 질
적 향상과 비응급 환자의 호출을 자제토록 하여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또한 119구급서비스 유료화 대상 범위 및 제한적 유료화 방안을 정하고 유료화
제도마련에 기초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의 발전이 과연 유료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은 만족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유료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유료화에 대한 현직 구급대원,구급 수혜자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구급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실증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급서비스 방안 모색 및 현재의 구급서비스가 유료화를 통해 기대되는 재정적
수익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고.무료로 제공되
던 응급의료서비스가 유료화 될 경우 이용자들의 서비스의 질적 기대감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이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8) 이목훈, “소방조직의 독립성에 기초한 소방재원의 확충”, 중앙소방학교, 소방논집 제 11호, 200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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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응급의료체계 및 구급 대 체계에 관련된 국내외 서적,논문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구급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성천의 119구급업무 정책
논쟁 분석,서울중부소방서의 119구급대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김종구의 소방응급
의료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인식조사,권준욱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등의 선
행 논문을 고찰하였고,이미 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한 외국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일반시민,구급 수혜자,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김종구 연구에 사용한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유료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유료화에 대한 다양한
찬반 등의 의견을 모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각 모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다르게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5년 3월21부터 4월20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 졌으며 설문대상으로는
경기도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99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고,구
급수혜자 121명과 구급대원 100명을 대상으로 비교․빈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320명으로 일반시민용 설문은 연구자가 공공의 장소에
서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99명에게 설문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다.

구급수혜자 설문조사로는 우편 조사시 회수율이 낮은 특징이 있어 한 달 동안 연
구자가 구급활동을 하면서 이송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조
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여 부재중인자를 제외한 121명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구급대원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경기도 전 소방서가 사용하는 전자문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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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경기도 모든 소방관서 구급대원에게 설문을 송부하여 회수된 124매
중 미기재 및 불확실한 응답자 24명을 제외한 100명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각각의 설문조사 방식은 모집단별 일반적인 특성과 구급대 이용 및 신뢰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이 분석을 통하여 소방응급의
료서비스의 인식 및 유료화에 대한 실증분석 및 소방응급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10 -

ⅡⅡⅡ 소소소방방방 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운운운영영영현현현황황황

구구구급급급대대대의의의 편편편성성성과과과 운운운영영영

111...111구구구급급급대대대의의의 편편편성성성
구급대의 편성은 소방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다.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 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
고 있다.

구급대의 구성은 구급차와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며,구급 대는 구급차의 대
수와 관련하여 용어의 사용상 혼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소방서 직할파출소의 구
급 대는 차량이 2대가 배치되는 점과 인력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
는 없으며 구급차는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표 2
와 같이 배치된다.

표표표 222...구구구급급급차차차의의의 배배배치치치 기기기준준준

구 분 대수 비고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2대
관할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기타 소방파출소 1대

의용소방대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에 한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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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탑승인원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거 1대당 응급구조
사 1명,운전요원 1명,구급보조원 1명 총 3명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법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
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되어있다.다만,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 기준 전국 소방관서 구급대의 차량 수는 1,181대이고 구급대원은 4,994
명으로 구급대원의 경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유자격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2,8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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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구구구급급급대대대 인인인원원원 및및및 차차차량량량현현현황황황999)))

                                                       (2005. 1. 1현재)

구

분

시·도

구 급 차 구 급 대 원

계 특수 일반 계 간호사

응급구조사
EMT
10)

간 호
조무사

구 급
교 육 기타소계 1급 2급

계 1,181 929 252 4,994 225 2,617 835 1,782 25 16 1,589 522
중 앙 1 1 6 4 1 3 2
서 울 109 107 2 690 18 451 130 321 8 5 208
부 산 53 52 1 269 26 129 27 102 2 1 111
대 구 46 46 191 8 134 24 110 1 35 13
인 천 42 30 12 180 4 113 55 58 1 62
광 주 24 21 3 109 12 76 19 57 21
대 전 27 26 1 120 13 70 12 58 1 36
울 산 24 19 5 99 6 43 13 30 3 47
경 기 194 87 107 776 8 436 221 215 4 3 143 182
강 원 101 74 27 404 - 229 15 214 1 31 143
충 북 76 76 213 1 78 36 42 1 133
충 남 93 87 6 299 8 164 71 93 1 126
전 북 72 19 53 314 29 144 17 127 3 127 11
전 남 85 80 5 320 35 154 81 73 1 1 116 13
경 북 107 77 30 426 26 169 52 117 1 181 49
경 남 102 102 395 11 173 33 140 3 97 111
제 주 25 25 183 20 50 28 22 113

111...222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자자자격격격
구급대원은 소방기본법시행령방법시행령 제13조(구급․구조대 편성 운영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의 자격으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9)소방방재청.구급대인원 및 차량현황,www.nema.go.kr,2005

10)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는 미국의 응급구조사로 소방방재청은 매년 일정 명을 

미국의 응급구조사 

    교육 연수(6개월)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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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료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응급구조
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다

이중에서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구급대및구조대의 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제2장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 이상의 구급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
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전문대학 이상이다.

111...333...구구구급급급대대대의의의 운운운영영영
우리나라 구급 대는 구급대원의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일반 구급 대와 고속도로 구급대로 나눠진다.일반 구급 대는 소방파출소에(소방
출장소 포함)와 소방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읍․면지역의 의용소방대마다 1대 이상
설치하고,고속도로 구급 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교통사고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
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국도에 설치된다.(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
에관한규칙 제3조)
구급차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며
구분의 기준은 구급차의 높이와 의료장비의 질과 양의 차이로 구분되어있다.

한편,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구급차에 갖추
어야 하는 장비․약품 기준을 표 4.와 같이 정하여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처
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3조 및 제38조)특수구급차는 이송 중 차량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특별한 응급의료기구가 일반 구급차에 비하
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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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특특특수수수구구구급급급차차차와와와 일일일반반반구구구급급급차차차의의의 구구구분분분

구분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사용목적의
차이 ․위급한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 ․위급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 이송

의 료 장 비
및 구급의
약품

의료장비
․후두경 등 기도삽관 장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휴대용 간이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지용하의(MAST)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
(철부목,경부․척추보호대)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구급의약품

․수액제제 (인공혈액제제등)로서
비닐 팩에 포장된 것

․리도카인
․아트로핀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 (주사용),
․소독제
(과산화수소,알콜,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용)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의료장비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기도확보 장비

구급의약품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등)
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아트로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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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각각각국국국의의의 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 운운운영영영현현현황황황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구급대
원자격

○ 구급대원 이수자
○ 응급구조사
1,2급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표준Ⅰ과정 수료자
○ 표준Ⅱ과정 수료자
○ 구급구명사

○ firstresponder
○ EMT:3등급
basic,intermediate
paramedic

응급처
치
조언

○의사
(응급의료정보센타) ○의사

○자격 등급별 행동지침
○paramedic
○의료기관

보수교
육 ○매년 :4시간이상

○ 구급대원 보수교육
본부교양과정,구급활동
훈련확인기능심사,학술
연구회,구급연구회,구급
검토회의참여

○ 구급구명사
취업전 :병원실습,본부
교육기능심사,구급활동훈련
정기교육 :병원실습,본부
교육

○basic:45시간
○intermediate:44시간
○paramedic:100시간

교육시
간

○ 구급교육이수자
-152시간 (2주)

○ 응급구조사 (2급)
강의실습 :243시간
실무수습 :100시간
구급차실습 :50시간
응급의료기관실습 :50시
간
○응급구조사 1급은
별도 기준

○구급Ⅰ과정 :신임기본 교육
과정 포함135시간
○구급Ⅱ과정 :구급Ⅰ과정
수료자 115시간
○구급구명사 :국가시험
수험자 835시간
○국가지도자 양성교육 : 구급
대원 등 교육담당
※파견 :대학의학병원

소방대학 구급과

○일반응급구조사(basic)
초기교육:80~120시간
(6월)
계속교육:30시간

○중급 응급구조사
초기교육:100시간(3월)

(학교수업70＋병원실습 30시간)
계속교육:36시간

○고급 응급구조사
초기교육:500시간(12월)

(학교수업300＋병원실습
200시간)계속교육:45시간
○기본구급과정

자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10」,소방2000제8월호,「미국의 EMS
역사와 구급대원 교육」과 인천광역시「소방발전 연구논문집」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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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년년 구구구급급급 활활활동동동실실실적적적

222...111시시시․․․도도도별별별 구구구급급급활활활동동동 현현현황황황
2004년도 119구급 대 활동으로는 신고 1,452,366건수에 이송 1,035,139건에
1,076,932명,1일 평균 2,950명,1구급대당 912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지난해 보
다 이송건수는 6.3%증가하였고 이송 환자수는 6.2%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20%,경기19%,부산 7.5%를 기록하였으며 주민 1000명당 구급
대 이용자수는 제주도 38명,강원도 32.7명,충남 30.5명을 기록하였고 대구 17.1명
으로 가장 적게 이용하였으며 표 6.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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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666...시시시도도도별별별 구구구급급급활활활동동동 실실실적적적111111)))
구분

시도
구급대 신고건수 이송건수 이 송

환자수
전체대비
(환 자)

인구
(천명)

천명 당
이송건 수

1천명당
구급대
이용자

계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100% 48,387 21.4 22.3
중 앙 1 118 65 110 0.0
서 울 109 325,868 211,325 215,184 20.0% 10,174 20.8 21.2
부 산 53 108,283 78,680 80,546 7.5% 3,691 21.3 21.8
대 구 45 61,523 42,114 43,290 4.0% 2,530 16.6 17.1
인 천 42 70,675 51,408 52,812 4.9% 2,570 20.0 20.5
광 주 24 36,406 28,215 29,314 2.7% 1,396 20.2 21.0
대 전 27 44,322 33,841 34,857 3.2% 1,432 23.6 24.3
울 산 24 24,798 18,393 19,215 1.8% 1,073 17.1 17.9
경 기 194 283,260 198,545 204,794 19.0% 10,207 19.5 20.1
강 원 101 61,206 46,623 49,885 4.6% 1,527 30.5 32.7
충 북 76 49,582 37,247 39,206 3.6% 1,490 25.0 26.3
충 남 93 73,358 54,590 58,319 5.4% 1,913 28.5 30.5
전 북 72 58,577 44,201 46,445 4.3% 1,954 22.6 23.8
전 남 85 57,533 44,249 47,735 4.4% 2,018 21.9 23.7
경 북 107 82,111 60,582 64,697 6.0% 2,721 22.3 23.8
경 남 103 89,738 65,183 69,529 6.5% 3,139 20.8 22.2
제 주 25 25,008 19,878 20,994 1.9% 552 36.0 38.0

222...222...구구구급급급활활활동동동 실실실적적적
2003년 대비 2004년을 살펴보면 구급대수는 1,154대에서 1,181대로 2.34%증가 하
였으며 이송 건수는 6.33%,이송 환자 수는 6.22%증가,1일 평균 이송인원수도
6.23%증가하였고 구급대당 이송환자수도 3.75%증가하였다

.
11) 소방방재청, 2004년 구조구급통계  www.nema.go.kr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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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777...최최최근근근 구구구급급급활활활동동동 실실실적적적

환자 유형별 이송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에는 사고부상 3.6%,급성질
환 15.1%,만성질환 5.7%,중독 4.3%,교통사고 1.3%증가하였고 임산부는 40.6%,
기타 9.5%감소 경향을 보였다.

표표표 888...질질질환환환별별별 구구구급급급활활활동동동 실실실적적적

   

소소소방방방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 서서서비비비스스스 운운운영영영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333...111...비비비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출출출동동동요요요구구구 증증증가가가
구조대나 구급대가 국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사소한 일이나 응급의료(EMS)체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들도 신고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4년 구급출동

구분
년도 계 사 고

부 상
급 성
질 환

만 성
질 환

임 산
부

중 독
관 련

교 통
사 고 기 타

2004년
1,076,932251,340371,713222,491 3,509 18,436146,089 63,354
100% 23.3 34.5 20.7 0.3 1.7 13.6 5.9

2003년
1,013,874242,533323,015210,590 5,909 17,669144,191 69,967
100% 23.9 31.9 20.8 0.6 1.7 14.2 6.9

전년
대비

63,058 8,807 48,698 11,901---222,,,444000000 767 1,898---666,,,666111333
6.2% 3.6 15.1 5.7 ---444000...666 4.3 1.3 ---999...555

구분
년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 송

환자수
미이송
건 수

1일평균
(명)

구급대당
이송환자

2004년도 1,452,366 1,035,139 1,076,932 417,064 2,950 912
2003년도 1,373,141 973,475 1,013,874 399,666 2,778 879
대 비(%) 5.8 6.3 6.2 4.4 6.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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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66건 중 미이송 건수는 총 417,064건으로 총출동건수의 29%를 차지하고 있
다.내용별로는 미처리 타차량을 이용한 것이 27.9% (116,550건),취소 18.9%
(78,831건),기타 53.2% (221,683건)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미 이송내역을 보면12)2004년도에 전체 이송건수 198,545건 중 미
이송 건수가 84,715건으로 전체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병원 구급차나 자
가 차량,경찰차 이송,택시 등을 이용한 타 차량 이송이 25,944건으로 30.6%,환
자 상태 호전,경미한 주취자 등으로 인한 취소가 17,767건 (20.9%),비 응급환자
로 본인이나 보호에 의한 이송거부,기타 이유로 인한 구급대원 현장도착시 이송
거부를 표명한 것이 17,048건 (20.1%),장난전화나 기타 잘못 신고 된 오인 출동이
3,936건 (4.6%),기타 만취로 인한 자택이송을 원하거나 환자를 확인하지 못한 신
고,사망 등의 기타 건수가 5,316건 (6.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급
대의 오․남용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 응급환자의 이송사례를 살펴보면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반복적인 구급출동을 요
청,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병원 영안실 안치를 목적으로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또한 입원실이 없는 병원의 입원수단으로 응급실을
경유한 경우나 부부 싸움,뱀 출현,단순 문 잠김의 경우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관할 외의 장거리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서 구급 대를 통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긴급환자 12.5%,응급환자 36%,비 응급환자 51.5%이며13)부산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분석14)에서도 구급 대에 의해 이송된 환자를 분석했을 때

1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미이송내역 분석보고, 2005. 05. 16

13) 김용권, 류진호, 문원식. 119 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응급환자의 분석 - 전남대학교 응급센터를 

중심으로, 대한응급의학회지 11(2), 2000, 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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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5.6%,응급 32.8%,비 응급 51.6%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 응급환자가 지나치게 구급 대를 남용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
지만 결국 3차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 응급환자로 인한 잦은 출동으로 관내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이 늦었
거나 이송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된다.한정된 인
력과 장비로 운영되는 소방 구급업무가 이러한 일로 수많은 비 응급환자의 사소
한 부상사고 등으로 출동할 경우,다시 소방서로 귀서 하여 출동준비를 마칠 때까
지의 소요되는 시간동안은 또 다른 응급환자가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증도와 상관없는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로 인한 응급의료센터의 과밀
화의 해소에 대한 대안으로 구급 대를 통해 이송되는 부적절한 이송실태는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333...222...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부부부족족족
333...222...111...자자자격격격보보보유유유 전전전문문문 인인인력력력 부부부족족족
우리나라의 구급 대는 총 1,181대의 구급차가 배치 되어있다.소방력기준에관한

규칙에 의할 때 1개 구급대당 구급요원 6명을 규정하고 있어서 24시간 교대근무
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은 7,086명(1,181×6명)이 필요하다.또한 운전을 담당하는
기관요원을 제외하여도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 4,724명이 필요하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는 총 2,842명이므로 자격보유 구급대원의 수는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에 따른 편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남(차량 102대,인원 184),경북

14)  정진우, 조석주, 이형렬 등 5인, 부삭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전향적 분석, 대항응급의

학회지 13(1), 200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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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7대,인원 195명),충남(차량 93대,인원 172명),충북(차량 76대,인원 79
명)의 경우에는 배치된 차량보다 인원이 부족해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탑승하거나
차량은 있어도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적으로 간호사 225명,1급 응급구조사 835명,2급 응급구조사 1,782명으
로 구성 비율을 볼 때 2급 응급구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강원
의 경우 불과 15명의 1급 응급구조사만 있고 나머지 214명은 모두 2급 응급구조
사이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 보다는 2급 응급구조사의 비
율이 2배 이상 높다.

2급 응급구조사는 현재 소방관만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
되는데 1급에 비해 교육과 실습의 시간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실
제 응급처치에 많은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정자
치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기관설치
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소방교육대 등에서 2주이
상의 구급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을 이수한 사람,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
람,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실
시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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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구급대원으로 지정한 것이지 구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것
은 아니다.

다만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일정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법에 의
한 의료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급대
원은 환자․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
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급박한 상황 하에
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료인,응급구조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구급대및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응급처치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아닌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이상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또한 아주 급박한 상
황하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경미한 응급처치에 불과한데 과연 경미한
응급처치를 위해 그렇게 복잡한 규정은 자격이 없지만 구급대원에 넣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 생긴 규정에 불과하다.

응급처치는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운전을 담당하는 구
급대원 말고 현장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구급대원은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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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222...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 응응응급급급처처처치치치 능능능력력력 부부부족족족 및및및 한한한계계계
소방구급대의 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구급대편성운영규칙
제11조(응급처치)에 의거 구급대원은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에 경미한 응급처치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은 응급처치에 자신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나 정맥로 확보,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
용한 처치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응급처치는 기피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분석해보면 구급대원이 현장 응급 처치시 적극
적인 응급처치를 기피하는 이유를 73.08%가 응급전문의 부재 및 통화불능,
17.95% 경험부족,8.87% 의료소송문제 등의 심리적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하여로
분석되었으며 외상에 대한 지혈,부목사용 등 대체로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4 -

표표표 999...응응응급급급구구구조조조사사사의의의 응응응급급급처처처치치치 현현현황황황
(((%%%)))

구분 구급대원

의사 지시하에
응급처치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 10(10.00)
정맥로 확보 24(24.00)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심박동유도 17(17.00)
약물투여 16(16.00)
창상의 응급처치 17(17.00)
없다 62(62.00)

응급처치
시행하지 않은

이유

경험부족 14(17.95)
의료소송문제 7(8.87)
응급전문의와 통화불능 57(73.08)
구급장비부족 0(0.00)

현장에서
시행한
응급처치

외부출혈지혈 92(92.00)
생체활력징후측정 94(94.00)
각종부목사용 82(82.00)
산소투여 91(91.00)
경추 및 척추보호대사용 83(83.00)
정맥로 확보 19(19.00)

병원 전 단계에서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현장 또는 이송 중 응급처치

가 핵심이 되고 있으며,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적 치료까지 시행해야할 상
황이 발생될 수 있다.응급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사고 현장이나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별표13」에 규정된 사항 중 경미한 응급처
치가 가능하고 이에 수반된 동법 제3조에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로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 결과 또는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설명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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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급대편성․운영에관한규칙 제11조의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무자격 구급
대원은 환자․보호자 등 거절 의사가 없을 때 의료인(의사 또는 응급구조사)으로
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응급처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급
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사고 현장이나 이송 중 상황이 환자의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라면 전문적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제반여건이 고려
되지 않았으며,의사가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방구급차량에는 행정자치부 응급의료통신및전산망운용등의지침에 의
거 종합병원 응급실과 무선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 병원인력 등의
문제로 무선망을 관리하는 책임의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무선 호출시 응급실전문
의는 본연의 업무에 쫓겨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무
선통신망 교육 및 운용 관리 등의 업무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
이므로 통신망에 의한 응급처치를 의사지시에 의해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응급환자로 경황이 없고 불안한 보호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할 때 보호자
에게 응급처치 시행여부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그렇다고 해서 응급처치 불
이행시나 시행함으로써 환자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
다.
일본의 경우에는 구급구명사제도 실시 이후 일반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
육훈련(구급Ⅱ 또는 구급표준과정)을 받아 종전에 처치하지 못했던 자동심장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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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택요법의 계속,쇼크팬츠,감자 흡인기 등의 9항목에 걸쳐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수반해서 구명효과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구급대원 전체의 자
질 향상과 더불어 응급처치 실적도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15)

우리나라 응급구조사의 경우 제한된 범위 이외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응급
처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지연 및 통신망의 부정확한 언어 전달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일본의 구급 구명사나,미국의 paramedic수준의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그 방법으로는 일정경력을 보유할 때 보수교
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응급처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각국의 응급처치 범위를 다음 표에서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제안
된 내용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표표표 111000...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자자자격격격별별별 응응응급급급처처처치치치의의의 범범범위위위

구분 응급구조사 구급대원1급 2급

응급처치범위

1.구강내 이물질제거
2.심폐소생술
3.산소흡입
4.다리,척추 등 부목사용
5.쇼크방지를 위한 장비사용
6.혈압유지를 위한 장비사용

좌측과
동일

응급구조사가 아닌 구
급대원은환자보호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으로부터 직접 또는 통
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
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수있다.

의사로부터구체적
지시가있는경우

1.신체의 일부를 절개 또는
봉합

2.의약품 투여행위

할 수
없음

예외규정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 응급처치 가능
(응급구조사 1급 한함)

할 수
없음

15) http://www.fdm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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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111...각각각국국국의의의 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응응응급급급처처처치치치의의의 범범범위위위

구구구 분분분 처처처치치치

한한한 국국국

① 1급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외에
○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다만,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한 한다
○ 정맥로 확보
○ 자동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의 유도
○ 약물투여 :포도당 주입,니트로글리세린 설하,수액투여
○ 창상의 응급처치
② 2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및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
○ 산소투여에 의한 심장 및 폐의 기능유지
○ 쇼크 방지 하의 등을 이용 혈압 유지및외부출혈의지혈
○ 심박․체온및혈압등의측정
○부목․척추고정기․공기등을 이용한사지및척추등의고정
③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응급구조사가 아닌 구급대원은 환자 보호자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응급구조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일일일본본본

① 표준1과정 수료자
○ 구강 내 흡인
○ 등 두드리기 또는 하임리히법에 의한 이물 제거
○ 인공소생기(자동식)에 의한 산소흡입 및 인공호흡
○ 손을 사용한 심장 마사지
○ 체위조절에 의한 쇼크방지
○ 출혈,열상,창상,골절등에 대한 처치
○ 보온 및 체위 관리,보육기에 의한 신생아 이송
② 표준2과정 수료자
○ 표준1과정 수료자의 업무 외에,감자 흡인기에 의한 이물제거
○ 경비Airway이용 기도 확보
○ 자동식 심장 마사지기를 사용한 심장마사지
○ 쇼크팬츠를 사용한 혈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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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응급의료에관한시행규칙 「별표13」,인천광역시「소방발전연구논문집」.

333...333구구구급급급대대대 재재재정정정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2004년도 경기도의 예산16)은 총 73,779억여 원이며 이중 소방관리비는 2,697억

여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7% 가량을 차지한다.소방관리비의 예산 지출내역
중 인건비가 4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직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상황
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많은 한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16) 경기도,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04

○ 심전계 및 심전도 전송장치를 사용한 심전도 전송
○ 청진기,혈압계,혈중 산소포화측정기 사용
③ 구급구명사
○ 표준 2과정 수료자의 업무 외에
○ 식도폐쇄식기구에 의한 기도 확보
○ 정맥로 확보를 위한 수액,반자동식 제세동기에 의한 제세동

미미미국국국

① FirstResponder(기본구급과정)
응급처치,CPR,기본적인 기도확보,환자평가,출산,척추고정,산소공
급,호흡보조(BVM 이용)등
② EMT-Basic(일반응급구조사)
FirstResponder의 업무 외에 현장에서의 환자분류,부상고정,환자구출
및 이송,MAST의 사용→신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 금지

③ EMT-Intermediate(중급응급구조사)
EMT-Basic의 업무 외에 EMS통신(Doctor),기도확보(EOA,ETT),
정맥 내수액투여,기본적인 사망판정,심장제세동기의 사용
→ 의약품 투여 금지

④ EMT-Paramedic(고급응급구조사)
EMT-Intermediate의 업무 외에 윤상갑상연골절개,흉막감압술,골내

의 수액투여,제한적 약물투여
※ FirstResponder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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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222...222000000444년년년 경경경기기기도도도소소소방방방관관관리리리 세세세출출출예예예산산산(((단단단위위위：：： 천천천원원원)))

경기도 총예산
소방관리비

합계 인건비 구급관련 예산17) 기타

7,377,933,785 269,758,881 114,916,477 7,570,181 147,272,223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짜인 조직이 소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급차량의 구매,장비의 보강,소모품
의 조달,및 구급대원의 교육 등에 관한 예산은 75억여 원으로 소방관리비의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이 예산도 구조와 구급업무의 유기적인 관
계의 특성상 구조장비에 지출된 내역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순수한 구급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예산 비율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18)

소방행정의 현장 활동은 크게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로 대분류 될 수 있는데 그
어느 부분보다 현장 활동 내역이 월등한 구급분야의 장비와 물품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정도 된다는 것은 예산의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예산에 포함된 구급대원의 교육과 관련한 예산중 응급구조사과정 국외교

1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 중 구급차량 구입, 응급처치교제발간, 구급대원의 해외 장․단기 연수 예

산, 구급장비 및 

    소모품예산이 포함되었으며 인건비 외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자 하였다. 

    소방학교의 구급교육용 기자재 등 구입 예산은 구급관련 예산에 포함하였다.  

    2004년 현재 경기도 26개 소방서의 예산에서는  자산 취득비 중에서는 구급장비 관련된 예산만

을 산출하였으며 재료비에서는 구급 대 응급처치약품 등, 인명구조․구급용 자재(인명구조안전장구 

등) 예산을 포함 햐였다,

18) 2004년 경기도에서는 구급차 1대당 응급처치 약품 구입을 위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 배정되었

으며 인명구조․구급용 자재 예산에는 구급 대와 구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위한 예산이 

함께 배정되어 전액을 구급과 관련한 예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업무의 특성상 상호유기적인 부분

이 많아 세분화된 구분에 한계가 있어 전액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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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 에 총 5,600만원19)뿐이다.구조구급대원해외 연수 예산이 7,500만원 있지만
이는 구조구급대원의 교육목적이라기 보다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해외 여행수준의 연수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실력향상이나 구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비용에 대한 예산은 거의 5,600만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구급대원들은 임용된 이후에 전문적인 응급의료 교육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구급대원의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전문구급교육은 반드
시 이루어져야한다.예산이 받침 되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구급서
비스의 개선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바로 구급대원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구급서비스 질의 하락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 행정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26.91%만을 소방공동시설세에서 부담하고 나머
지는 약간의 국가보조금 외엔 지방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
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소모성 소방구급 재정분야에는 과감한 추가를 꺼리게 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

외외외국국국의의의 유유유료료료 구구구급급급서서서비비비스스스 현현현황황황
444...111미미미국국국의의의 구구구급급급서서서비비비스스스 현현현황황황

444...111...111...구구구급급급의의의료료료체체체계계계
미국 구급의료체계에 있어서는 외상정도가 중하여 지역병원에서 치료능력이 없

다고 판단될 때는 외상전문치료병원(LevelⅠ TraumaCenter)으로 이송한다.각

19) 미국에 2명을 6개월 과정의 응급구조사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다.

20) 우성천,119구급업무의 정책논쟁 분석, 소방연구논문집, 2000;1(5):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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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로 설치된 응급정보 센타로 부터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준비된 장비와
인력으로 현장에 도착 즉시 필요에 따라 기도(Airway),호흡(Breathing)및 순환
(Circulation)을 도모한다. 이들은 의사의 사전지시(Protocols and Standing
Orders)에 따라 시술하되 중환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교신하며 그 지시를
이행하며 이송한다.이러한 역할은 소방대와 사설 구급 대 및 병원구급차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설 구급 대는 비영리단체로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구조사는 대부분 초급 내지 중급 응급구조사들로 경찰이나
민간의 출동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다.이들은 자격등급에 따라 기본소생술 외
에 전문인명구조술까지 시행한다.이들은 적절한 처치와 이송에 대한 이송료를 받
을 수 있으며,이러한 비용은 모두 환자들이 들어 있는 각종 의료보험에서 지불된
다.

또한 미국 응급의료체계의 특징적인 것은 LevelⅠ EmergencyCenter에서 운
영하는 자체 출동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대부분 고급 응급구조사와
특수 앰불런스,헬리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탑승하기도
한다.정보 센타를 통하여 출동요청이 오게 되면 출동하며 이들의 처치범위와 내
용은 거의 의사 수준으로 전문인명구조술과 함께 의사의 무선지시에 따라 각종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도착할 예정인 응급실에서는 상황을 무선
연락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444...111...222미미미국국국의의의 구구구급급급서서서비비비스스스 요요요금금금 부부부과과과 실실실태태태
미국의 많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는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

으로 제공되어 왔으며,소방서에서는 EMS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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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방 활동 등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21)

또한 소방서에서는 EMS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새로
운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앰블런스 수송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역에
서는 수송요금을 부과하거나 예약제를 실시하여 지정된 시간에 환자를 병원에 이
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차량 이송이 가능한 지역은 차량 이 송료만을 부과하
고 차량이송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요금을 징수하였다.

1976년 Texas의 SanAntonio에서는 EMS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 부과 금액은
응급구조사들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요금계획을 적용했다.1991년에는 복잡한 요
금체계가 EMS서비스 1건당 $200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간단한 체계로 바
꾸었고 1992년에는 1건당의 요금을 $225로 인상하였다.이 요금에는 수송에 관련
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만이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소방서에서는 일반회사에 위탁하여 요금청구서를 보내서 요금을 징수
한다.매달 회사에는 송장발급을 목적으로 EMS에 관련된 보고서가 디스켓에 저
장되어 보내진다.각각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은 요금을 내야한다.만약 연체하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는다.

EMS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시의 21개 생활보조서비스 비용이 거의 85%를 성공
적으로 충당한다.이와 비슷한 요금들은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사용되고,몇몇 소방서의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다.또한 이송요금에 대하여 많은 소방서들은 병원이나 다른 의료시설들까지 환자
를 수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21) 미연방 비상관리청 소방국, A Guide to Funding Alternatives for fire and EMS 

Departments, 1997 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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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거리와 시간을 병산해서 요금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송서비스를 응급환자들에게만 제공하고 또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송서비스를 제공해주며,또 다른 지역에서는 앰뷸
런스를 이용한 응급이송을 EMS신고를 통해 제공해 준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마다 비용 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마다 $200～$600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금이 부과된다는 ALS이송서비스와 BLS이송서비스에
대해 차등요금이 적용된다.표13은 California의 3개 도시의 수송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의 예를 든 경우이다.

표표표 111333...주주주요요요 대대대도도도시시시의의의 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요요요금금금

City ALS22)fee BLS23)fee

Campbell (FireDepartment)
SanClemente (FireDepartment)
SanFrancisco(FireDepartment)

$457
$450
$485

$276
$300
$270

자료 :FEMA US Fire Administration(미연방 비상관리청) ‘A Guide to
FundingAlternativesforFireandEMSDepartments,1997

22) ALS(Advanced life support):2차 구명 소생술

23) BLS(Basic life support):1차 구명 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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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프프프랑랑랑스스스 구구구급급급서서서비비비스스스 현현현황황황

444...222...111구구구급급급의의의료료료체체체계계계
프랑스의 경우에는 응급의료 신고체계가 15번 센타(SAMU)와 18번 센타(소방

청)로 이원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전문 의사들을 광범위하게 이용
하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긴급환자의 경우에는 구급 대에 외과의사 및 마취과
의사 등 환자의 부상에 따라 적정한 의사가 구급 대와 함께 출동하며,응급의료에
관하여 정통한 의사들이 상황실에 배치되어 출동의사와 구급 대를 결정하고 필요
한 만큼의 장비를 즉각 현장에 투입시킨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정통한 전문 의사들이 응급의료체계

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444...222...222프프프랑랑랑스스스 구구구급급급서서서비비비스스스 요요요금금금 부부부과과과 실실실태태태
SAMU(Serviced'AideMedicaleUrgente)는 프랑스 응급의료시스템의 선진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직으로써 응급환자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처음부터 응급의
학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나 행정기관
단위 하에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소방 구급 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불필요
한 중복 대응과 비효율성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되고 있다.1개의
SAMU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는 45명이며 수련과정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7～
12명이다.

SAMU 소속병원에는 구급차량요원,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응급실(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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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IntensiveCare)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이는 SAMU의 분실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것으로 SAMU와 직접 교신이 가능한 차량,헬기,경비행기 등의 이
송수단에서 웬만한 집중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SAMU가 출동할 때에는 SMUR(구급차)에 의사 1명,간호사 1명,운전사 1명이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 인명 구조술을 시행한다.병원으로 도착하는 즉시 응
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며 SMUR 현장
도착시 경환자로 판단되면 사설 의료진,소방대 등을 호출하여 환자치료를 승계한
다. 그러나 중환자인 경우나 200Km 이상 떨어진 지방에는 구급헬기인
UMH(UniteMobileHospitaliere)를 보낸다.SAMU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
방자치단체,보험 및 주정부로부터 받으며 전문의의 의학적 지시.통제에 따라 1회
출동시 400프랑의 기본비용을 지불하며 1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방 구급 대에게 인계되어 무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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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444...EEEMMMSSS관관관련련련규규규정정정 및및및 요요요금금금 징징징수수수현현현황황황

구분
대상 관 련 규 정 EMS징수실태

한 국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4조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

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료료료
를 응급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수가기준 “““응응응급급급처처처치치치료료료”””보
건복지부 고시2000-34호(2000.4.1)

① 이송 처치료
ᄋ소방구급대 :무료
ᄋ의료기관 및 응급환자 이송
업허가자 :유료

②응급처치료
ᄋ응급센터,의료기관,보건의료
원:「응급의료수가 별표2」적용
ᄋ이용허가자 :청구불가.

미 국

① 주마다 자치권에 근거하여 소방제도
와행정을 조례로 규정,집행
② 지역에 따라 구급차량 사용료 및
응급진료비 징수

① 사설 EMS체계(기본료)
ᄋ 구급차 : $200～600범위
ᄋ 항공기 : $3,000정도
② 소방구급대
ᄋ현장처치의 수준에 따라 차등
(시카고,LA,샌프란시스코,
텍사스 County)

프랑스

① 소방구조․구급대 :사고에의한 환
자를 구조활동과 병행하여 구급서비스
를 제공
② 샤무(SAMU):전문의사 출동을 원칙으
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담당
(전문구급대)

① 소방서 구급대 :무료

② 샤무(SAMU)출동 기본비용
:400프랑

자료 :임경수,구조․구급업무의 발전 방안,소방행정 2000년 2월호,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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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유유유료료료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조조조사사사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검검검토토토
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327매이고 이중 회수된 설문매수는 325매이며 실제 분석
에 320매를 사용하였다.분석대상이 된 320명의 성별 및 연령별 일반적 특성은 표
15.와 같다.일반시민의 경우 직접설문방식으로 13.1%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74.75%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
업자가 53.54%를 차지하고 대학졸업이상이 33.33%를 보이며 중산층 58.59%로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구급수혜자의 경우,남성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42.98%로
20~30대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로 고루고 나타나고
있다.중산층,중하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표표 111555설설설문문문응응응답답답자자자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현현현황황황

명명명(((%%%)))
구 분 일반시민 수혜자

성 별
남 43(43.43) 69(57.02%)
여 56(56.57) 52(42.98%)

연 령

20세 이하 9(9.09) 5(4.15%)
20~30대 74(74.75) 52(42.98%)
40대 10(10.10) 38(31.4%)

50대 이상 6(6.06) 26(21.49%)

학 력

중졸이하 3(3.03) 17(14.05%)
고졸 53(53.54) 49(40.50%)

전문대졸 10(10.10) 25(20.66%)
대졸이상 33(33.33) 30(24.79%)

생활수준정도
상층 2(2.02) 5(4.13%)
중산층 58(58.59) 57(47.11%)
중하층 36(36.36) 56(46.28%)

생활보호대상 계층 3(3.03) 3(2.48%)
각계 99(100.00) 12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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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경우 여성이 74%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
가 91%로 응답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년 이하의 경력자 70%이상을 차지하
며 1급 응급구조사가 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 응급구조사 위주로
본 설문이 이루어져 있어 현행 구급대의 문제점 및 현황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하
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표표표 111666...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현현현황황황
명명명(((%%%)))

구 분 구급대원

성별
남 26(26.00)
여 74(74.00)

연 령

20세 이하 0(0.00)
20~30대 91(91.00)
40대 9(9.00)

50대 이상 0(0.00)

소방경력

2년이하 44(44.00)
2~5년 35(35.00)
5~10년 19(19.00)
10년이상 2(2.00)

구급대원 경력

2년이하 40(40.00)
2~5년 39(39.00)
5~10년 18(18.00)
10년이상 3(3.00)

취득자격

1급응급구조사 94(94.00)
2급응급구조사 2(2.00)
간호사 4(4.00)

2주이상교육 0(0.00)
각계 1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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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인인인식식식조조조사사사

설문 모집단 일반시민 99명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구급 수혜자 121명과

현직 구급대원 100명을 참고로 하여 구급 대 유료화에 관한 의식 도를 실증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22...111...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발발발생생생시시시 이이이동동동방방방법법법
일반시민,구급수혜자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대로 이송시키
겠다는 응답자가 일반시민의 경우 89.90%,수혜자의 경우87.6%로 높은 응답은 구
급대의 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반시민의 경우 응급구조단 및 병원구급차로 이송하겠다는 6.06%,택시 및 개인차
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4.04%로 나타났으며 수혜자의 경우 택시 및 개인차
5.79%,응급구조단 및 병원구급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4.13%,경찰차를 이용
하겠다는 응답자도 2.48%로 나타났다.

표표표 111777...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 발발발생생생시시시 이이이동동동방방방법법법
명명명(((%%%)))

구분 일반시민 수혜자
119구급 대 89(89.90) 106(87.6)

응급구조단 및 병원구급차 6(6.06) 5(4.13)
경찰차 0(0.00) 3(2.48)

택시 및 개인 4(4.04)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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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이이이용용용현현현황황황
구급 대 이용현황을 보면 일반시민의 경우 70.7가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
하였고,23.8%가 한 번 이용하였고 두 번의 이용 경험자가 5.5%를 차지했다.3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사되지 않았다.

표표표 111888...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이이이용용용 (((일일일반반반시시시민민민 대대대상상상)))
명명명(((%%%)))

구분
일반시민

계 없다 1번 2번 3번 이상

생활정도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대상자

2(100.00)
58(100.00)
36(100.00)
3(100.00)

2(100.00)
40(68.96)
26(72.23)
2(66.67)

0(0.00)
15(25.86)
8(22.22)
1(33.33)

0(0.00)
3(5.18)
2(5.55)
0(0.00)

0(0.00)
0(0.00)
0(0.00)
0(0.00)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3(100.00)
53(100.00)
10(100.00)
33(100.00)

2(66.67)
34(64.15)
9(90.00)
25(75.75)

1(33.33)
15(28.31)
1(10.00)
7(21.22)

0(0.00)
4(7.54)
0(0.00)
1(3.03)

0(0.00)
0(0.00)
0(0.00)
0(0.00)

직업별

회사원
공무원
농,축산업
전문직,기타

19(100.00)
17(100.00)
0(00.00)
63(100.00)

16(84.21)
8(47.06)
0(0.00)
46(73.02)

2(10.53)
7(41.18)
0(0.00)
15(23.80)

1(5.26)
2(11.76)
0(0.00)
2(3.18)

0(0.00)
0(0.00)
0(0.00)
0(0.00)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 중 66.95% 가
1~2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번이용 경험자는 23.15% 5~10
번 이용경험자는 7.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0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가 2.48%를
차지하였다.
5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전체의 9.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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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이용자이기 보다는 평소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병원 이송을 목적으로 이
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표표 111999...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이이이용용용 (((구구구급급급수수수혜혜혜자자자)))
명명명(((%%%)))

222...333구구구급급급 대대대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 주주주된된된 이이이유유유
구급 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일반시민 중 56.2%는 신속한 출동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10.74%는 가장 먼저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9.92%를 차지하였고 23.14%가 이송
중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수혜자의 경우에도 신속한 출동 때문에 이용한다는 대답이 전체 23.23%를 차지하
였으며 구급대원의 친절이 67.67%,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사람이 5.05%를
차지하였고 응급처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4.04%에 불과하였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23.14%가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 대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하
였지만 실제 이용하는 수혜자는 불과 4.04%만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 대를 이용

구분 수혜자
계 1-2번 2-5번 5-10번 10번 이상

생활정도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대상자

5(100.00)
57(100.00)
56(100.00)
3(100.00)

1(20.00)
35(61.40)
43(76.79)
2(66.67)

4(80.00)
16(28.08)
7(12.50)
1(33.33)

0(0.00)
3(5.26)
6(10.71)
0(0.00)

0(0.00)
3(5.26)
0(0.00)
0(0.00)

학력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7(100.00)
49(100.00)
25(100.00)
30(100.00)

13(76.47)
31(63.27)
18(72.00)
19(63.33)

2(11.77)
13(26.53)
5(20.00)
8(26.67)

1(5.88)
4(8.16)
2(8.00)
2(6.67)

1(5.88)
1(2.04)
0(0.00)
1(3.33)

직업별

회사원
공무원
농,축산업
전문직,기타

38(100.00)
18(100.00)
11(100.00)
54(100.00)

27(71.05)
11(61.11)
5(45.46)
38(70.38)

8(21.05)
5(27.78)
3(27.27)
12(22.22)

2(5.27)
2(11.11)
3(27.27)
2(3.70)

1(2.63)
0(0.00)
0(0.00)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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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즉 구급대의 경우 신속한 출동이나 편의,무료이기 때문에 이용
하려는 일반시민이나 수혜자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표표 222000...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이이이용용용의의의 주주주된된된 이이이유유유

명명명(((%%%)))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급 대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설문에서도
응급한 환자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6%,응급,비 응급한 환자 모두
이용 해야한다가 24%,응급환자만 이용하되 무의탁 독거노인은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가 20%,국민이 요구하면 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가
19%로 나타나는 등 구급대의 본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응급처치보다는 편의성
을 보다 중심에 둔 구급 대 활용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22...444구구구급급급 대대대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구급대의 만족도는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27.27%가 매우 신뢰
한다고 응답하였고 신뢰한다가 68.68%로 집계되었다.신뢰하지 않는다는 4.04%,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전체적으로 95.95%의 신뢰
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어 일반시민
들이 갖는 구급 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일반시민 수혜자
신속한 출동

119가 가장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친절
무료로 이송하므로

이송 중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68(56.20)
13(10.74)
12(9.92)
28(23.14)

23(23.23)
67(67.67)
5(5.05)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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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111...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신신신뢰뢰뢰도도도 (((일일일반반반시시시민민민)))
명명명(((%%%)))

수혜자의 경우는 매우 만족했다가 26.45% 만족했다가 53.72%로 나타났으며 보통
이다가17.36%,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8%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대체로 만족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80.17%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48%로 나타나 일반시민들의 신뢰도는 물론 이용자들의
구급대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남성이 매우 만족 했다 에 17.36%가 만족 했
다 에 25.62% 그리고 보통이다가 12.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만족하지 못했다 에
1.65%가 응답을 하였다.여성의 경우 9.09%가 매우 만족했다 에 응답했으며 만족
했다는 28.10%,보통이다 에 4.96%,만족하지 못했다 에 0.83%였다.

구 분
일반시민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성별 남
여

12(12.12)
15(15.15)

30(30.30)
38(38.38)

1(1.01)
3(3.03)

0(0.00)
0(0.00)

학력
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1.01)
12(12.12)
3(3.03)
11(11.11)

1(1.01)
38(38.38)
7(7.07)
22(22.22)

1(1.01)
3(3.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생활수
준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대상자

0(0.00)
18(18.18)
8(8.08)
1(1.01)

1(1.01)
38(38.38)
27(27.27)
2(2.02)

1(1.01)
2(2.02)
1(1.01)
0(0.00)

0(0.00)
0(0.00)
0(0.00)
0(0.00)

계 27(27.27) 68(68.68) 4(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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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222...구급 대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구구구급급급수수수혜혜혜자자자)))
명명명(((%%%)))

222...555구구구급급급 대대대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하하하는는는 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성성성 인인인식식식
구급 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급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용하는 사
람과 구급대원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혜자의 경우 환자의 위급정도가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 사람이 10.74%인 반면
구급대원의 경우 매우 위급한 경우는 불과 1%의 응답자만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혜자의 경우 41.32%가 위급했다고 대답한 반면 구급대원은 겨우 5%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통이었다고 대답한 수혜자는 41.32%였고 구급대원은 52%가 위급하지 않았다고

구 분
수혜자

매우
만족했다 만족 했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했다.

성별 남
여

21(17.36)
11(9.09)

31(25.62)
34(28.10)

15(12.40)
6(4.96)

2(1.65)
1(0.83)

학력 수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6(4.96)
14(11.57)
4(3.31)
8(6.61)

11(9.09)
22(18.18)
15(12.40)
17(14.05)

0(0.00)
12(9.92)
5(4.13)
4(3.31)

0(0.00)
1(0.83)
1(0.83)
1(0.83)

생활수준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
대상자

2(1.65)
11(9.09)
18(14.88)
1(0.83)

2(1.65)
35(28.93)
27(22.31)
1(0.83)

1(0.83)
9(7.44)
10(8.26)
1(0.83)

0(0.00)
2(1.65)
1(0.83)
0(0.00)

계 32(26.45) 65(53.72) 21(17.36)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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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였다.특히 수혜자는 응급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5.79%인 반면
구급대원의 경우 42%가 경미한 환자였다고 느끼고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응급의 정도를 바라보는 수혜자와 구급 대원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수혜자의 경우 매우 응급하거나 위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
우를 구급대원은 경미하거나 위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표표표 222333...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응응응급급급성성성 정정정도도도 인인인식식식
명명명(((%%%)))

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검검검토토토

333...111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찬찬찬반반반 의의의견견견
구급대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보니 일반시민은 40.4%가 찬성하였
고 59.6%의 사람들이 유료화에 반대 하였다.실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수혜자들
의 찬성 비율은 47.93%고 반대하는 비율이 52.07%였다.119구급대의 이용 경험
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오히려 찬성비율이 높았다.

반면 119구급대원들의 성향은 뚜렷했는데 구급대원의 87%가 찬성을 하였고 반대
를 한 경우는 13%였다.구급대원의 경우 전체 출동 건수 중 30% 가까이 미 이송
이다.미 이송 내역이 모두 비 응급환자인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구급대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급 대 호출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구 분 수혜자 구급대원
매우 그렇다 /매우 위급했다

위급했다 /그렇다
보통이다 /위급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경미한 환자였다.

13(10.74)
50(41.32)
51(42.15)
7(5.79)

1(1.00)
5(5.00)
52(52.00)
4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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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식도 일반시민이나 구급수혜자와는 크게 다를 만큼의 유료화 찬성 율에
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시민의 찬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많지만 학력 수준과
생활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특히 중산층 이상에서는 찬성이 27.27%고
반대의 비율이 33.33%로 그 차이가 6.06% 정도 나고 있지만 중하층 이하에서는
찬성이 13.13%이고 반대는 26.26%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2배가 된다.

구급대의 유료화는 생활수준이 떨어질수록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저학력 수준의 응답자보다 찬성
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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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444...일일일반반반시시시민민민...수수수혜혜혜자자자의의의 유유유료료료화화화 찬찬찬반반반 의의의견견견
명명명(((%%%)))

구 분
일반시민 수혜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성별
남
여

18(18.18)
22(22.22)

25(25.25)
34(34.35)

33(27.27)
25(20.66)

36(29.75)
27(22.31)

계 40(40.40) 59(59.60) 58(47.93) 63(52.07)

학력
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1.01)
19(19.19)
6(6.06)
14(14.14)

2(2.02)
34(34.34)
4(4.04)
19(19.19)

7(5.79)
20(16.53)
13(10.74)
18(14.88)

10(8.26)
29(23.97)
12(9.92)
12(9.92)

계 40(40.40) 59(59.60) 58(47.93) 63(52.07)

생활
수준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대상
자

1(1.01)
26(26.26)
11(11.11)
2(2.02)

1(1.01)
32(32.32)
25(25.25)
1(1.01)

3(2.48)
29(23.97)
26(21.49)
0(0.00)

2(1.65)
28(23.14)
30(24.79)
3(2.48)

계 40(40.40) 59(59.60) 58(47.93) 63(52.07)

구급수혜자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학력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기 어렵고 다만 구

급수혜자의 경우에도 생활수준에 따라 찬성률이 높았다. 생활수준에 조금 올라가
면 찬성 율도 조금은 높아지고 있다.

구급대원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87%가 유료화에 찬성하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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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555...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유유유료료료화화화 찬찬찬반반반
명명명(((%%%)))

구분
구급대원

2년 이하 2~5년 5~10년 10년 이상 계
찬성
반대
계

40(40.00)
4(4.00)
44(44.00)

30(30.00)
5(5.00)
35(35.00)

15(15.00)
4(4.00)
19(19.00)

2(2.00)
0(0.00)
2(2.00)

87(87.00)
13(13.00)
100(100.00)

333...222비비비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이이이송송송 지지지연연연문문문제제제

119구급대원의 비 응급환자의 출동 등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경험을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89%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단지 11%만 그러한 경
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구급대원의 대부분은 비 응급환자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등의 경험을 가
지고 있다.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2년차 이하나 5년차 이하의 직원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표표 222666...비비비 응응응급급급 환환환자자자로로로 인인인한한한 응응응급급급환환환자자자의의의 이이이송송송지지지연연연경경경험험험
명명명(((%%%)))

구분
구급대원

2년 이하 2~5년 5~10년 10년 이상

있다
없다

35(35.00)
9(9.00)

33(33.00)
2(2.00)

19(19.00)
0(0.00)

2(2.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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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111111999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유유유료료료화화화시시시 비비비 응응응급급급 상상상황황황 경경경우우우의의의 이이이용용용여여여부부부
지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유료화로 전환 된다면 그때도 비 응급 상
황에서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일반시민의 경우 그래도 이용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대답자 중에서 21.21%였다.이용하지 않겠다는 전체
47.47%였고 고려하겠다는 25.25%,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06%였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일반시민의 경우 구급 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료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라는 의
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소방당국은 그동안 구급 대를 홍보할 때 빠지지 않고
무료라는 점을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홍보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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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777...유유유료료료화화화시시시 비비비 응응응급급급 상상상황황황일일일 경경경우우우 이이이용용용여여여부부부(((일일일반반반시시시민민민)))
명명명(((%%%)))

구 분
일반시민

이용
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고려
하겠다.

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겠다. 합계

성별 남
여

7(7.07)
14(14.14)

23(23.23)
24(24.24)

8(8.08)
17(17.17)

5(5.05)
1(1.01)

43(43.43)
56(56.56)

학력
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0(0.00)
8(8.08)
3(3.03)
10(10.10)

2(2.02)
26(26.26)
4(4.04)
15(15.15)

1(1.01)
17(17.17)
3(3.03)
4(4.04)

0(0.00)
2(2.02)
0(0.00)
4(4.04)

3(3.03)
53(53.53)
10(10.10)
33(33.33)

생활
수준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
대상자

0(0.00)
11(11.11)
10(10.10)
0(0.00)

1(1.01)
25(25.25)
19(19.19)
2(2.02)

1(1.01)
18(18.18)
5(5.05)
1(1.01)

0(0.00)
4(4.04)
2(2.02)
0(0.00)

2(2.02)
58(58.58)
36(36.36)
3(3.03)

계 21(21.21) 47(47.47) 25(25.25) 6(6.06) 99(100.00)

수혜자의 경우에는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8.93%,이용하지 않겠다.28.1%,
고려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8.75%고 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겠다고 한 사람은
13.22%였다.구급 대 이용의 경험이 있는 수혜자의 경우 유료화 이후에도 사용하
겠다는 비율이 일반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급수혜자의 경우 구급 대를 이용함으로써 알게 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일반시민
과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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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888...유유유료료료화화화시시시 비비비 응응응급급급 상상상황황황일일일 경경경우우우 이이이용용용여여여부부부(((수수수혜혜혜자자자)))
명명명(((%%%)))

구 분
구급수혜자

이용하겠다. 이용하지않겠다. 고려하겠다.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겠다. 합계

성별 남
여

20(16.53)
15(12.40)

18(14.88)
16(13.22)

23(19.01)
13(10.74)

8(6.61)
8(6.61)

69(57.03)
52(42.97)

학력
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7(5.79)
10(8.26)
6(4.96)
12(9.92)

1(0.83)
20(16.53)
8(6.61)
5(4.13)

7(5.79)
11(9.09)
7(5.79)
11(9.09)

2(1.65)
8(6.61)
4(3.31)
2(1.65)

17(14.06)
49(40.49)
25(20.67)
30(24.79)

생활
수준

상층
중산층
중하층
생활보호
대상자

3(2.48)
13(10.74)
19(15.70)
0(0.00)

0(0.00)
15(12.40)
18(14.88)
1(0.83)

0(0.00)
21(17.36)
14(11.57)
1(0.83)

2(1.65)
8(6.61)
8(4.13)
1(0.83)

5(4.13)
57(47.11)
59(48.76)
3(2.49)

계 35(28.93) 34(28.10) 36(29.75) 16(13.22) 121(100.00)

333...444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시시시기기기
119구급대의 유료화시기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시민은 2년 이내에 8%가 대답하
였으며 5년 이후에 50.51%가 응답을 하여 유료화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유료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구급대원들도 3~5년 사이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유료화의 시기에 대하여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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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999...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시시시기기기
명명명(((%%%)))

333...555유유유료료료화화화 대대대상상상
유료화 대상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경우 비 응급환자에게만 징수해
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6.46%로 가장 높았고 수혜자 및 구급대원의 이용자 모
두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국가 비용 부담)에게 징수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
이 각각 46%와 49.4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구급대의 유료화시 가장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서민층이므로 유료화 시
행에 있어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급대의 효율화,구급재정 건실화
를 동시에 실현시킬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표표표 333000...유유유료료료화화화 대대대상상상
명명명(((%%%)))

구 분 일반시민 수혜자 구급대원

이용자 모두
비 응급환자
이용자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비용부담)

14(14.14)
46(46.46)

39(39.39)

14(11.57)
50(41.32)

56(46.28)

6(6.19)
43(44.38)

48(49.48)

구분 일반시민 수혜자 구급대원

2년 이내
2~3년
3~5년
5년 이후

8(8.08)
16.(16.16)
25(25.25)
50(50.51)

24(19.83)
28(23.14)
34(38.10)
35(28.93)

31(31.96)
15(15.46)
32(32.99)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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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구구구급급급 대대대 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방방방안안안

구구구급급급 수수수혜혜혜자자자 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대대대상상상
소방의 응급의료서비스는 시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급성장을 해 왔으나 최
근 비 응급환자 이용의 급증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가 행해지
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있다.이런
구급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급의 유료화를 시행한다면 원활한 재정 보충
을 할 수 있고 표 31.과 같이 일부 유료화 제외대상을 적용한다면 구급대의 질적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구급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즉 소방본연의 업무인 화재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나,생활 빈곤자,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성과 복지차원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 소방구급체계에 의거 무료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이 부담이 돼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
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유료화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긴급
히 요구되는 사항이나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비용의 부담을 주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구급대가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
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외부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유기하기
어려운 사람,또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보호가 그것이라 할 것이다.무선 페이징
의 경우 소방당국에서 실시하는 응급신고 시스템으로 홀로 사는 노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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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호전송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병
력의 정보를 제공해 위급 사항시 신속한 현장도착과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표표표 333111...유유유료료료화화화 적적적용용용 범범범위위위

적적적 용용용 대대대 상상상 적적적 용용용 제제제 외외외 대대대 상상상

◦ 적용제외 대상자외
전 이송환자

◦ 화재나 각종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 생활 보호 대상자 (동사무소 기준)
◦ 무선페이징 설치 대상자
◦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

구구구급급급 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시시시기기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경우 일반시민의 경우 50%이상이 5년 이후 119구급 대 유료
화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수혜자와 구급대원의 경우 3~5경
우와 2년 이내에 조기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그러나 119구급대원 유
료화 이전 선행되어야 할 과제 및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바른 구급시스템 도
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전문 구급대원의 확보 및 구급장비의 확충이 완비된 이후 유료화를 시해하
여야 하며 소방력 보강 5개년도 계획 (2002~2006)에 의거 전문구급대원 및 장비
보강이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유료화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



- 55 -

구구구급급급 유유유료료료화화화의의의 항항항목목목 및및및 징징징수수수방방방법법법

333...111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료료료 부부부과과과 근근근거거거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수가 기준에 의거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 구급차 등을 운용
하는 자가 구급차량 등을 이용하면 구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11조 3항)청구할 의료수가의 기준도 보건복지 장관이
정하되 (법 제23조제1항)응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수가에 차등
을 두도록 하였다.(법 제23조제2항)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도 응급환자 등을 이
송한 경우 이송처치료를 징수 할 수 있는데 (법 제24조)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국
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다른 법령에 의한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설립허가를 받
은 비영리 법인이다 .

333...222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수수수가가가 기기기준준준222444)))

333...222...111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료료료 적적적용용용기기기준준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적
용되는 이송처치료는 환자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
치료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24) 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고시 제 2000-34(2000. 7.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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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를 이용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송처치료 징
수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2매 발급하여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
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해야한다.응급구조사
는 의사의 지시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발생
현장 및 이송 중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333...222...222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료료료 산산산정정정기기기준준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3조)
이송처치료의 경우는 일반구급차 와 특수구급차로 구분되어 있는 구급차의 종류
에 따라 다른데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하고,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
조사,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한다.

이송처치료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 비용,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
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 비용,소모품,의약품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송처
치료 기준액표 이외의 별도산정 할 수 없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왕복,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
할 수 없다
표표표 333222...이이이송송송처처처치치치료료료 부부부과과과기기기준준준

차량별 구분 금액(원) 이송 중 응급처치료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Km)
10Km 초과 시

20,000
1Km당 3,000원추가

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Km)
10Km 초과 시

50,000
1Km당 3,000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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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급대의 이송처치료도 표 34.에 근거하여 부과하면 될 것이다.미국의

경우 구급차 이용료뿐만 아니라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응급처치치료를 세분화하여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유료화 정책은 영리목적보다는 유료화를
통한 구급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비 응급환자의 남용을 자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응급처치료의 부과보다는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간편한 징
수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렇게 할 경우 부과액에 대한 이의제
기를 줄이므로 서 또 다른 한편에서의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비비용용용징징징수수수 방방방안안안

444...111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료료료 납납납부부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징징징수수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사람은 그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법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의료보험료 징수 기관에 통보하여 이들이 대신
징수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행정비
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급 대 유료화 징수 방법에 있어 일반시민 42.42%,구급수혜자 40.50% 그리고
구급대원 경우 51.55%가 의료보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응답 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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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333...유유유료료료화화화 징징징수수수 방방방법법법
명명명(((%%%)))

구 분 일반시민 수혜자 구급대원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징수
소방서에서 지로용지로 징수
병원 진료비에 청구 징수
의료보험료에 포함징수

4(4.04)
17(17.17)
36(36.36)
42(42.42)

15(12.40)
33(27.27)
24(19.53)
49(40.50)

1(1.03)
26(26.80)
20(20.62)
50(51.55)

444...222소소소방방방기기기관관관부부부과과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징징징수수수
응급처치료를 산정에 소방관서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법이 그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관서는 모든 구급활동 내역을 전산화하여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전산 입력시 몇 가지 추가항목을 삽입한다면 내용에 따라 바로 출력을 하여 징수
금액과 부과기준에 대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바로 송부할 수 있을 것이다.
타 기관의 통보나 협의 없이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고 부처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재재정정정활활활용용용방방방안안안

구급대의 유료화를 통한 재정 수익을 설문을 근거로 산정해보면 2004년도 기준

으로 1,076,932명의 환자를 이송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료화가 될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대답한 사람이 일반 시민은 47.47%,
구급 수혜자의 경우에는 28.1%로 이들의 평균은 37.8%이다.

이 숫자를 제외하면 이송환자 수를 대략 409,234명으로 추산하여 이들에게 기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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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과한다고 해도 수익은 연간 2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료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우선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교육과 전문 의
료인의 확보와 기자재 확보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55...111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의의의 자자자질질질향향향상상상 교교교육육육
응급구조사의 경우 1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보수교육은 새로운 교
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따라서 새로운 응급구조 기
술과 정보를 채득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소방학교에서는 매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응급구조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의 현장 경험을 통한 정보를 교류
하고 새로운 구급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이 마련되면 보다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교수
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555...222구구구급급급인인인력력력 확확확보보보
현재 구급대원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구급대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과 여건에 따라 일정 인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의 해결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 자치단체의 구급대원은 2명으로 운영
되는데 그중 한명은 운전을 담당하여 이송 중 차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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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관여할 수 없다.따라서 나머지 한명이 모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응급
환자의 경우 혼자 처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따라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최소한 2명으로 구성된 구급대의 운영이 절실하다.구급대의 유료화를
통해 마련된 재정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시․도 자치단체의 공무원 총 정원과는
별개의 인원으로 확보하여 배정하는 방식도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급대원의 경우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은 데 응급구조사의 경우 최초 양
성이 95년도에 대학과정에서 처음 개설,97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90년대 후반에서야 1급 응급구조사
자 본격적으로 채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무경력이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 많고 결혼과 출산시기에 있는
연령층의 여성이 많다.따라서 출산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되
는데 이들이 휴직을 할 경우 대체인력의 확보가 이러한 재정의 활용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구급대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조한 실정이어서 임신중에 있는 여성도 구급대원
으로서 현장업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감염과 과도한 구급업무 등으
로 인한 임산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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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결결결론론론

사회변화 구조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중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어.언제,어디서,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재해나 상해를
입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하에서 살고 있다.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처치하기 위하여 의사가 언제나 뒤따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
생하면 당황하게 되므로 상해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수단을 기하여 생명을 구하
고 의사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운반 이송하여 의사가 있는 진료 의료기관에 도착
할 때까지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구급 대는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으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하는 일반시민,구급수혜자 및 구급대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구급 대
유료화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급 대 유료화 찬성에 있어 일반시민의 경우 40.40%로 찬성 율을 보이고
있어 현행 무료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구급 대를 이용해본
사람은 찬성이 47.93%차지했고 구급대원의 경우에도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급 대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 시민의 경우 구급 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무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
다.반면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정정도 채득하게 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유료화에 대해 일반인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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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일반시민의 경우 유료화가 된다면 비 응급 상황일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47.47%이며 구급수혜자의 경우 28.1%로 일반시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경우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자
신이 무료로 이용하는데 따른 편의를 더욱 중요시 한 반면 수혜자의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구급차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화를 하게 될 경우 비 응급환자가 무료를 이유로 사용하려는 경향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이는 구급대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 집중화를 더욱 높
일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유료화 시행 시기에 있어서 일반시민,구급수혜자 집단에서 5년 이후로 고
려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이는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바탕으로 유료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유료화에 대한 필요성
을 홍보하면서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원확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뢰받은 구급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송실적위주의
구급행정에서 탈피하여 질적 향상을 추구함과 동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응
급처치 능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소방 구급서비스 유료화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을 것이며,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수
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 서비스의 개선은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
인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 일 것이다.따라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구급대의 운영
은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에 걸 맞는 제반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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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것의 본래
의 의미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편익만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누구나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 마련된 시스템이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는 악순환만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의 유료화는 추가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시도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하는 사람의 의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방안도
다양하게 논의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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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소소소방방방응응응급급급의의의료료료서서서비비비스스스의의의 유유유료료료화화화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안녕하십니까?
119소방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응급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소방응급의료서비스 유료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논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순수한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 내
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평소 느낀점
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것을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전공

기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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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시시시민민민용용용]]]

◎일반적인 질문사항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① 20세이하 ② 20~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4.귀하의 직업은?
① 회사원 ② 자영업 ③ 농.축산업 ④ 기타 및 무직

5.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산층 ③ 중하층 ④ 생활보호대상 계층

◎119구급대 이용에 관한 질문사항
1.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동방법은?
① 119구급대 ② 응급구조단 및 병원구급차
③ 경찰차 ④ 택시 및 개인자가용

2.귀하는 119구급대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번 ③ 2번 ④ 3번이상

3.귀하는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이유는 ?
① 신속한 출동으로
② 급한 상황에서 119가 가장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③ 무료로 이송함으로
④ 이송중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4.귀하께서 119구급대를 신뢰정도는?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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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뢰하지 않는다 ④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119구급차는 어떤 용도롤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응급한 환자만 이용해야한다.
② 응급,비응급한 환자 모두 이용해야한다.
③ 응급환자만 이용하되 무의탁독거노인은 무조건 이용해야한다
④ 국민이 요구하면 이송이외 다른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여야한다.

◎구급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사항
1.서구 선진국에선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
하여 구급차 이용자에게 이송료 및 처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귀하께서는 향후 119구급대 이용자에게 비용(유료화)을 징수한다면 귀하의 의견
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1.(2번질문에 찬성하신 분중)찬성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② 구급대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인력 보강이 용이하다
③ 선진화된 구급장비 확충이 가능하다
④ 비응급환자들의 이송자체로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용가능하다2-2(2번질문에

반대하신분중)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② 유료화를 해도 119구급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③ 공공기관에서 유료화 하는 것은 공익성에 어긋난다.
④ 일반시민들이 119구급대 이용을 꺼려 할 것이다.

3.향후 119구급대가 유료화 된다면 귀하께서는 응급상황이 아니 비응급상황에서도
119구급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하겠다. ② 이용하지 않겠다
③ 고려하겠다 ④ 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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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119구급대 유료화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구급대원의 질적 수준 개선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
② 전문 구급장비 확보
③ 구급대원의 전문인력 보강
④ 통신시설확충 및 전문의 상주

5.향후 119구급대 유료화 시기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 입니까?
① 2년이내 ② 2~3년 ③ 3년~5년 ④ 5년 이후에

6.119구급대 유료화시 징수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환자 이송료 ②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료
③ 이송료 +응급처치료 ④ 이송료+응급처치료+인명구조시 수수료

7.향후 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대상은?
① 119구급대를 이용자 모두
② 의학적 판단에 의해 응급시에는 무료,비응급환자에게 적용
③ 이용자 모두를 유료화하며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국가비용부담

8.119구급대 유료화시 비용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징수 ② 소방서에서 지로용지로 징수
③ 병원 진료비에 청구 징수 ④ 의료 보험료에 포함 징수

9.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어떤점이 가장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응급환자 이용이 줄어들어 구급대원 업무경감
② 구급행정의 질적(전문성)인 향상과 응급환자 소생율을 높일 것이다
③ 선진 구급장비의 보급과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④ 국민들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응급서비스에는 별 도움이 안될것이다.

10.기타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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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혜혜혜자자자용용용]]]

◎일반적인 질문사항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① 20세이하 ② 20~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4.귀하의 직업은?
① 회사원 ② 자영업 ③ 농.축산업 ④ 기타 및 무직

5.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산층 ③ 중하층 ④ 생활보호대상 계층

◎119구급대 이용에 관한 질문사항
1.응급환자 발생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동방법은?
① 119구급대 ② 응급구조단 및 병원구급차
③ 경찰차 ④ 택시 및 개인

2.귀하는 119구급대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는지요?
① 1번~2번 ② 2번~5번 사이 ③ 5번~10번사이 ④ 10번이상

3.귀하가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속한 출동으로 ② 구급대원의 친절서비스
③ 무료로 이송함으로 ④ 이송중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4.119구급대 이용시 어떤 응급조치를 받으셨는지요?
(응급조치를 받은 내용을 모두 체크하세요)
① 기관삽관 ② 정맥로확보 ③ 자동제세동기사용 ④ 약물투여
⑤ 인공호흡 ⑥ 심폐소생술 ⑦ 산소투여 ⑧ 쇼크방지하의 사용
⑨지혈 ⑩ 각종부목사용 ⑪ 경추(목)보호대사용 ⑫ 생체징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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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병원까지 단순이송 ⑭ 경미한 외상 치료 등
5.119구급대 이용중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어느정도 만족했는지요?
① 매우만족했다.② 만족했다.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했다.

6.귀하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당시 병명은 무엇인지요?
① 만성질환(노환등) ②급성질환 ③교통사고
④ 경미한외상 ⑤기타

7.119구급대를 이용할 당시 귀하는 응급환자 였는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구급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사항
1.서구 선진국에선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
하여 구급차 이용자에게 이송료 및 처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귀하께서는 향후 119구급대 이용자에게 비용(유료화)을 징수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향후 119구급대가 유료화 된다면 귀하께서는 응급상황이 아니 비응 급상황에
서도 119구급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이용하겠다. ② 이용하지 않겠다
③ 고려하겠다 ④ 수수료에 따라 이용하겟다

4.향후 119구급대 유료화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구급대원의 질적 수준 개선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
② 전문 구급장비 확보
③ 구급대원의 전문인력 보강
④ 통신시설확충 및 전문의 상주

5.향후 119구급대 유료화 시기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① 2년이내 ② 2~3년 ③ 3년~5년 ④ 5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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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구급대 유료화시 징수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환자 이송료 ②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료
③ 이송료 +응급처치료 ④ 이송료+응급처치료+인명구조시 수수료

7.향후 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대상은?
① 119구급대를 이용자 모두
② 비응급환자에게 적용
③ 이용자 모두를 유료화하며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국가 비용부담

8.119구급대 유료화시 비용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징수 ② 소방서에서 지로용지로 징수
③ 병원 진료비에 청구 징수 ④ 의료 보험료에 포함 징수

9.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어떤점이 가장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응급환자 이용이 줄어들어 구급대원의 업무 연찬에 도움이 된다.
② 구급행정의 질적(전문성)인 향상과 응급환자 소생율을 높일 것이다.
③ 선진 구급장비의 보급과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④ 국민들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응급서비스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10기타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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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999구구구급급급대대대원원원용용용]]]

◎ 일반적인 질문사항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① 20세이하 ② 20~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귀하의 소방공무원 경력은?
① 2년이하 ② 2년~5년 ③ 5년 ~10년 ④ 10년이상

4.귀하가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총 경력은?
① 2년이하 ② 2년~5년 ③ 5년 ~10년 ④ 10년이상

5.귀하는 구급대원으로 취득한 자격이나 교육이수 기간은 무엇입니까?
① 1급 응급구조사 ② 2급응급구조사 ③ 간호사 ④ 2주이상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귀하께 1급 응급구조사면 다음항목중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응급환자에게 처치한
항목은?(복수체크가능)
① 기관을 이용한 기도유지 ② 정맥로확보 ③ 자동심실제세동기를이용한 심장

박동유도 ④ 약물투여 ⑤ 창상의 응급처치 ⑥ 없다
2.만약 1번 항목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① 경험부족 ② 의료소송문
③ 응급전문의와 통화 불능 ④ 구급장비부족

3.귀하께서 응급현장에서 다음 항목 중 주로 시행하는 응급처치
(복수가능)는?
① 외부출혈 지혈 ② 생체 활력징후 측정 ③ 각종부목사용
④ 산소투여 ⑤ 경추 및 척투보호대사용 ⑥ 정맥로 확보

4.119구급대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의 응급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위급했다 ② 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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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급하지 않았다 ④ 경미한 환자였다
◎구급서비스 유료화에 관한 사항
1.귀하께서는 향후 119구급대 이용자에게 비용(유료화)을 징수한다면귀하의 의견
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어떤점이 가장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요?
① 비응급환자 이용이 줄어들어 구급대원의 업무연찬에 도움이 된다.
② 구급행정의 질적(전문성)인 향상과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일 것이다.
③ 선진 구급장비의 보급과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④ 국민들의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응급서비스에 별 도움이 안될 것 이다.

3.119구급대 유료화로 징수된 재원을 가장 먼저 어느면에 재투자되어야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구급대원의 인력보강
② 현대화된 구급장비 확보
③ 구급대원의 전문화 교육실시
④ 응급의료센타 전문의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시설확충 및
전문의 상주

4.119구급대 유료화시 징수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환자 이송료 ② 구급대원이 시행한 응급처치료
③ 이송료 +응급처치료 ④ 이송료+응급처치료+인명구조시 수수료

5.향후 119구급대를 유료화 한다면 대상은?
① 119구급대를 이용자 모두
② 비응급환자에게 적용
③ 이용자 모두를 유료화하며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국가 비용부담

6.향후 119구급대 유료화 시기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① 2년이내 ② 2~3년 ③ 3년~5년 ④ 5년 이후에

7.119구급대 유료화시 비용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징수 ② 소방서에서 지로용지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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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원 진료비에 청구 징수 ④ 의료 보험료에 포함 징수
8.향후 국내에서도 119구급대가 유료화 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 수혜자 부담원칙
② 소방재정의 확충
③ 119구급대의 전문성 확보
④ 비응급환자의 호출방지 및 응급환자 소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9.비응급환자로 인한 잦은 출동으로 관내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이
늦었거나 이송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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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

EEEuuunnn---yyyooouuunnnggg,,,KKKiii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PPPuuubbbllliiicccHHHeeeaaalllttthhhLLLaaawww aaannndddEEEttthhhiiicccsss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PPPuuubbbllliiicccHHHeeeaaalllttthhhYYYooouuu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KKKiiilll---JJJuuunnnPPPaaarrrkkk,,,)))

Thisstudyisinvestigatesthecauseofchargeableemergencymedicalservice
for the qualitive improvement and the prevention of wastesment from
thoughtlessaidcall.

First,weexaminethetroubleofpresentemergencymedicaltreatmentservice
system.We refered to home and foreign publications,articles,periodicals,
questionsaboutemergencymedicalservice.Wetalkaboutimprovementofthe
emergencymedicalservicesystem usingtheearningsfrom chargeableservice

Wecontacttoemergencymedicalservicemembersandcommonpeopleand
thepeoplewhousedtheserviceingyeonggiprovince.Wecollecteddatafrom
320casesfrom 21th,Mar.2005to20th.April.2005.

Themajorresultofthisstudyisunderbelow.

The first,aboutthe chargeable emergency medicalservice,the 40.40% of
common citizens and the 47.93% ofthe people who used the service in
gyeonggiprovinceandthe87% ofemergencymedicalservicemembersg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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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approval.Wecouldknow commonpeoplegoalongwithfreeemergency
medicalservice.
They say they would notuse emergency medicalservice,the 47.47% of
common citizens and the 28.1% ofthe people who used the service,if
emergencymedicalservicewerechangedtothechargeableservice.
Abouttheuseofthechargeableemergency medicalservice,theopposite
numberofthepeoplewhousedtheserviceislowerthantheoppositenumber
ofcommoncitizens.

Thesecond,thecasesfrom fireandtheextremlypoorpeopleandunprotected
old man and others excepted from pay list.The chargeable emergency
medicalservicemakesitselfefficient.
Tothebeginningtimeofthechargeableemergencymedicalservice,common
citizensandthepeoplewhousedtheservicesupportedforbeginningafter5
years.Itstandsweneedatleast5yearsforconsentandfaithofcommon
peoplebeforewestarttheemergencymedicalservicewithfee.Wehaveto
intensifypublicrelationsandstaffabilityand system,increasethestaffs.

Thefinally,aboutthecollectionofthefee,the42.42% ofcommoncitizensand
the40.50% ofthepeoplewhousedtheserviceandthe51.55% ofemergency
medicalservicemembersthinkcollectingthefeeincludingwithpublicmedical
insurance is resonable.Collecting the fee including with public medical
insurancestrenthenstheearningsandreducestheburdenofcommonandpoor
people

Asaresult,thechargeableemergency medicalservicemakestheearnings
soundanddecreasestheinappropriateuseofemergencymedicalservice.Also,
the chargeable emergency medicalservice would be improved t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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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servicefrom quantitativeifwecould win publicconfidenceand
recognition of medicalability.The qulitative change makes the public
understandthenecessirityofchargeableemergencymedical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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