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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참여도 조사 및
고취방안
오형규, 서지영, 김대균, 서민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hysician Particip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Hyung-Kyu Oh, Ji-Young Seo, Dae-Kyun Kim, Min-Seok Se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heon St. Mary’s hospital, Incheon,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limitations, and factors necessary for increasing participation in emergency care outside a
medical institution for physicians working in a tertiary hospital.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data from 150 physicians working in a tertiary hospital. The physicians’ intent to participate in
emergencies outside the medical institution was measur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and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Multi-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the physicians’ willingness to participate emergencies outside the medical institution.
Results: Out of 103 respondents, 52 (50.5%) said that they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future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m, 38 (73.1%) said that
legal burden associated with medical accidents dissuaded them from intervening in future emergencies. Also, 33 (63.5%) said that ‘a firm guarantee
of exemption from legal responsibility’ was needed to convince them to participate in emergency patient care. There were no meaningful results i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uture participation in emergency care.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reason they do not participate in emergency care is because they feel that they bear the risk of legal liability. We
suggest that providing more legal immunity could be a way to encourage doctors to step up in emergency situations. At the same time, it is
recommended that a more suitable environment be provided for physicians in such situations, so that they can be able to fulfill their ethical duties in
emergency medical care.
Keywords: Medical Accident; Emergency Patient; Emergency Medical Care; Law on Emergency Medical Care

서론

움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시설과의 단절의 대표적인 예
인 기내 응급상황은 10–40만 명 승객 중 1명 정도, 연간 약 4,000만

의료시설 밖의 불가피한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의 개입은 응급 상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3–5백만 승객 중 1명이 사망한다.1,2)

황의 대처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기관 밖의 상황처럼 인

특히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0.5%–1.0%에 이르고 있다.3) 1991

력, 시설과 장비가 제한되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사의 도

년에 발표된 미국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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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기내 응급상황에서 승객 중 의사가 있을 확률은 85%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내 응급상황에서

Window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

48.1%만이 승객 중 의사로부터의 도움이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응

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하였다.

4)

5)

급상황 시 의사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결과

96%의 응답자가 기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답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 응급상황
6)

에서의 의사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103명 중 남자는

61명(59.2%), 여자는 42명(40.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나이는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개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확인하고, 의사

평균 36.48±8.33으로 나타났으며, 임상 경험 기간은 20년 이상이 13

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명(12.6%), 10–19년은 28명(27.2%), 9년 이하 62명(60.2%)으로 나타났

곳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 응답자 중 전공의는 48명(46.6%), 전문의는 55명(53.4%)이었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조사

전문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인턴 순으로 분포되었다(Table 1).

한 바가 있으나, 기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의료시설 외부에서 발생

응답자들은 38명(36.9%)이 의료기관 외 응급 환자 발생을 경험했

한 응급상황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7-12) 또한 의사들의 응급 환자 진
료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
다.13-16)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경

Table 1.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03)
Category
Sex

험 및 제한점, 참여율 증가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하여 설문 연구

Male

를 진행하였다.

Female

방법

으로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총 150명 중 103명이 응답하였고 기
간은 2019년 2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였다. 설문의 응답은 직접 설
문지를 회수함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의
사들의 응급상황에 관련된 경험,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이
해도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인적 사항이 5항목, 나머지 11개는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 및
현 법률에 대한 이해도, 향후 참여의사 등에 대한 항목이었다
(Appendix 1).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임상 시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IRB No. 2019-0025-0006).
설문 응답자의 인적 사항 중 연령과 임상진료경력은 평균과 표준

61 (59.2)
42 (40.8)

Age (y)

36.48±8.33

≤30

21 (20.4)

30–39

54 (52.4)

40–49

20 (19.4)

>45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

Value

Clinical experience years

8 (7.8)
9.79±0.50

≥20

13 (12.6)

10–19

28 (27.2)

≤9

62 (60.2)

Identity
Resident

48 (46.6)

Specialist

55 (53.4)

Majors
Intern

11 (10.7)

Internal medicine

18 (17.5)

Pediatrics

8 (7.8)

Dermatology

2 (1.9)

Psychiatry

2 (1.9)

Rehabilitation medicine

5 (4.9)

Nuclear medicine

1 (1.0)

Radiology
General surgery

3 (2.9)
12 (11.7)

Obstetrics & gynecology

9 (8.7)

편차로 표현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 항목

Plastic surgery

2 (1.9)

별로 응답자 수와 항목별 비율로 기술하였다. 이들 문항의 설문 항

Orthopedics

9 (8.7)

목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응급 참여 의향을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하

Neurosurgery

5 (4.9)

Ophthalmology

1 (1.0)

Emergency medicine

8 (7.8)

Urology

1 (1.0)

Family medicine

6 (5.8)

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교정된 교차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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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18명(47.3%)이 실제로 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

로 나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103명 중 46명

급 환자 발생은 비행기가 22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지

(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가

하철, 버스, 기차 등)이 9명(23.6%),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관공서,

39명(37.9%),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사망에 대해 의사도 어느 정

역, 쇼핑시설 등)이 7명(18.4%)으로 나타났다. 응급 환자 발생을 경

도 책임이 있다’ 11명(10.7%), ‘응급한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도 환자

험했으나 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는 20명(52.6%)이었으며 이유

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진료한 의사의 책임이다’ 2명(1.9%)의 순으로

는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있어서’가 11명(55.0%)으로 가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외 응급 환자 진료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인

장 많았으며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에 자신이 없어서’가 4명(20.0%),

지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 103명 중 42명(40.8%)이 ‘잘 모른다’

‘다른 의사가 있어서’ 4명(20.0%), ‘응급진료를 시행할 장비가 없어

고 답했고 ‘조금 알고 있음’ 39명(37.9%), ‘잘 알고 있음’ 16명(15.5%),

서’ 1명(5.0%)으로 나타났다(Table 2). 의료기관 외 응급환자 진료 시

‘전혀 모름’ 6명(5.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급의료 법률을 설명

의사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선의의 응급 의료이고, 무상·자발적으

한 뒤, 이 법률이 의사의 의료기관 외 응급환자의 진료 참여를 독려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전체 응답자 중 74명(71.8%)이 진료 참여를

Table 2. The response of respondents that medical emergency care
outside the medical facility (n=103)
Category

n (%)

Experience of emergency patient occurrence

독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응급의료 법률을 설명한 이후 응급 환자 진료의 참여 여부에 대
해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51명(49.5%)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Yes

38 (36.9)

응답자는 52명(50.5%)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법률을 설명한 이후

No

65 (63.1)

응급환자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병력 청취(46 명,

Participation in medical treatment
Yes

18 (47.4)

No

20 (52.6)

90.2%), 신체검진(44명, 86.3%), 인공호흡(42명, 82.4%), 흉부 압박(39
명, 76.5%), 제세동기(33명, 64.7%), 응급 약물 사용(19명, 37.3%), 봉

Place of occurrence
Airplane

22 (57.9)

Public transport

9 (23.7)

Public facility

7 (18.4)

Table 4. The response of respondents that medical emergency care
outside the medical facility (n=103)

Reasons for absence

Category

A lack of confidence
Legal burden

4 (20.0)
11 (55.0)

Because there's another doctor

4 (20.0)

Absence of medical equipment

1 (5.0)

Yes

51 (49.5)

No

52 (50.5)

Level of care willing to providea

Table 3. The response of respondents that medical emergency care
outside the medical facility (n=103)
Category

n (%)

Doctor’s responsibility

Obtain history

46 (90.2)

Perform physical examination

44 (86.3)

Provide mouth-to-mouth resuscitation

42 (82.4)

Perform chest compressions

39 (76.5)

Utilise AED if available

33 (64.7)

Administer emergency medications

19 (37.3)

Suture superficial wound

15 (29.4)

Reduce a dislocated elbow

12 (23.5)

It is a well-intentioned first-aid medical treatment,
and is not responsible because it is free of charge

46 (44.7)

If there is a serious error, you will be held responsible

39 (37.9)

Perform an emergency tracheostomy

Even without significant negligence, doctors are part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11 (10.7)

Insert needle to treat pneumothorax

2 (1.9)

Other comments

5 (4.8)

Know well

16 (15.5)

Know

39 (37.9)

Don’t know

42 (40.8)

28 (27.2)

No

74 (71.8)
1 (1.0)

12 (23.1)

The legal burden of medical accidents

38 (73.1)

Lack of social and economic rewards

2 (3.8)

Firm guarantee of the exemption of legal responsibility

6 (5.8)

Yes

Lack of experience and confidence in emergency patient care

Prerequisite for medical enagagement

Does the law encourage participation in practice?

Korean J Fam Pract. 2020;10(1):23-31

9 (17.6)
12 (23.5)

Reasons for absence in case of emergency

Law awareness

Others

7 (13.7)

Accompany patient to treatment

In view of the emergency medical situati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hysician to fully treat the patient

Never

n (%)

Participat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atient in future

33 (63.5)

Economic and social rewards commensurate
with medical practice

4 (7.7)

Not participating regardless of improvements

7 (13.5)

When there is sufficient training on emergency patient care

8 (15.4)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Duplicate respon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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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15명, 29.4%), 탈구 정복(12명, 23.5%), 이송병원까지 동행(12명,

사는 87.5%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 참

23.5%), 기흉 발생 시 바늘삽입(9명, 17.6%), 기관절제(7명, 13.7%)를

여 비율이 높아졌다(P=0.015). 그러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에서는 연령이 향후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전체 103명 중 52명(50.5%)은 향후 응급상황에서 진료에 참여하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기간은 20년 이상의 경우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38명, 73.1%)

84.6%, 10–19년 50.0%, 9년 이하 41.9%로 임상경력기간에 따라 유의

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응급 환자 처치에 대한 경험 및 자신감의 결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20). 그러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여(12명, 23.1%), 사회경제적 보상의 결여(2명, 3.8%)의 이유로 향후

과에서는 임상경력기간이 향후 의료기관 외 응급상황 참여에 유의

응급 환자 진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응급 환자 진료에 참여하기 위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응급 환자 진료

해 법적인 책임의 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33명, 63.5%)이 필요하다

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응급 환자 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Table 5).

충분할 때(8명, 15.4%)’, ‘의료행위에 합당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있을 때(4명, 7.7%)’로 응답했다(Table 4).

고찰

카이제곱 분석 결과, 연령별로 향후 참여 의향에 차이를 보였는
데, 40대 미만의 의사는 41.3%, 40–49세 의사는 65.0%, 50세 이상 의

본 연구에서는 응급 환자 발생을 경험했으나 진료에 참여하지 않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positive engagement intentions to the medical emergency outside medical institution by multiple analysis
Factor

Participate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patient in future
n (%)

Adjusted OR (95% CI)

P-value

1

0.128

Sex
Male

34 (55.7)

Female

17 (40.5)

0.81 (0.30–2.21)

0.685

Age
<40

31 (41.3)

1

0.015

40–49

13 (65.0)

1.69 (0.27–10.46)

0.572

7 (87.5)

1.38 (0.03–59.65)

0.866

1

0.020

≥50
Clinical experience years
≥20

11 (84.6)

10–19

14 (50.0)

0.18 (0.01–2.69)

0.214

≤9

26 (41.9)

0.13 (0.01–3.32)

0.22

Qualification of specialist
Resident

24 (50.0)

Specialist

27 (49.1)

1
0.32 (0.08–1.31)

0.927
0.112

Experience of emergency patient occurrence
Participation
Not participation
No experience

13 (68.4)

1

0.164

8 (40.0)

0.40 (0.08–2.09)

0.278

30 (46.9)

0.29 (0.06–1.35)

0.115

Degree of responsibility of the physician for adverse outcomes
No responsibility

21 (45.7)

Responsibility

26 (50.0)

1
1.47 (0.53–4.08)

0.667
0.462

Law awareness
Know well

3 (50.0)

1

0.148

Know

20 (47.6)

1.47 (0.17–12.76)

0.728

Don’t know

16 (41.0)

0.97 (0.10–8.89)

0.975

Never

12 (75.0)

3.20 (0.24–42.65)

0.378

1

0.058

Encourage doctors to participate in emergency situations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law?
Yes

18 (64.3)

No

32 (43.2)

0.29 (0.10–0.85)

0.024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χ2 tests were used to obtain P-values, and adjusted OR were calcula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all variables.

26

www.kjfp.or.kr

Korean J Fam Pract. 2020;10(1):23-31

KJFP

오형규 외.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의 태도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은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있고 선의의 응급의료에

실제 법적인 면책 책임을 줄여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이 나설 수

대해서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아

있게 격려하는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응급 환자 진료와 관련된 법적 부담감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응급상

조항으로 책임과 위험부담을 덜고, 중대과실이 없는 한 사망 사고에

황에서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한 책임도 면해준다면 의사들은 법적 책임보다 도의적인 의무감

응급 처치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방법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고찰해

을 안고 진료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의사에게 과도한 법

보고자 한다.

적 윤리적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기관이 책임 보험에 가

국내에서는 2008년에 우리나라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
로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1년에 개

입하여 응급상황에 진료한 의사를 보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동시에 응급의료에 대한 의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이

정된 바 있다.
이는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

본 논문의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응급의료법에 대한 이해도

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를 묻는 항목에서 국내 법률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체 103명 중 42명(40.8%)으로 가장 많았음은 아직 현행 법률에 대해

다. 하지만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응급상황에서

관심 및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된

완전한 법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응급상황에

다. 의과대학생 때부터 의사에게 의료윤리교육을 포함하여 해당 법

서 선뜻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

률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다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애리조나 주법(Arizona law)은, 면허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이 일개 병원

있는 의료인이나 구급대원(ambulance attendants), 응급 상황에서 일

으로 한정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 다

반인의 선의로 행한 대가 없는 응급 처치가 실패한 경우 중대한 과

기관에서 진행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둘째, 조사기관은

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킨 바 있으며, 유

수련기관으로 응답자의 많은 수가 현재 전공의로 그들의 임상경험

타 주법(Utah code)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및 숙련도가 국내 의사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셋째, 응답자들이

대가 없이 시행한 응급 처치에 대하여 의사와 외과의사, 자연요법의

근무 중 설문지에 응답하는 경우 정확한 이해도가 결여되었을 가능

사(naturopathic physician), 치과의사 또는 치위생사, 등과 같은 의료

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기내에 국한되지 않은 의

17)

전문가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키기로 하였다. 또 외국의 연구에

료기관 외의 전반적인 환경에서 응급 환자 진료의 경험 및 참여를

서 보면 미항공우주의학협회 회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제한시켰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하여 의사를

에서 비행기 내 응급상황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가 자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실제 진료 참여를 주저하게 된다

신의 전문 진료 분야가 아니거나,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8)

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같은 해 항공의료지원법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을 제정해 의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요약

19)

없을 땐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의료
제공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의료 전문가들

연구배경: 응급상황에서 의사들의 개입은 환자의 결과에 큰 영향

이 응급상황에 나설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국제공

을 주는 요소이나 의사들의 전반적인 의료시설 밖에서 발생한 응급

항에서 1985년부터 1986년 사이 진행된 연구에서는 약 8% 승객들만

상황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또한 의사들의 응급 환자 진료의 참여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법이 제정된 이후인 2000년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도에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45%의 승객들이, 그리고 2009년도에

방법: 이 연구는 일개병원에서 일하는 150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는 80%가 넘는 승객인 의사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결과를 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응급 참여

20)

였다.

의향을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의

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국내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료기관 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 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는 법적인 책임의 부담이

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라는 결과가 나왔다.

을 사용하여, 교정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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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03명 중 52명(50.5%)은 향후 응급 상황에서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부담 때문이
라고 38명(73.1%)이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인 33명(63.5%)
은 ‘법적 책임 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응급환자 진료 참여에 필
요한 요소라고 답하였다. 향후 응급진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분석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없었다.

결론: 이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르며 응급상황에 불참을 택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의 부담이라
고 한다. 의사들에게 실제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응급상황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응
급의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해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
는 현실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중심단어: 의료사고; 응급 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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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regarding medical emergency
응답자의 인적사항
가. 성별
①남
②여
나. 나이(만 나이)

________________
다. 의사면허 발급 년도

________________
라.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공의
② 전문의
마. 당신의 소속과는 무엇입니까?

A. 교육수련부 인턴 [ ]
B. 내과 [ ]
C .소아과 [ ]
D. 피부과 [ ]
E. 정신과 [ ]
F. 재활의학과 [ ]
G. 핵의학과 [ ]
H. 방사선종양학과 [ ]
I. 영상의학과 [ ]
G. 병리과 [ ]
K. 일반외과 [ ]
L. 산부인과 [ ]
M. 성형외과 [ ]
N. 정형외과 [ ]
O. 신경외과 [ ]
P. 안과 [ ]
Q. 응급의학과 [ ]
R. 비뇨기과 [ ]
S. 가정의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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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이 아닌 곳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A. 예 [ ]->2,3번 문항으로
B. 아니오 [ ]
2. (1번 문항에서 ‘예’로 답한 경우) 진료에 참여 하셨습니까?
A. 예 [ ]
B. 아니오 [ ]-> 4번 문항으로
3. (1번 문항에서‘예’로 답한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A. 비행기 [ ]
B.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기차 등) [ ]
C. 공공시설(관공서, 역, 쇼핑시설 등) [ ]
D. 자연환경(산,강,바다 등) [ ]
E. 기타: __________________
4. (2번 문항에서‘아니오’로 답한 경우) 진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A.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에 자신이 없어서 [ ]
B.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있어서 [ ]
C. 다른 의사가 있어서 [ ]
D. 응급진료에 의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걱정되어서 [ ]
E. 응급진료를 시행할 장비가 없어서 [ ]
F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진료시 의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A. 선의의 응급 의료이고, 무상으로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 ]
B.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 ]
C.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사망에 대해서는 의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
D. 응급한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도 환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진료한 의사의 책임이다. [ ]
E.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응급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국내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 잘 알고 있다 [ ]
B. 조금 알고 있다 [ ]
C. 잘 모른다 [ ]
D. 전혀 모른다 [ ]
7. 다음은 응급의료에 대한 관련 법률들입니다. 읽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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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응급 환자의 진료참여를 독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예, 관련법규가 응급 시 진료를 독려한다고 생각합니다
B. 아니오, 관련법규가 응급 시 진료를 독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응급 환자 발생시 진료를 하시겠습니까?
A. 예 [ ]->9번 문항으로
B. 아니오 [ ]->10,11번 문항으로
9. (8번 문항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 어느 수준의 의료행위까지 시행하겠습니까? [ ]란에 체크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A. 병력청취(History taking) [ ]
B.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 ]
C. 인공호흡 [ ]
D. 흉부압박 [ ]
E. 제세동기 [ ]
F. 응급약물사용 [ ]
G. 봉합 [ ]
H. 탈구정복 [ ]
I. 기관절제술시행 [ ]
J. 기흉 바늘삽입 [ ]
K. 이송병원까지 동행 [ ]
10. (8번 문항에서‘아니오’로 답한 경우)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A. 응급 환자처치에 대한 경험 및 자신감의 결여 [ ]
B.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 [ ]
C.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결여 [ ]
D. 응급환자 진료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 [ ]
E.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8번 문항에서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어떠한 사항이 충족 시 의료행위를 하시겠습니까?
A. 법적인 책임의 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 [ ]
B. 의료행위에 합당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 [ ]
C. 개선사항에 상관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 ]
D. 응급환자처치에 대한 교육이 충분할 때 하겠다 [ ]
E.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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