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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응급
의료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학생 건강권의 핵심이며,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매년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현장 중심의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깊
은 고민과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핵심 인력인 보건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응급 처치 교육 자료가 부족했기에, 이번에 출간되는 매뉴얼은 학교에서 발생하
는 주요 응급 사례에 적용되는 처치의 기전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아우르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며, 공공기관 및 병·의원
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에 이번 매뉴얼 발간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관, 지역사회, 학교가 참여하여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학교 응급 사례 및 핵심 의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기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매뉴얼이 보건 선생님께서 더욱 전문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구축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 개발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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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일러두기
본 매뉴얼은 체계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구축과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실
무, 기본 심폐소생술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 건강 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
응하며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첫째, 중앙·지역·학교의 체계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안을 제시
하고,
둘째, 알레르기 및 선천적 질환의 응급처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며,
셋째,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특색과 여건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적절히 사용할 것을 제안
합니다. 아울러 본 매뉴얼은 주로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의 응급처치를 기술
했으므로 일상의 응급처치는 교과부(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2011)와 경기도교
육청(행복한 학교를 위한 보건실무 매뉴얼, 2015)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체육건강교육과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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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개요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미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경기 교육

비젼

사고 예방,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 빠른 회복의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목적

위급한 상황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보다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보건교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응급의료

개념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
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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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심폐소생술

생존사슬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5개의 연속
적인 응급처치 과정 (p.61 참고)

중앙 응급체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종합병원
▶ 지역 응급체계 :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시·군·구 소방서, 병·의원,
보건소
▶ 학교 응급체계 : 교육팀, 처치팀, 이송팀, 행정팀

▶

예방교육 : 심폐소생술 인증제, 보건교사 교육, 일반교사 교육
응급체계구축 : 단계별 구축, 시범 운영, 협의회 운영
▶ 상황대처 : 상황별 대처 술기, 유관기관 및 인력풀, 상황별 대처 사례
▶

틀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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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응급의료 관리체계

Ⅰ. 응급의료 개론

1. 목적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의 이송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개념
가.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응급의료 관리체계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전반적인 체계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
다.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TIP!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p.21 참고)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는 응급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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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급의료 개론

3.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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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응급의료 관리체계

Ⅱ. 학교 외 응급의료 관리체계 01

1. 목적
학교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학교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2. 흐름도

중앙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역 응급의료 관리체계

학교응급의료체계

지역응급의료체계

중앙응급의료체계

※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찾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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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외 응급의료 관리체계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체계

종합병원

경기도교육청
(중앙응급의료)

경기도청

경기도재난안전
본부

시·군·구청
(보건소)

시·군·구
재난안전본부
(119)

중앙응급의료
위원회

병·의원

지역교육지원청
(지역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
위원회

학교
(학교응급의료)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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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 응급의료 관리체계

목적

응급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교직원 생명보호

목표

중앙 응급체계로 응급정책 수립

·응급사고 현황 및 실태 조사
·응급체계 매뉴얼 구축

세부
내용

·협력전문기관과 연계한 응급체계 가동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키트 보급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교사 반드시 포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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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담당
•워크숍 개최
•학교 응급 사례 연간 보고서 발간
(각 급 학교 배부 및 교직원 연수)
•관련 연구 용역 및 TF팀 구성

경기도교육청

기획, 총괄

•학교장 및 교사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학교 보건교육과정 장학 지도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행사 개최
•보조 인력 지원 계획
•보건교육실 및 보건실 현대화 사업
•지역응급의료위원회-학교 사례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청 관계자 및

경기도청

연계, 지원

보건교사 반드시 포함)
•도내 병·의원 현황 자료 지원
•교사 응급처치 교육 지원
•필요 시 의료인 단체 연계
•학생 건강증진 동아리 체험 학습 지원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 사례공유, 학교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체험 학습 지원

생활지도 지원
•학교 응급 이송 현황 자료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종합병원

자문

•응급처치 자문 및 교육 지원

○○병원

자문

•응급처치 자문 및 교육 지원

나. 내용
1) 자문단 회의 실시
2) 매뉴얼 개발
3) 경기도 학교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TF팀 구성
4) 기타 경기도 학교 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학교, 학부모,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 참여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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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응급의료 관리체계
가. 목적
지역교육청 소속 경기교육 가족의 원활한 응급서비스와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
나. 구성
•자문단 :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소방서, ◯◯병원(지역 내 소속 병원), 초·중·고
보건교사, 학부모 대표, 기타 필요한 기관 또는 시민단체 대표
•실무단 : 교직 경력이 많은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멘토링)
다.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담당
•학교 응급체계 구축 업무 협약 실무
•워크숍 개최

◯◯교육지원청

기획, 총괄

•학교장 및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구 지원
•보건교육과정 장학 및 지도
•지역 내 주요 병·의원 현황도 제작 보급
•지역 내 병·의원 현황 자료 지원

◯◯시·군·구청

연계, 지원

•교사 응급처치 교육 지원
•필요시 의료인 단체 연계
•학생 건강증진 동아리 체험학습 지원

◯◯소방서

체험학습 지원

•지역 내 학생 병원 이송 현황 자료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병원
(지역 소속 병원)

자문

•응급처치 자문 및 교육 지원

라. 내용
1) 자문단 회의 실시
2) 지역 학교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TF팀 구성
3) 기타 경기도 학교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학교, 학부모,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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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학교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및 상설 위원회 구축(예시)

위원장
◯◯지역 교육장

부위원장
교수학습국(과)장
간사
교육지원청
보건담당

학부모대표
(초·중·고)

보건교사
(초·중·고)

소방서
현장 대응 팀

병·의원 대표

보건소

※ 지역교육지원청에 응급의료 전문가인 보건전문직(보건교사)이 필요함.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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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단체 업무 협약 및 상설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병원, ◯◯소방서, ◯◯교육청, ◯◯시 보건교사협의회, ◯◯시 개원의협의회, ◯◯보건소는
◯◯지역 학교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학교 응급 상황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응급체계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지역 응급환자 발생 현황 공유
2. ◯◯지역 학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3. 기타 ◯◯지역 학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지역학교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본 업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학교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지역 학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학교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생, 학부모, 의료인, 관련 기관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보건교사
위원은 초·중·고, 각 급별 1명 이상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인력 구성은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 학교 응급환자 발생 현황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④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지역 연간 초·중·고 학생 응급환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사례 조사
나. ◯◯지역 학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평가
다. 기타 ◯◯지역 학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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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교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1. 목적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 실정에 맞게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2. 응급환자 및 응급상황 판단 기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
 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
 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1.
응급증상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⑦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
 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2.
응급에
준하는
증상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
 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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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응급환자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 응급체계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 및 교직원의 사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응급체계를 말한다.
가. 기본계획 수립
각 학교의 장은 당해 연도 학교보건연간계획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적법하게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가 적법하게 수립·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응급환자 발생
최초발견자

• 접근 가능한 교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치
• 최초 발견자는 환자와 머무름
• 응급환자 여부 파악
• 보고받은 교사는 보건교사
(담임교사)에게 연락
• 환자상태 파악
• 119 Call
• 필요 시 심폐소생술 시행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관리체계 수행

• 교감 및 교장에게 보고
• 이송교사의 대체인력 및
행정절차 지원
• 행정실에 연락

• 병원 후송
• 사전보호자 요구 조사
• 담임 또는 보건교사 동행

• 이송교사 보고서 작성
• 출장신고서 작성
• 필요경비 신청서 작성
• 행정실 : 공제회보상 신청

TIP!

• 담임교사 : 보호자와 연락체계 구축
• 병원방문 & 환자상황 보고

심폐소생술(CPR)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자동제세동기(AED)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앙 현관에 비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따라 초5·6,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학교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3년마다 실시 (단, 보건교사,
체육교사(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포함), 스포츠 강사는 매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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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환자 처치 계획 및 대책반 구성
1)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시 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 등 학교실정에 맞게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2)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학교 내 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으며 분야별 역할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의 인력구성 현황 및 여건에 맞게 수립·운영한다.

총괄책임자
(학교장)

대책반장
(교감)

응급처치반

환자이송반

•보건교사

•이송담당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담임교사(학년부장)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를 담당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임교사는 병원이송 시 동행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교사는
이송 시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음)

행정지원반

•행정담당 직원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되는 치료비, 보상 등에
소요되는 행정적 지원

3)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이송 시 보건교사가 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실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가 보건실을 관리하도록 한다. 보건실 업무대행자는 보건실의 구조와 물품의 사용 및 기록
등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
4) 환자 이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다친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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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건실 업무대행자 지정
학교장은 학년 초에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를 담당할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분장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상황 예방 및 초기대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다. 응급환자 담당자별 세부업무
구분
상황

절차
및
업무
분담

의식장애ㆍ호흡곤란ㆍ약한 맥박ㆍ심정지ㆍ대
출혈ㆍ개방골절ㆍ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교장

•상황총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상황파악 및 지시ㆍ보고 등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대체 인력 배정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단순외상ㆍ단순골절ㆍ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교사
(담당교사)

•응급처치
•담임교사에게 통보
•병원 이송 시 동행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응급처치
•담임교사에게 통보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교사

•학부모 연락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환자 병원 이송
•치료 후 보상 안내

•학부모 연락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필요시 병원 이송
•관리자에게 사고 경위 보고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인권
(학년)
부장

•질서 및 생활지도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담당

•안전하게 병원 이송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담당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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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서식 p.105 참고)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병원이송을 위해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 교직원이 보호자와 협의 후 직접
•
이송할 수 있음
•병원이송교사는 사전 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호 후 사후에 출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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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CHECK, CALL, CARE)
응급환자 발생 시 CHECK(상황판단), CALL(도움요청), CARE(응급처치)의 단계로 응급처치를 시행함
1. 응급상황 여부 확인하기
☞ 일차적인 환자의 응급상태 파악

TIP

보건 담당교사 등 비 의료인 참고

❶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❷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 있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❸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❹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❺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❻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는 경우
❼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❽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이상인 경우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 의료체계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

C
H
E
C
K
!!

☞ 환자 수, 주변 위험물 파악, 처치할 수 있는 자원 파악
☞ 최초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하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보건업무 담당교사나
교직원에게 연락(응급인 경우 보고와 119 도움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2. 환자상태 파악하기
☞ 보건교사에게 즉시 연락하거나 학교 응급사고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업무 담당교사에게 연락
☞ 보건교사는 활력징후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사무분장 권한에 의거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지정, 업무 담당자는 환자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에 도움요청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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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구조 요청하기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19 도움요청

TIP

119 도움요청 (신고 시 요령)

❶ 위치
❷ 응급상황 내용 (심장발작, 사고 등)
❸ 도움이 필요한 환자 수
❹ 환자의 상태
❺ 환자에게 처치한 응급처치 내용 (심폐소생술 등)

C
A
L
L
!!

❻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 (“끊어도 되겠습니까?”)
•응급의료원이 더 이상의 지시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화를 유지함. 통화를 마친 후에는 119 도착 전까
지 휴대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응급이송, 응급처치 지도, 응급이송 지도, 질병상담 병원 안내는 119

4.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 응급환자 발견, 보고체계, 환자관리, 담당자 역할관리 및 보호자 연락 등 응급환자 관리체계 지침을 준수하여
응급처치와 관리를 수행
☞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긴급 이송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 「공무원연금법」 제34
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5.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름(척추손상
등 중증의 부상자는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이동은 삼가)
C
A
R
E
!!

6. 응급처치 시행하기
☞ 비 의료인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이는 추후 문제발생 시 응급처치에 따른 수행에 대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증빙
자료를 요구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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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19에 응급구조 차량 이송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❶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
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단,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환자를 일반차량으로
이송하여도 상태가 악화되거나 119구급차에 비해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❷ 병원 이송 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❸ 이송 도중 계속적인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❹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❺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119에 전화 문의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알리고 당해 학교 이송지침에 의거 이송 조치

C
A
R
E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빠른 이송이 필요한 경우 최소 2명 이상 동행

7.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및 증상에 따라 학교 협약 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
☞학
 교 자체 처치 : 간단한 상해는 보건실 방문·귀가조치, 장시간 안정을 요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 조치

8.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6하 원칙에 따라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ㆍ보관
※ 응급환자 기록지는 최소한 당해 연도 보관 필요

TIP!

응급이송차량 지정
응급이송차량을 학교장이 명하며, 차량 우측 앞 유리에 ‘응급이송차량’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며,
응급이송 지정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

TIP!

응급 이송을 위한 콜택시 이용
•119 구급차가 아닌 교직원이 직접 학생을 이송할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응급 이송비를 예산으로
미리 책정
•콜택시 영수증을 근거로 이송비를 지급하는 방안 고려
•지역 내 콜택시 연락처 사전 파악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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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1. 당뇨병성 쇼크
가. 당뇨병이란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자라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나. 혈당 조절 기전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액 내 포도당을 조절한다.
① 음식물의 섭취로 혈액 내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포도당이 체세포(근세포, 지방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골격근과 간세포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여 혈중 포도당을 감소시킨다.
② 반대로 혈액 내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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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병의 종류
제1형 당뇨병

종류
과거의
명칭

인슐린 의존형, 소아형

제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 성인형
•인슐린 분비저하 :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혈당을
낮추거나 신체에너지 필요량을 맞추기에 충분하지

기전

•췌장의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에 의해 발생

않는 것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

원인

•자가면역

•유전

•원인불명

•환경적 요인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기타 : 수술, 감염, 약물복용 등

발생
연령
발생률

주로 소아에서 갑자기 발생

주로 40세 이후 중년기에 서서히 발생

제1형, 제2형 당뇨병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1~2%

85~95%

•당뇨병의 3대 증상
다음(polydipsia),
다식(polyphagia),
증상

다뇨(polyuria)
•체중감소, 갑자기 흐려진 시야, 피부 가려움증,
피로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음, 발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등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치료
방법

•식사, 운동요법
•인슐린 주사 반드시 필요

•식사, 운동요법이 매우 중요
•경구용 혈당강하제 사용
•필요 시 인슐린 주사

※ 인슐린

주사는 학생의 건강상태(컨디션, 식사량, 활동량 등)에 따라 투여랑 조절이 필요하므로 자가 주사가
원칙임.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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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뇨병 응급처치
저혈당 혼수
1) 원인
소량의 음식섭취, 과량의 인슐린, 과도한 신체활동 등으로 혈당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
2) 증상
•혈당 측정 시 성인 70mg/dl, 소아 60mg/dl 미만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남
•특징적으로 식은땀과 빈맥을 동반한 의식저하가 있음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신경질, 공격적, 오심, 구토, 배고픔, 의식저하
•갈증, 배뇨는 정상
3) 응급처치
•저혈당이 의심되면 혈당을 측정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처치한다.

인슐린 반응을 위한 15법칙
① 환자에게 15g의 탄수화물(당)을 준다.
② 15분을 기다린다.
③ 혈당측정 80mg/dl 미만인 경우, 다시 15g의 당을 준다.
④ 15분을 기다려 호전이 안 되면 병원으로 이송한다.
⑤ 80mg/dl이상이어도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아 있으면 다시 15g의 당을 준다.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기도를 유지하고 구토 시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TIP!

당 15g의 기준

포도쥬스
반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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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당 캔디 이용 (포도당 95%) / 약국에서 판매

사과/오렌지쥬스
2/3컵

우유
1.5컵

비스켓
6조각

사탕
5~6개

설탕
어른 숟가락
하나 가득

Ⅰ.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고혈당성 쇼크(당뇨성 혼수)
1) 원인
불충분한 인슐린, 과식, 수술, 질병, 스트레스 등으로 혈액 내 너무 많은 당이 있는 상태
2) 증상
•혈당 측정 시 300mg/dl 이상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남
•특징적으로 심한 갈증, 잦은 소변이 있음
•붉고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졸림, 구토, 힘든 호흡, 복부통증, 의식저하
•케톤산증 발생 시 Kussmaul's호흡(빠르고 깊은 호흡, 과일 향)이 나타남
3) 응급처치
•고혈당이 의심되면 혈당을 측정한다.
•자가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가 주사 하도록 한다.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기도를 유지하고 구토 시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TIP!

당뇨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
소아당뇨를 포함한 인슐린 의존형 당뇨에서 인슐린 요법(주사 또는 펌프, 인공췌장)을 시행하고 나서
한동안 췌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남아있는 베타세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혈당치로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33

제2장. 응급처치 실무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

【당뇨병 응급처치 흐름도 : 혈당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NO

NO

환자가 의식이
있는가?

•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 기도유지(구토 시 옆으로
돌려 눕힌다.

YES

고혈당 혼수와 저혈당
쇼크를 구별 할 수 있는가?

YES

• 확신이 들지 않으면
당을 준다.

NO

환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이는가?

YES

고혈당 증상이 있다.

• 의식이 있다

1) 의식이 있고 인슐린 자가
주사가 있으면 주사한다.
2) 증상이 호전되었어도
상태에 따라 병원검진을
받도록 한다.

<인슐린 반응을 위한 15법칙>
1) 15g의 당을 준다.
2) 15분을 기다린다.
3) 호전이 없으면, 다시 15g의
당을 준다.
4) 15분을 기다려 호전이 없으면
병원으로 이송한다.

• 의식이 없으면 119 신고,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 기도유지 (구토 시 옆으로 돌려 눕힌다.)

119를 이용하여 신속히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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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환기 증후군
과다 호흡 시 동맥혈 CO2 농도(정상: 37-43mmHg)의 미세한 증가를 감지한 몸 속 수용체가 응급상황
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대뇌로 보내고 신체는 질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 최대한 열심히 호흡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반응은 역으로 동맥혈의 CO2 농도가 급감하고 혈액의 pH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환자는 더욱 답답해하고 심하면 흥분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과다환기증후군이라고 한다.
【 과다환기 증후군의 원리 】

가. 원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며, 불안, 흥분, 긴장 등
•신체적 원인으로 폐질환, 심장질환, 저산소증, 대사성 산증, 발열, 패혈증 등
•일부 약물(아스피린과 같은 계열의 소염진통제, 베타 항진제 등)
나. 증상
•호흡기계
- 호흡의 욕구가 증가되어 호흡량이 과도하게 증가
- 수 분 이내 호흡이 빨라지고 어지러움, 시력장애, 의식저하, 심하면 실신함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대사성 산증이 공존하는 상태)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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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호흡이 끝난 후에는 낮은 혈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으로 호흡이 감소하기도 함
•몸의 과도한 알칼리화(알칼리증)에 따른 증상
- 전해질 불균형으로 어지러움, 팔 다리 감각 이상, 손발 경련, 근력 저하, 마비되는 느낌
- 발작 지속 시 알칼리화 되어 심박동 불규칙하여 부정맥 발생, 심장혈관 수축으로 심근허혈증상
(흉통) 발생
- 알칼리증에 대한 뇌혈관 수축으로 어지러움, 시각 이상, 실신, 경련 등이 나타남

과다환기 증후군
임상양상
•가슴 답답함에 이은
호흡수 증가
•흥분
•실신

연관되는 조건
•불안장애
•전환장애

다. 응급처치
•최근 불안증, 질환, 약물 과다 복용 유무 등을 확인한다.
•빈 호흡 유무, 구강 주위나 손, 발의 무감각 및 저림, 경련 등을 사정한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적셔주고, 절대로 마시지 않도록 한다.
•산소포화도 감시- 1
 회용 산소나 비삽입관으로 2L/min 정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가 90% 이하인 경우 안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6L/min 이상의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가 없다면 교사가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학생이 따라하도록 유도한다.
•호전되지 않으면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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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비닐봉투나 종이봉투를 이용한 재호흡 요법은 이산화탄소 증가보다는 혈중 산소분압의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산소를 공급하며 사용한다.

TIP!

산소포화도측정기(SpO2) (pulse oxymetry를 이용한 Oxygen Saturation)
•정의 : 전체 혈색소 중에서 산소로 포함되어 있는 혈색소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 : 센서를 통해 손가락 혈관을 통과한 적외선과 빨간색 빛이 동시에
방출되어,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은 적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가 포함 안 된 헤모글로빈은 빨간색 빛을 더 많이 흡수하는데 이
흡수 차이를 통해 측정
•적용 : 빈혈로 쓰러진 학생, 격렬한 스포츠 후 호흡곤란 학생, 천식환자 등
•정상 범위 : 성인 95% 이상, 어린이 92% 이상, 90% 이하는 산소공급 필요
(수치와 상관없이 호흡곤란 증상 및 징후가 있을 시 산소공급 필요)
•사용법 : 손등을 위쪽으로 손가락 넣기 / 전원버튼 누르면 산소포화도와 맥박이 측정됨
•주의 :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면 측정오류 가능, 배터리 상태 주기적 점검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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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성 기도 폐쇄질환으로 기도의 과민성 증가, 기관지 경련, 점액마개 형성,
기도점막의 부종으로 호기 시 천명음, 호흡곤란, 발작적인 기침을 동반하는 기도폐쇄 질환이다.

〔천식의 원리〕

천식환자의 기도 내 염증은 기도의 과민감성과 증상을 유발한다.
• 알레르기원
• 민감성 물질

• 바이러스
• 공기오염

염증

기도 과민감성

만성 호산구성 기관지염

증상
• 기침
• 흉부 압박감
• 천명음
•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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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인자
• 알레르기원
• 대기오염 물질
• 미립자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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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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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인(악화와 유발인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나타남
•알레르기원(먼지, 공해물질, 진드기, 곰팡이 등), 운동, 호흡기 감염, 약물 및 음식, 심리적 스트레스 등

천식유발요인
•호흡성 알레르기원
(먼지, 꽃가루)
•호흡자극

기관지 수축
•스트레스
•신체내 자극
•음식

나. 특징
•천명음
- 쌕쌕거림 없이도 나타남
- 반복적이고 호흡이 어려움
- 매우 심하면 호흡음이 들리지 않음
•기침
- 밤에 악화됨
- 반복되는 가슴 답답함
- 밤에 깨어 있을 때 발생 또는 악화됨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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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상(악화의 정도에 따른)
경증

증
상

중등증

중증

호흡곤란

걸을 때

말할 때

휴식 시

자세

누울 수 있음

앉는 것이 편함

바로 앉아야 함

말하기

긴 문장

짧은 문장

단어

의식상태

초조할 수 있음

계속 초조

계속 초조

호흡수

증가

증가

대개〉30회/분

천식지속상태

혼미한 상태

모순운동
보조근육사용
징
후

(흉골상부 함입)

거의 없음

흔히 있음

대부분 있음

정상호흡에 비해
반대로 움직임)

천명음

약간, 대개 호기 말

크게 들림, 호기

크게 들림, 호기

없음

맥박 수

〈100회/분

100∼120회/분

>120회/분

서맥

라. 응급상황이란?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걸을 때 호흡이 곤란한 경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의 효과가 없을 경우
•숨이 차서 말하기가 어려울 경우
•호흡수, 맥박수가 증가할 경우
•숨 쉴 때 쌕쌕거림이 심해질 경우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질 경우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 3시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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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치

【경기도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TIP!

경기도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http://www.e-allergy.org/)
에 천식, 아나필락시스 등 많은
응급처치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음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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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환자 관리 흐름도】
• 학생을 앉히고 증상의 정도를 평가한다.
• 편안하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한다.

NO

속효성 증상 완화제가 있나요?
YES

• 심한 호흡곤란
• 입술에 청색증
• 상황이 걱정스러울 때

• 기관지 확장제를 가볍게 3~4회 흔들기
• 스페이서에 끼운 후, 먼저 숨을 내쉬고 약물통을
세게 누르면서 약을 천천히 들여 마심
• 약 3~5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쉼

완화

• 치료를 중단
• 관찰
• 응급연락(담임, 부모)
• 학생과 함께 있기

1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의 과정 반복
악화
• 즉시 119연락, 천식발작 알림
• 산소투여
• 학생 상태 지속적 관찰

TIP!

•기관지 확장제(벤톨린, 브리키닐, 아트로벤트 등)는 천식의 호흡곤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약이다.
•천식이 심한 학생은 기관지 확장제를 항상 소지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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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한번
더 흡입
• 병원도착 후 환자상황, 약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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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페이서(흡입보조기구) 사용법

스페이서(흡입보조기구) 사용법
■

올바른 사용 방법·1

흡입기를 위아래로 3~4회 흔든 후,
스페이서의 연결링 홀에 끼웁니다.
흡입기를 한 번 눌러 약물을 스페이서에 채웁니다.

3~4회
흔들어 줌

■

■

올바른 사용 방법·3

■

4~5회 정상호흡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크게 들여 마십니다.
마스크 형태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5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쉬도록 합니다.
1회 2번으로 처방 받았을 경우 1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스페이서 관리방법

스페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를 풀어 5분 가량 담궈 놓습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2

··마스크 형태의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기구를 코와 입을 포함하여 얼굴에
밀착시킵니다.
··마스크 형태의 스페이서가 아닌 경우 :
마우스피스를 입으로 물게 합니다.

흐르는 물에 2~3회 가량 헹군 후, 통풍이 잘
되는 음지에서 자연건조시켜 사용합니다.
※ 스페이서 내부를 문질러서 닦지 않습니다.
정전기가 발생되어 약물이 스페이서 벽에
붙게 됩니다.

【경기도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 관리지도
-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기한 및 잔여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흡입기에 적합한 큰 부피의 스페이서(흡입보조기)를 사용한다.
- 흡입기 사용 및 천식 발작 시 대처요령을 지도한다.
- 스페이서는 사용 후 기구를 세척하여 관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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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련
경련은 통제할 수 없는 근육 운동을 유발하는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일어난다.
【 경련의 발생기전 】

뇌의
전기적 활성도

뉴런

비정상적인 전기적
사인

가. 증상
1) 초기 : 호흡 곤란, 타액 분비, 청색증, 혀 깨물기, 심박 증가, 혈압 증가, 동공 산대 등
2) 후기 : 무
 반응, 근육 이완, 과도한 침 흘림, 요실금, 배변, 두통, 피로, 근육통, 혈당 상승, 언어 능력
상실(근육의 강직이나 떨림 없이 의식만 소실되고 오히려 근 긴장도가 쳐지는 형태의 경련도
있음)
3) 모든 시기에서 의식 저하 및 의식 소실이 동반되기도 함
4) 경련 발작 시 관찰 사항
•안구의 위치 (좌, 우 편위 여부)
•편측성인가 양측성인가? (편측성은 좌, 우 여부 확인)
•지속시간
•기타 확인 사항 : 신체 상황(발열, 흥분, 과로 등), 생활 장면(입욕, 음주 등), 기타(빛, 소리, TV 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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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처치
대발작
•근육경련, 얕은 호흡, 일시적인 호흡 정지
증상

•방광이나 장 통제 상실 후 갑자기 울고 쓰러지거나
뻣뻣해짐(수 분간 지속)

소발작
•몇 초간 응시
•빨리 눈을 깜빡이거나 씹는 행동을 함

•의식이 돌아온 후 수면, 피로가 올 수 있음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넥타이나 셔츠
칼라를 풀어준다.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이 돌아오면 안심시킨다.
응급
처치

•단순발작은 대부분 5분 이내에 멈춘다.
•최초의 발작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5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은 구급차를 부른다.

•경련하는 자세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며, 주변을 정리한다.
•발작 중일 때에는 입 안에 설압자나 기도기 강제 삽입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투여한다.

다. 유의 사항
1) 경련이 진행 중인 환자의 입으로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다.
2) 경련이 진행 중인 환자는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 물질을 제거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경련 증상이 있는 학생은 교실 자리 배치 시 맨 뒤에 앉히지 않는다.(넘어져 뇌손상 우려)
4) 경련이 끝나더라도 반복적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비 발작성 경련이
지속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응급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TIP!

학생 및 교사 사전 지도
발작 후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학생들에게 질병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45

제2장. 응급처치 실무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

【 경련 환자 관리 흐름도 】

경 련

• 환자 머리에 쿠션을 댄다.
• 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정리한다.
• 환자 목 주위의 꽉 끼는 옷을 풀어 준다.
• 환자를 제지하지 않는다.
• 환자 치아 사이에 어떤 것도 넣지 않는다.
• 질식의 위험시 환자를 옆으로 눕힌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가?

NO

1. 뇌전증 환자가 아닌 경우
2.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될 때
3. 느린 회복
4. 환자가 임신부인 경우
5. 손상이 있을 때
6. 최초 발작의 경우

• 환자를 안정시킨다.
• 의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TIP!

YES

병원치료를 받게 한다.

•경련 시 안구의 위치와 발작 양상에 따라 뇌손상 부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용어 변경
‘간질’ → ‘뇌전증’, ‘간질발작’ →‘뇌전증 발작’ ‘간질 장애인’→‘뇌전증 장애인’으로 변경
(의료계는 2010년 용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간질의 공식명칭을 뇌전증으로 고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진단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면서 지정 감염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순화작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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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섭취하거나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내부 장기는 물론 호흡기까지 부어올라 심한 경우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다.

【 아나필락시스의 증상 】

의식 상실

두드러기

혀의 종창 및 연하불가능

인후조직의 빠른 종창

가. 원인
50% 이상이 과거에 다음과 같은 원인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비염, 천식, 혈관부종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음식 : 계란, 메밀, 땅콩 등의 견과류, 새우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
2) 약물 : 페니실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조영제
3)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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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상
•홍조, 가려움 또는 화끈거림(작열감)- 특히 얼굴과 가슴 윗부분
피 부

•인체에 넓게 퍼지는 두드러기
•부기(부종), 특히 얼굴, 혀 및 입술
•청색증

순환 계통

•약한 맥박(거의 촉진되지 않을 수 있음)
•어지러움(현기증), 실신
•재채기 또는 콧구멍의 가려움
•지속적인 마른기침과 가슴의 답답함

호흡 계통

•호흡곤란
•쌕쌕거림(호흡 시 날숨을 힘들게 내쉼)
•호흡정지

소화기

•복통, 구토, 설사

전 신

•불안감, 죽을 것 같은 느낌, 의식소실

다. 진단 기준(다음 중 한 가지 이상)
1) 피부나 점막 소견과 호흡장애나 저혈압 동반
2) 다음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① 피부나 점막 소견
② 호흡 장애
③ 저혈압
④ 소화기 증상
3)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저혈압 발생
라. 응급처치
1) 기도를 유지하고 고농도산소를 투여한다.(비 삽입관 6L/min, 마스크 10L/min)
2)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혈압이 낮을 경우 다리를 올려준다.
3) 휴대용 산소를 부착한 채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다.
마. 유의 사항
1) 환자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 원인이 있다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학생이 에피펜(젝스트)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가 주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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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바. 생활에서 주의할 점

02

학교에서
①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 체육교사, 영양사(교사)에게
아나필락시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하여 미리 알립니다.
② 식사나 간식 후, 운동 후, 약물 복용 후, 벌이나 곤충에 쏘인 후
아나필락시스가 잘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합니다.
③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의원을 미리 파악하여 응급 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야외에서
①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성묘나 야외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② 소매가 있는 옷을 입도록 하며, 향수, 강한 향의 스프레이나 밝은 옷은
벌레들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여행을 할 때
① 여행계획을 전문의와 상담합니다.
②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약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③ 이동 중(비행기, 자동차) 사용할 약물을 휴대합니다.
④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 미리 알립니다.
⑤ 목적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을 미리 알아둡니다.
약물을 투여할 때
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약물의 이름을 메모해 놓고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미리 알립니다.
② 새로운 약물,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때는 성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밖의 대비책
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은 원인물질, 응급처치법이 표기된
카드나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에피네프린을 미리 준비하여 아나필락시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주사하도록 합니다.

02 참고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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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쇼크) 예방 대책 】 03

주 의
1.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파악합니다.
2. 응급 대처법을 숙지합니다.

회 피
1.
2.
3.
4.

원인물질을 피합니다.
조리기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교차반응 가능성이 있는 유발물질을 피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아나필락시스 환자임을 알려줍니다.

조 치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1. 119에 연락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2.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속히 근육주사합니다.

03 자료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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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보호(양호)자 관리 점검표(예시)

요보호(양호)자 질환의 악화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질환관리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하고, 보건교사는 조절 상태를 평소에 관찰하고 악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점검표와 대응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요보호(양호)자 관리 점검표는 학생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작성한 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천식 요보호(양호)자 점검표
학생이름/학년 :

주치의 :

점검일 :

주치의 전화번호 :

병원/응급의료기관 번호 :

.

.

보호자 연락처 :

항염제 포함된 장기 약물 매일 투약
<정상 활동함>

안
심

 기침, 쌕쌕거림, 가슴답답함이나
언제라도 호흡곤란 없음.
 모든 활동 가능함

투약 약물은?

사용량은?

언제 쓰나?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천식 악화되는 중>

주
의

 기침, 쌕쌕거림,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우선처치 사항!
약물 추가 : 평소 약물에 응급 약물 추가(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수면 중 깸

안심단계에 머무는 지 지속 관찰

 일상 활동 일부만 가능
<응급 상황>

위
험

 심한 호흡곤란 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연락

 추가 약물 효과 없거나

응급의료기관 방문 또는 119 신고

 일상 활동 불가능하거나
호흡곤란으로 걷기와 말하기 힘들고
위험 소견

입술과 손끝에 청색증 나타나면
즉시 구급차/응급의료기관

번호로 연락

<출처: http://nhlbi.nih.gov/healthy/public/lung/asthma/asthma_actplan.htm,
천식행동계획(Written asthma action plan by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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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히 주의할 천식 환아
(by Werner HA, Status asthmaticus in children: a review. Chest 119: 1913. 2001)
◎ 치료 인자
1) 이전에 증상 악화 병력
- 돌발적이고 급격히 악화된 병력
- 호흡 부전 발생 병력
- 의식 소실이나 경련
2) 음식으로 유발된 병력
◎ 정신사회적 인자
1)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도를 부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2) 우울증이나 정신병력
3) 치료제 복용에 순응도 낮거나 건강관리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4) 제대로 된 가족의 지지가 없는 경우
5) 생활-경제적 취약계층

참고할 전자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http://www.atopyinfocenter.co.kr/home/index.asp)
- 일반적인 천식, 아토피 정보와 천식 지수 확인할 수 있음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http://www.kaaf.org/)
- 약제의 올바른 사용법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고, 천식조절점수로 조절 상태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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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요보호(양호)자 점검표
학생이름/학년 :

주치의 :

점검일 :

주치의 전화번호 :

병원/응급의료기관 번호 :

.

.

보호자 연락처 :

일반
관리

1. 적절한 식단과 식이요법 교육이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2. 규칙적인 자가 혈당 측정이 가능한가?

예 아니오

3. 인슐린이나 경구 치료제를 처방대로 따르는가?

예 아니오

4. 체중 조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가?

예 아니오

5. 금연, 청결 등 악화인자를 제대로 관리하는가?

예 아니오

6.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가?

예 아니오

7.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인식표(당뇨 팔찌 등)를 장착하고 일반적
관리 지침을 따르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8. 고혈당 응급 증상을 잘 알고 있는가?
(빈뇨, 갈증, 어지럼, 두통, 구역, 구토, 복통, 흐려 보임, 졸음증)
9. 저혈당 응급 증상을 잘 알고 있는가?
(피로감, 두통, 졸림, 배고픔, 불안초조, 예민함, 손 떨림, 창백,

예 아니오

축축한 피부, 시야장애, 의식소실)
10. 저혈당 응급 증상이 발생하면 학생과 가족은 자가 치료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 (금기, 혈당보충법, 신고하기, 연락처 숙지)
당뇨
학생
관리
지침
알림

1. 2-3시간마다 먹을 수 있게 배려

예 아니오

2. 학교 급식에서 특별관리

예 아니오

3. 언제라도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출입 허용

예 아니오

4. 교사의 등록 학생 주기적 점검을 명시

예 아니오

5. 혈당측정기, 검침바늘, 인슐린 주사제 비치 안내

예 아니오

6. 체육, 캠핑, 학교 외부 활동 전 준비/주의사항 고지

예 아니오

1. 혈당 측정
2. 경구혈당제
전문
관리

예 아니오

3. 인슐린

혈당:

,

공복 점심 전 식사 후 증상 있을 때 활동 전












(약제 변경, 증량, 감량 여부 확인)

4. 활동 정도

 격렬한 활동 가능  일상 활동 가능  제한적 활동

5. 병력

 최근 응급 진료  합병증 치료

 정기 진료만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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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창백 두통 졸림
경증 증상
저혈당
관리
(70 mg%
이하)

배고픔

당 공급
10분 관찰 후 반복하거나
탄수화물 공급

초조 발한 예민함
손떨림
혈당:
중증 증상

서지 못함 삼키지 못함
시야 이상 의식장애, 경련

15분 후 혈당:
먹거나 마실 수 있으면
의식 없으면
호출:
인슐린 투여: 예 아니오
투여량 적절: 예 아니오

고혈당
관리
(126140 mg%
이상)

혈당:
증상

빈뇨 갈증 피로감
구역 구토 복통
흥분 의식장애

고열량 음식: 예 아니오
질병 발생:
섭취 제한하지 말 것
물 많이 마시게 하기
보호자 연락/응급 호출/이송:
:

참고할 전자정보 주소
•diabetes australiavic
: http://www.diabetesvic.org.au/type-1-diabetes/children-a-adolescents/diabetes-and-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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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련성질환 요보호(양호)자 점검표
학생이름/학년 :

주치의 :

점검일 :

주치의 전화번호 :

병원/응급의료기관 번호 :

.

.

보호자 연락처 :
복용 약제 : 



경련 유형

경련 정보





경련지속 시간

발작 중 산소포화도:

%,

빈도

%,

기술

%

경련 유발인자 또는 전조 소견:
경련 후 학생의 반응:
경련 유형 ▣국소성 단순성 부분발작 복합성 부분발작
▣전신성 간대성 강직성 소발작 근간대성 강직성 무긴장성

경련 학생 기본 처치 사항:
•침착하게 시간 관찰

기본
처치

안전 확보 안심시키기

•안전 확보 조치

주의 관찰

•묶거나 고정하지 않음

기타 기본 처치 사항:

•입에 아무것도 물리지 않음
•학생 곁에서 회복까지 관찰

경련 후 학생은 계속 학교에 있었나?

•경과 기록

예 아니오

간대성 강직성 발작 조치:

사유

•머리 보호
•호흡관찰/산소공급
•한쪽 옆으로 돌려 눕히기

연락:
보건 교사 119 보호자 의료진 연락

응급의료기관 의뢰 사유 (응급의료센터 의뢰를 고려해야 하는 경련 형태)
이송
조치

간대성 강직성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었다.
의식 회복 되지 않은 채 반복 경련했다.
다쳤거나 당뇨를 앓고 있었다.
첫 발작이다.
호흡곤란/저산소증이 나타났다. SpO2:

%

물속에서 경련한 경우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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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관리

제2장. 응급처치 실무

1.약제부작용

없다 있다:

2.약물 순응도

적절 낮다:

3.질환 이해도

이해 부족:

4. 활동 정도

 격렬한 활동 가능  일상 활동 가능  제한적 활동

5. 병력

 최근 응급 진료  합병증 치료

 정기 진료만

뇌심부자극술 뇌량절제술
6. 특수치료

식이 요법:
조작반응성 바이오피드백
대안치료:

TIP!

경련 유형
•국소성 : 단순성부분발작과 복합성부분발작의 차이점은 발작 당시에 의식소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름
•전신성, 간대성 강직성(대발작) : 근긴장수축이 진행되다가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발작
•전신성, 소발작 : 발작 전에 하던 행동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멍하니 바라보거나 고개를 약간
돌리거나 눈이 약간 위로 올라가거나하는 모양을 취함
•전신성, 근간대성 : 사지나 몸통근육이 갑작스럽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경축을 일으킴 수의근의
수축과 이완이 급속하고 불수의로 반복하는 발작
•전신성, 강직성 : 장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련
•전신성, 무긴장성 :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며 정신을 잃고 푹 쓰러지는 것

참고할 전자정보 주소
•EPILEPSY FOUNDATION, Seizure Action Plan
: http://www.epilepsy.com/sites/core/files/atoms/files/seizure-action-plan-pdf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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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보호(양호)자 관리 점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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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 소생술
Ⅰ. 심폐소생술
Ⅱ. 자동제세동기
Ⅲ.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1. 질의응답
2. 수업 지도안(예시)
3. 심폐소생술 인증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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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 소생술

기본 심폐소생술
순서 : 가슴압박(C)→기도유지(A)→인공호흡(B)
심정지 및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 119신고와 자동제세동기 요청
발생장소와 상황, 환자 수와 상태 등 신고,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다면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보
건
의
료
인
구
조
자

☞ 맥박과 호흡 확인
10초 이내에 맥박과 무호흡(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인

☞ 심폐소생술 시작
·압박위치:가슴뼈 아래쪽 1/2

·가슴압박:인공호흡의비율-30:2

·압박속도:분당100∼120회

·압박깊이:성인약5cm, 소아4∼5cm, 영아 4cm

☞ 기도유지와 인공호흡
머리 기울임-턱들어올리기(경추 손상 의심시 턱밀어올리기)
가슴상승이 보일 정도로 1초씩 2회, 일회호흡량-500∼600ml(성인)

심
폐
소
생
술

☞ 자동제세동기
전원 켜기 → 2개의 패드 부착 → 심장리듬분석 → 제세동 시행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AED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 시행)

☞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 119신고와 자동제세동기 요청
일
반
인
구
조
자

발생장소와 상황, 환자 수와 상태 등 신고, 자동제세동기(AED)가 있다면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심정지 호흡)확인
☞ 가슴압박소생술 시작
·압박위치:가슴뼈 아래쪽 1/2

·가슴압박:인공호흡의비율-30:2

·압박속도:분당100∼120회

·압박깊이:성인약5cm, 소아4∼5cm, 영아 4cm

☞ 자동심장충격기
전원 켜기 → 2개의 패드 부착 → 심장리듬분석 → 제세동 시행 → 즉시 가슴압박소생술 다시
시행(AED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 시행)

복부 밀어내기
기도폐쇄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 사이에 처치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몸을 지탱한다.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처치자의 한쪽 손을 말아 쥐고 환자의 검상돌기와 배꼽의 중간에 댄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상복부를 후상방향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

※기본소생술은 개정된『2015 심폐소생술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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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Ⅰ.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 개정된 심폐소생술의 주요내용(2015 심폐소생술 표준 가이드라인)
•일반인 신고 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로 심폐소생술 시행 지도
- 2011 지침 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 삭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은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만 실시
-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는 것이 가슴압박 소생술임
- 일반인은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가슴압박 소생술만 실시하도록
강조
- 적용금지 : 호흡 정지, 익수 등에 의한 심정지는 반드시 인공호흡을 병행해야 함
•가슴압박의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cm 넘지 말 것)
•속도는 성인과 소아 모두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중단 시 10초 이내로 최소화 강조
가. 용어의 변경
1) 기도유지 방법 : 머리 젖히고 턱 들기 →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
2) 일반인에게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교육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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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본 소생술

나. 기본 소생술 변경 내용 비교
생존사슬 순서

2011지침

2015지침

기본소생술 순서

가습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C-A-B)

가습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C-A-B)

119전화 우선

119전화 우선

응급의료체계연락 심폐소생술 시작순서

•의료종사자: 10초 이내에 맥박 확인
심정지 확인

•일반인 : 무반응,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 확인

응급전화상담요원의 역할
심폐소생술
가슴압박의 위치

고품질 심폐소생술 강조

가슴의 중앙, 흉골의 아래쪽 절반

가슴뼈의 아래쪽 1/2

(소아) 가슴깊이의 1/3(5cm)

분당 최소 100회, 120회 이하

(성인) 약 5cm
(소아) 가슴두께의

최소 1/3이상
(4~5cm)
(영아) 가슴두께의 최소 1/3이상(4cm)
분당 100～120회

30 : 2

30 : 2

(소아에서 의료종사자 2인 구조 시 15:2)

(소아에서 보건의료인 2인 구조 시 15:2)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할 수

일반인 구조자(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없는 일반인 구조자

구조자는 인공호흡 시행)

인공호흡

입-입 인공호흡

입-입 인공호흡

기도유지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

복부 밀어내기(성인, 소아)

복부 밀어내기(성인, 소아)

등 두드리기-가슴 밀어내기(영아)

등 두드리기-가슴 밀어내기(영아)

음성지시에 따라 제세동 쇼크를 한 후

음성지시에 따라 제세동 쇼크를 한 후

즉시 가슴압박

즉시 가슴압박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

가슴압박소생술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일반인에 의한
제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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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호흡 확인

고품질 심폐소생술 강조

(영아) 가슴깊이의 1/3(4cm)

가슴압박 속도

호흡을 동시에 확인
•일반인 : 무반응,

무호흡 또는

심정지 확인,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지도

(성인) 5cm 이상(최대6cm)
가슴압박의 깊이

•보건의료인 : 10초

이내에 맥박과

경기도 교육청

Ⅰ.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 심정지와 생존사슬
가. 심정지 :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차단되어 심장의 펌프기능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생존사슬 :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5개의 과정이 사슬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심정지 예방

신속한 심정지
확인 및 신고

생존사슬 순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과정별 기억할 점

참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심장정지가
•
심정지 예방

발생하는 전조 증상, 심장정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 강조
•

교육 실시

신속한 심정지 확인
및 신고

심정지 확인 : 무의식,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없음
•
자발적인 움직임 없음

우선 신고

119 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

목격자에 의한 실시
•

가슴압박 소생술 : 가슴압박만 실시
•
신속한 심폐소생술

양질의 심폐소생술 실시 : 압박깊이 5cm (최대6cm),
•
속도 분당 100∼120회, 중단의 최소화(10초 이내),
강하게 규칙적으로 실시

2:흉골 왼쪽유두와 가운데 겨드랑이선이 만나는 부위)→
심장리듬분석→제세동 시행→중단 없이 심폐소생술 시작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고
•

효과적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정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함

응급의료상담원지시에
•
의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음성 지시에
•
따라 행동
약물투여로 확보,
•
혈관수축제, 항부정맥제

저체온 치료,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
•
경련발작진단 및 치료 등이 포함된 통합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이송

중요함

(Dispatcher CPR)

전원 켜기→2개의 패드부착(패드1:우측 쇄골아래, 패드
•
신속한 제세동

반응이 없는 경우 119
•

등 투여
심정지 후 통합적인 치료
•
강조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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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순서(보건의료인)
순서

방법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①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현장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주변
사람에게 요청한다.
②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을 ‘동시에’,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③ 맥박과 호흡 확인

④ 심폐소생술 실시

•환자를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1/2이며, 한 쪽 손바닥 뒤꿈치를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압박깊이는 약 5cm로 ‘깊고’, ‘강하게’ 압박하며 6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합병증 발생 우려)
•1분에 100-120회의 속도로 빠르게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제한하고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2분마다
교대한다.
•인공호흡은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1초씩 2회 호흡한다.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을 시작한다.
•제세동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
 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을 실시하고 제세동이 필요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⑤ 자동제세동기 사용

•제세동 쇼크를 가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심폐소생술 2분 후에 다시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을 실시한다.
⑥ 심폐소생술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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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3-2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순서(일반인)
순서

방법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
①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현장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주변
사람에게 요청한다.
•응급의료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다.
②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심정지 호흡인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을 확인한다.
③ 호흡 확인

④ 가슴압박 소생술 실시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1/2이다.
•압박 깊이는 약 5cm로 ‘깊고’, ‘강하게’ 압박하며 6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합병증 발생 우려)
•압박 속도는 1분에 100-120회의 속도로 빠르게 압박한다.
•압박된 가슴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가슴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제한한다.
•가슴압박을 하는 사람은 2분마다 교대한다.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을 시작한다.
•심장리듬 분석은 가슴압박을 중단한 상태에서 시행한다.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을 실시하고 제세동이 필요
없으면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⑤ 자동제세동기 사용

•제세동 쇼크를 가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2분간 가슴압박 소생술 후에 다시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을 실시한다.
⑥ 가슴압박소생술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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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소생술 흐름도(보건의료인)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맥박과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인(10초 이내)

심폐소생술 시작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30:2로 반복)
(자동)제세동기 도착

(자동)제세동기 사용
제세동 필요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불필요

제세동
2분간 심폐소생술

치료
맥박과 호흡 확인

내용
10초 이내에 맥박과 무호흡(또는 비정상 호흡)을 동시에 확인
압박 위치 : 가슴뼈의 아래쪽 1/2

가슴압박

압박 깊이 : 성인 약 5cm, 소아 4∼5cm, 영아 4cm
압박 속도 : 분당 100∼120회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 비율
(자동)제세동기 사용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 후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30:2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 시행
가슴압박을 중단한 상태에서 시행
제세동 쇼크를 가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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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4-2 기본소생술 흐름도(일반인)

반응이 없는 환자 발견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응급의료상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심정지 호흡)

가슴압박 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도착

자동제세동기 사용
자동제세동기 음성지시에 따라 행동
제세동 필요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불필요

제세동
2분간 가슴압박 소생술

치료
정상호흡

내용
회복자세 시행
압박 위치 : 가슴뼈의 아래쪽 1/2

가슴압박

압박 깊이 : 성인 약 5cm, 소아 4∼5cm, 영아 4cm
압박 속도 : 분당 100∼120회

가슴압박 소생술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계속하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제세동기 사용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 후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사용 시행
가슴압박을 중단한 상태에서 시행
제세동 쇼크를 가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
[출처 : 대한심폐소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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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제3장. 기본 소생술

비정상적인 호흡이란?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심 정지 호흡(빈사 호흡, 임종 호흡, 헐떡이는 호흡)과 같이 정상이 아닌 모든
형태의 호흡을 말한다.

빈사호흡(agonal respiration)이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체인스톡 호흡을 거쳐 바이욧호흡(어린아이들이 실컷 울고 그칠 때 껄떡거리는
호흡과 유사한 형태의 호흡)을 하다가 하악으로 1회성 호흡을 한 후 무호흡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는다.
위의 형태의 호흡을 모두 합쳐서 빈사호흡이라 한다.
(http://www.metacafe.com/watch/yt-CBMxH4xtE8w/agonal_breathing)

TIP!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선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법률의 해당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의료종사자가 포함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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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Ⅱ.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1. 제세동의 의미 및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의 중요성
가. 제세동의 의미
심실세동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흉벽을 통하여 심장에 전류를
가하는 치료방법
나.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의 중요성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기적 제세동이다. 제세동
성공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10%씩 감소되므로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최초목격자인 일반인에 의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은 빠르게 사용될수록 소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면 제세동은 의미가 없다.

2. 제세동기의 종류
가. 자동세세동기
: 심전도를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제세동 함
1) 완전자동제세동기 : 전
 원을 켠 후 환자의 흉부에 패드를 부착하면 더 이상의 외부 조작 없이 부정맥을
분석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제세동을 실시함
2) 반자동제세동기 : 부정맥을 분석한 후 전기 충격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으로 지시함
나. 수동제세동기
: 심전도를 관찰한 후 응급의료인이 판단하여 사용함

TIP!

•심정지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5주기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제세동기 사용 시에는 감전 될 수 있는 환경(물, 금속)을 피한다.
•패드 부착 부위의 습기, 털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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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서
순서

방법

기타 및 유의점
•심폐소생술 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사용한다.
•뚜껑을 열거나 전원버튼을 누른다.

즉시 사용함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음

① 전원을 켠다
•가슴을 노출시키고 환자의 피부상태를
살핀다(수분, 털이 없는지 확인).
•패드의 뒷판 제거 후 정확하게 부착한다.
•패드1 : 우측 쇄골 아래
② 가슴을 노출시키고
2개의 패드 부착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패드2 : 흉
 골 왼편 유두와 가운데 겨드랑이
만나는 부위

•좌측부위는 겨드랑이에서
7cm 정도 아래
•패드 부착 중에도
가슴압박을 멈추지 않음
•뼈나 유두를 피해서 부착

“분석 중” 이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
을 멈추고 모두 환자로부터 물러나 앉게 한다.
③ 심장리듬 분석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음성이나 화면으로 안내되거나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동으로 충격을 줄 거라고 안내한다.

안내가 나오면 맥박을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하는 안내 나오면
모두 환자에게서 물러나게 한 후 숔 버튼을
④ 제세동 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심장압박
시행

누른다.

•제세동 후 즉시 심장압박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5주기(2분)가 끝나면 자동으로 2차 심박동 분석이 시작된다.
•위의 과정이 심폐소생술 매 5주기마다 반복된다.
⑤ 심폐소생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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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4. 자동제세동기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항목

확인주기

확인

1회/분기

1/4, 2/4, 3/4, 4/4

1회/분기

1/4, 2/4, 3/4, 4/4

제세동기 자동안내 모니터는 잘 작동하는가?

1회/분기

1/4, 2/4, 3/4, 4/4

제세동기의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가?

1회/분기

1/4, 2/4, 3/4, 4/4

임시(예비) 배터리는 충전 준비되어 있는가?

1회/분기

1/4, 2/4, 3/4, 4/4

면도기, 손수건은 준비되어 있는가?

1회/분기

1/4, 2/4, 3/4, 4/4

배터리 충전상태는 유효한가?
(배터리 유효기간 :

년

월

일)

2개의 전극 패드는 유효한가?
(전극패드 유효기간 :

TIP!

년

월

일)

비고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장벽의 극복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고압의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가 복잡한 전문 의료용 장비로 인식되어서 사용법이 매우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제세동기는 사용자나 환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부작용은 매우 드물며, 사용법이 아주
단순하다. 사용법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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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기도로 들어간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이다. 뇌로의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1. 원인
음식물(사탕, 고기, 젤리, 떡, 땅콩 등), 입안 손상으로 부러진 치아나 출혈, 구토물 등이 기도를 막거나
혀 또는 목구멍의 근육이 뒤로 말리는 경우(의식이 없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

2. 증상(Choking sign)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V-sign), 기침을 하려고 하며 괴로워함
•심한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
•얼굴 청색증,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 폐쇄가 의심되는 상황
•말을 하지 못함
•기침할 때 소리가 나지 않음
•숨을 쉴 수 없음
•청색증
•의식 감소

부분 폐쇄가 의심되는 상황
•질문에 울거나 말로 반응함
•거친 기침
•기침하기 전에 호흡 가능
•의식이 있음

3.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순서
가. 의식이 있는 경우- 복부 밀어내기로 이물질을 제거
•119에 먼저 구조 요청한다.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 “숨이 막히나요?”라고 질문을 하고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된
환자는 기침을 유도한다.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사이에 구조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지탱한다.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구조자의 한쪽 손을 말아 쥐고(엄지손가락이 배 쪽으로) 환자의 상 복부 부분
(검상돌기와 배꼽의 중간)에 댄다.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상복부를 후상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 까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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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나 비만환자는 상복부가 아닌 흉부(가슴 중앙)를 후방으로 압박한다.
•혼자인 경우 먼저 119에 신고하고 출입문을 열어둔다.
•의자나 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복부 밀쳐올리기를 시행하도록 한다. 의자 모서리에 복부를 밀착시킨
후 주먹을 복부 중앙에 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감싼 채로 상체를 의자 쪽으로 향하여 기침과
함께 몇 차례 압박하여 스스로 복부 밀쳐올리기를 시행한다.

(일반인의 경우)

(임신부 및 비만인 경우)

(혼자인 경우)

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바닥에 눕힌다.
•119에 구조요청을 한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매 주기마다 기도를 개방하고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환자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의식이 있는 영아의 경우
•5회의 등 두드리기(영아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양쪽 어깨 사이를 손꿈치로 5회
친다)를 하고 5회의 가슴 밀어내기를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영아에서는 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복부 밀어내기는 간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는다.

의식이 없는 영아의 경우
•영아를 바로 눕히고 즉시 구조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30:2)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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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순번

기관명
경기도재난안전본부

1

(https://119.gg.go.kr/)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2

(http://www.kcn.or.kr)
대한 적십자사

3

http://www.redcross.or.kr
한국생활안전연합

4

http://www.safia.org
대한심폐소생협회

5

http://www.kacpr.org
대한응급구조사협회

6

http://www.emt.or.kr
대한인명응급구조협회

7

http://www.lifecpr.or.kr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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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30-6623

02-842-1119

031-230-1632

02-3476-0119

02-393-0533

053-95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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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1. 질의응답
가. 심폐소생술에서 영아, 소아, 성인의 구분은?
•영아 : 만 1세 이전의 아기
•소아 : 만 1세 ～ 만 7세
•성인 : 만 8세 이상
나. 인공호흡을 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환자에게 불어넣으면 왜 안 되는가?
만약 너무 많은 양의 공기를 불어넣거나, 너무 강한 압력으로 불어넣으면 공기가 식도를 통하여 위
(stomach)로 유입되어 위가 팽만되면서 위 내용물이 구강 내로 역류되어 구토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의 호흡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1초간 가볍게 불어넣어야 한다.
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제세동기를 빠르게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정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실세동이며, 심실세동의 가장 좋은 치료가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목격자에 의한 자동제세동기(AED)사용이 빠를수록 소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라. 체구가 작은 소아의 경우 성인 겸용 패드 사용 시 2개의 패드가 거의 닿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소아에서는 전극과 전극사이를 최소 2∼5cm 이상 떼고 전극을 위치시켜야 하므로 앞(가슴) 뒤(등)
위치법으로 부착시키는 것이 좋다.
마. 2명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언제 교대하면 좋은가?
가슴압박을 하는 구조자가 지치면 가슴압박의 속도나 깊이가 부적절해진다. 구조자 본인은 가슴압박을
시행한 후 5분 정도까지 피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가슴압박을 시작하고 1분 정도가 지나가면 압박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명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2분마다 또는 5주기의
심폐소생술 후에 교대한다.
임무를 교대할 때에는 가능하면 가슴압박이 10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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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지도안(예시) 04
◎ 학습지도안(초등학교 5학년- 심
 폐소생술 이론 )
일

시

2○○○년 ○월 ○○일(○) ○교시

장 소

보건교육실

단

원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차 시

3/3

쪽수

학습주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대 상

5학년 ○반

시간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순서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
전략

학습 집단

전체→전체→개별

활용 자료

PPT, 동영상자료, 심폐소생술 순서 그림자료, 상반신모형 1개, 부채, 풀, 싸인펜

학습
과정
안내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전시학습
상기

교사활동

학생활동

■ 전시학습 상기
-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공부했습니까?

동기유발

지도교사

- 교실에서 다쳐서 출혈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처 치료 시 가장 기본적인
처치는 무엇인가요?

○○○

40분

자료(▷) 및
유의점(▶)

시간
6´

- 여러 가지 상처의 치료법을
배웠습니다.
- 출혈부위를 휴지 등으로 누르고
가슴부위보다 높게 하고 보건실에
옵니다.
-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 ppt 그림자료

- 운명이 달라졌어요.

▷

- 응급처치가 중요해요.

관련 동영상

- 심폐소생술에 대해 공부할 것

(구체적인

■ 학습 동기유발
- 두 야구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준다.
- 두 동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발표해볼까요?

같습니다.

선수이름 언급
지양)

- 이번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 같습니까?
학습목표
확인

심폐소생술 의 중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 의 순서와 방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활동 안내하기

- 학습할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
학습목표
안내자료

<활동1>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알아보기
<활동2>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활동3> 생명부채 만들기

04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4분의 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201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해 5분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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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설명
하기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활동1

교사활동

학생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활동1>
7´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알아보기
-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 가슴을 압박해서 사람을 살리는

▶ 목격자가 심

것입니다.
- 쓰러지고 나서 5분을 ‘골든타임’
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ppt

폐소생술을 해야

-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하는 이유 강조

때문입니다.
- 뇌의 상태변화를 살펴본다.

- 심장이 멈춘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 봅시다.
설명
하기

활동2

<활동2>

12´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시범
보
이
기

-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설명하기
•첫 번째 : 의식 확인하기

- 교사의 시범 보기

▷그림자료

-“괜찮으세요?,” “눈떠보세요”

(흉곽그림)

소리내어 해보기

▷상반신 모형

•두 번째 : 도움 요청하기

- 119에 신고 해보기

▶ 119에 신고할

•세 번째 : 가슴압박하기

- 가슴압박 자세 해보기

때 6하 원칙에

(눈을 감고 압박 속도 느끼기)

의해 신고하도록.
어린이들은 특히
신속한 신고
중요함.

-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나요?
-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 있습니다./없습니다.

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질문
하기

▶ 정확한 동작의
중요성 강조

- 있습니다./없습니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거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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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활동3

활동
하기

교사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시간

학생활동

<활동3> 생명부채 만들기

10´ ▷심폐소생술순서
-준
 비된 심폐소생술 순서

- 심폐소생술 순서에 따라 만들도록

그림자료로 꾸며서 부채 만듦

하며 배운 내용 추가해서 만들어

그림자료
▷ 부채준비
▶ 생명존중에 대한

보세요.

기본적인 마음가짐
강조함.
정리
하기

학습
정리 및
평가

-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을 통해

- 모두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5´ ▷ ppt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 인터넷을 보고 연습을

▷ 심폐소생술

발표해 볼까요?

하겠습니다.

로고송 들으면서

-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기억하세요

마침.

(로고송).

(출처:
대한심폐소생협회)

차시예고
- 다음시간에는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 판서계획
단원명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활동1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알아보기

활동2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활동3

생명부채 만들기

♧ 본시 평가 계획
평가내용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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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상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중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중
일부만 알고
있다.

하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지 못한다.

평가
방법

관찰법
평가지

평가
시기

수업 중

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 학습지도안(초등학교 6학년- 심
 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1차시)
일

시

2○○○년 ○월 ○○일(○) ○교시

장 소

보건교육실

단

원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차 시

2/3

쪽수

학습주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대 상

6학년 ○반

시간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순서와 방법을 익혀 시범 보일 수 있다.

교수·학습
전략

학습
과정
안내

수업 모형

직접교수모형

학습 집단

전체→전체→개별

활용 자료

PPT, 동영상자료, 그림 자료, 상반신모형 1개, 애니타임7개

학습활동
전시학습
상기

교수·학습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시간

○○○

40분

자료(▷) 및
유의점(▶)

■ 전시학습 상기
- 지난시간에 무엇에 대해
공부했습니까?

동기유발

지도교사

- 인대가 끊어지거나 다친 경우를

- 염좌, 골절 시 응급처치 법에 대해

6´

배웠습니다.
- 염좌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 염좌나 골절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은 무엇인가요?

- RICE입니다.
- 안정, 냉찜질, 압박, 부상 부위

▷ ppt 그림자료

올려주기입니다.

■ 학습 동기 유발
-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 119에 신고해요.
-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아버지를 구한 초등학생’

▶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 동영상을 본다.

마음가짐 강조함.

- 심폐소생술에 대해 공부 할 것

▷ 동영상자료

동영상을 보여 준다.
- 이번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 같습니까?
학습목표
확인

같습니다.

아버지를 구한
초등학생(1:07)

심폐소생술 의 중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 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시범보일 수 있다.

■ 학습활동 안내하기
<활동1> 5분의 중요성 알기
<활동2> 심
 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 학습할 내용과 순서를 확인한다.

▷학
 습목표
안내자료
▷학
 습활동
안내자료

알아보기
<활동3> 도
 전! 심폐소생술 인증
평가 1단계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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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설명
하기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활동1

교사활동

학생활동

<활동1> 5분의 중요성 알기
-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시간

자료(▷) 및
유의점(▶)

7´
-인
 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압박해서

▷ ppt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 심폐소생술 정의 설명하기
- 심폐소생술을 ‘5분의 기적’
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 심장이 멈춘 후 시간의 경과에

▶ 목격자가
-5
 분 이내에 실시해야 되기

심폐소생술을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

-뇌
 의 상태변화를 살펴본다.

강조

따라 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설명
하기

활동2

<활동2>

12´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시범
보이
기

-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설명하기
•첫 번째 : 의식 확인하기

-교
 사의 시범 보기

▷ 그림자료

•두 번째 : 도움요청하기 및 AED

- “ 괜찮으세요?” 라고 함께

▷ 상반신모형

가져오도록 하기

소리내어 해보기

▶ 도움요청

•세 번째 : 가슴압박하기

-1
 19에 신고 해보기

시 한 사람은

•네 번째 : AED 사용하기

-가
 슴압박 자세히 해보기

중앙현관의

-A
 ED설명

제세동기를

(전원켜기-2개의 패드부착-

질문
하기

심장리듬분석-제세동 시행)
-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
 습니다./없습니다.

포함시킴

-있
 습니다./없습니다.

▶ 신속하고

모르는 것이 있나요?
-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정확한 동작의

-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중요성 강조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 가슴압박은
2분마다 교대

활동
하기

활동3

<활동3>
10´

도전! 심폐소생술 인증 평가 1단계
- 이론내용 정리

- 이론 내용 정리

▷ 그림자료

- 인증 1단계 점검 실시

- 인증 1단계 평가 실시

▷ 심폐소생술
이론점검표
(기준점:
총점20점 중
1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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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정리
하기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학습
정리
및 평가

교사활동
-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료(▷) 및
유의점(▶)

시간

학생활동
-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 ppt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발표해 볼까요?
- 다음시간에는 심폐소생술 인증
2단계를 실시하겠습니다.

- 열심히 해서 인증서를
받고 싶어요.

차시
예고

♧ 판서계획
단원명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시범보일 수 있다

활동1

5분의 중요성 알기

활동2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활동3

도전! 심폐소생술 인증평가 1단계

♧ 본시 평가 계획
평가내용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있는가?

평가기준
상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중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중
일부만 알고
있다.

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지

수업 중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지 못한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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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도안(초등학교 6학년- 심
 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2차시)
일

시

2○○○년 ○월 ○○일(○) ○교시

장 소

보건교육실

단

원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차 시

3/3

쪽수

학습주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대 상

6학년 ○반

시간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순서와 방법을 익혀 시범보일 수 있다.

교수·학습
전략

학습
과정
안내

수업 모형

직접교수모형

학습 집단

전체→전체→개별

활용 자료

PPT, 동영상자료, 그림자료, 상반신모형 2개, 애니타임 7개

학습활동
전시학습
상기

교수·학습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 전시학습 상기
- “지난시간에 무엇에 대해
공부했습니까?“
- “심장압박을 할 때 속도는 어느

지도교사

시간

○○○

40분

자료(▷) 및
유의점(▶)

5´
-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 ppt그림자료

공부했습니다.
- 1분에 100~120회 속도입니다.

정도로 합니까?”
- “심폐소생술을 할 때 마음가짐은
동기유발

어때야 할까요?”

-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 생명존중에

합니다.

대한 기본적인

- 장난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강조함.

■ 학습 동기 유발
- 인증서 안내
심폐소생술 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정확히 시범 보일 수 있다..

■ 학습활동 안내하기
<활동1> 심폐소생술 순서 되짚어보기
<활동2> 2
 인 1조로 심폐소생술

- 학습할 내용과 순서를 확

▷ 학습목표

인한다.

안내자료

연습하기
<활동3> 심
 폐소생술 인증 평가

▷ 학습활동

예비단계

안내자료

<활동4> 도전! 심폐소생술 인증 평가
제시
하기

활동1

<활동1> 심폐소생술 되짚어보기
- 심폐소생술 동영상

5´
- 동영상 시청

▷ ppt

- 의식확인, 도움요청, 가슴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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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 동영상 (심폐소

설명도 같이 함.

생술 시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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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연습
하기

교수·학습활동

학습활동
활동2

교사활동

학생활동

AED 사용의 중요성 강조

시간

자료(▷) 및
유의점(▶)

6´

<활동2>
2인 1조로 심폐소생술 연습하기
-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연습하기
•첫 번째 : 의식 확인하기

- 2명이 1조로 구성

•두 번째 : 도움요청하기 및 AED

- 순서와 방법을 생각하면서

가져오도록 함
질문
하기

▷ 애니타임

연습

준비

•세 번째 : 가슴압박하기

▶ 교사는

•네 번째 : AED 도착하면 AED 사용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 줌.

- 연습하면서 잘 모르겠거나

- 있습니다/없습니다.

▶ 신속하고

다시한번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정확한 동작의

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중요성 강조

-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활동
하기

활동3

<활동3> 인증평가 예비 단계

20´
- 학생조교에게서 평가받음

▶ 학생 중 1명

- 심폐소생술의 순서, 자세,

조교로 선출

압박의 깊이 등에 중점을 두어

(사전에 교육함)

점검하도록 함.

▷ 상반신
모형 1개는
조교학생이
1개는 교사의
평가용으로 사용

활동
하기

활동4

<활동4)
도전! 심폐소생술 인증 평가
- 인증 2단계 점검 실시

- 인증 평가 실시

▷ 심폐소생술

- 교사에게 평가받음

실습 점검표
(기준점:총점
80점 중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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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

학습활동

정리
하기

학습정리
및 평가

교수·학습활동
교사활동

학생활동

- 오늘 배운 심폐소생술을 통해

-누
 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같습니다.

발표해 볼까요?
차시예고

자료(▷) 및
유의점(▶)

시간
4´

▷ppt
▶시간이

- 인증서가 기대됩니다.

부족하여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경우

- 다음시간에는 환경호르몬과

점심시간이나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와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판서계획
단원명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 정확히 시범보일 수 있다.

활동1

심폐소생술 되짚어보기

활동2

2인 1조로 심폐소생술 연습하기

활동3

인증평가 예비단계

활동3

도전! 심폐소생술 인증평가

♧ 본시 평가 계획
평가기준

평가내용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시범보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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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

하

심폐소생술의

심폐소생술의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순서와 방법을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시범 보일 수

어느 정도

시범 보이는 데

있다.

시범보일 수 있다.

부족함이 있다.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지

수업 중

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 학습지도안(중학생- 심
 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단원

안전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학습목표

•심폐소생술을 시범 보일 수 있다.

학습자료

•심폐소생술 연습용 인형, 학습활동지, PPT, 영상자료, 교과서
•4명으로 구성

모둠구성

•각 모둠마다 모둠명을 짓도록 한다.

흐름

수업 내용

▣ 뉴스의 내용 나누기
발견

•아버지를 구한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시청하고 일상생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본적이 있거나 어떻게
대처했는지 의견을 나눈다.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한 초등학생 화제, 광주, 뉴시스, 2009.5.13〕

1.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알아보기
•심폐소생술을 자신 있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모둠별로 활동지를 나눠주고 아는 대로 적어보게
한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경우 최초 5분 동안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각 모둠별로 정리
발표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한다.
→ 문제발생을 토대로 심폐소생술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탐구

2.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알아보기
•성인, 소아,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다.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에 유의하며, 심폐소생술 전 단계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심폐소생술의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3. 기본 심폐소생술 실습하기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실시한다.
•4인 1조로 역할을 나누어 실습을 진행하고 그 중 감독자는 실시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도록 한다.
표현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대해 소리 내어 말해본다.
•심폐소생술 ○, Ⅹ 퀴즈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

위급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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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체크리스트
○학년

반

번

이름 :
평가

단계

1.
의식 확인
2.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3.
호흡 확인

4.
가슴압박
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 실습 평가 항목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주변사람 중 두 명을 지목하여 각각 “119에 신고하여
주세요.”,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요청한다.

가슴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꿈치를 대고 그 위에
나머지 한 손을 올려 깍지를 낀다.

압박 시
손의 위치

양팔과 팔꿈치를 쭉 펴고 어깨는 가슴 바로 위에 오도록

압박자세

직각 자세를 유지한다.

자동제세동기 도착하는 즉시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만나는 부위)하며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시

제세동 쇼크를 가한 후에는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임하는가?

* 가슴압박 속도는 적어도 1분당 100회 정도로 한다.
주의할 점

*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한다.
* 총 3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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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깊이

순서대로 시행

부착(우측쇄골아래, 흉골왼쪽유두와 가운데 겨드랑이
제세동을 시행한다.

7.
생명존중

한 사람씩
지목

확인여부

최소 5cm 정도 힘 있게 누른다.

6.
가슴압박
소생술 재시행

분명하게
하는지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을 확인한다.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체중을 실어서

5.
자동제세동기
사용

관찰관점

패드의 위치

지체없이
가슴압박 시행

잘함
(3)

보통
(2)

부족
(1)

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학습지도안(중학생) - 복부 밀어내기
단원

안전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자료

모둠구성

복부 밀어내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기도폐쇄 시)의 증상을 말할 수 있다.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법을 알고 바르게 실시할 수 있다.
•학습활동지, PPT, 동영상, 교과서
•4명으로 구성
•각 모둠마다 모둠명을 짓도록 한다.

흐름
발견

수업 내용

▣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하기
•‘하면 된다’, ‘진우 살리기’를 시청하고 차이점을 찾아본다.

1. 음식이 몸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기도폐쇄가 될 수 있는 상황 알아보기
•기도폐쇄 증상 알아보기
•기도폐쇄의 위험성 알아보기
→ 문제발생을 토대로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2.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알아보기
탐구

•위기탈출 넘버원 동영상을 시청한다.
•동영상을 보면서 방법과 순서를 확인하고 상황별 복부밀어내기 방법을 익힌다.
•기도폐쇄 시 구조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둠별로 의견을 나눈다.

3. 복부 밀어내기법 실습하기
•실습을 실시하기 전 비닐백으로 만든 폐 모형으로 복부밀어내기를 시연한다.
•모둠별로 2인 1조로 나누어 기도폐쇄 시의 복부 밀어내기법을 실습한다. 실시한 후에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실습 후에 느낀 점을 발표한다.
표현

•○, Ⅹ 퀴즈를 통해 복부 밀어내기법에 대해 정리한다.
〔자료출처 : 아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보건교육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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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도안(고등학생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단원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의 원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다.

학습목표

단계

•자동 제세동기를 적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 심장이 멈추면 우리 뇌는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 응급 의료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한

도입

생각
열기

뒤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기
▶ 학습 목표 제시

지도상의 유의점과 자료 활용
심정지 후 뇌 손상에 이르는
시간이 무척 짧으며,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의 중요성을 지도한다.
심장 마비 후 정확한

심폐
소생술의
필요성

▶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알아보기

심폐소생술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2015년부터 개정함
심폐 소생술의
주요 단계
익히기
전개

▶ 가슴압박소생술

심장 압박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5cm 깊이로 빠르고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강하게 가슴 압박

지도한다.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2015년부터 개정된 심폐소생술 익히기
▶ 의식이 없으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호출한다.
심폐 소생술
익히기

▶ 무호흡 또는 비정상호흡을 확인한다.
▶ 가슴압박은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5cm
깊이로 빠르고 강하게 압박한다.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도중에
무의식이 될 경우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 가능한 빨리 자동심장충격기를 부착하고 전기
충격 후 즉시 가슴 압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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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정리해 보고 실습해 보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지도

Ⅳ. 심폐소생술 참고자료

◎ 학습지도안(고등학생 - 복부 밀어내기법)
단원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학습주제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기도폐쇄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단계

•기도폐쇄 시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과 자료 활용
주변에서 음식을 먹다가, 혹은

▶ 송편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경우를
도입

생각
열기

어린아이의 경우 장난감 등으로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질식 사고가

인해 기도가 막힐 수 있음을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보기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응급 처치

▶ 학습 목표 제시

방법을 꼭 익혀 두어야함을
지도한다.

기도 폐쇄의
원인

전개

기도 폐쇄의
증상

▶ 기도 폐쇄의 원인 알아보기

의식을 잃게 되면 혀가 뒤로

•의식이 없을 경우 혀로 인한 기도 폐쇄

말려 들어가 기도를 막게 된다.

•사탕, 떡 등 음식으로 인한 기도폐쇄

따라서 이마를 누르고 턱을 들어

•장난감 등으로 인한 기도폐쇄

올려주어 기도를 열어주어야 함을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

지도한다.
기도 폐쇄의 증상에 따라 즉시

▶ 경증 기도 폐쇄의 증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하며,

▶ 중증 기도 폐쇄의 증상

손가락을 넣어 꺼낼 때의

▶ 무의식 상태의 기도 폐쇄의 증상

위험성도 함께 지도한다.

▶ 복부 밀어내기 방법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법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도중에

▶ 흉부 압박법

무의식이 될 경우 심폐소생술을

▶ 토사물로 인한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법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법
▶ 의식이 있는 경우,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실습해
정리

기도 폐쇄 시
흉부 압박법
정리와 실습

보기
▶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실습해
보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 폐쇄 응급 처치 방법을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자료출처 : 고등학교 보건, 와이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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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폐소생술 인증제(예시)
가. 기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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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폐소생술 인증제 추진 계획서
○○초등학교

1) 목적
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를 기르기 위함.
② 심폐소생술 인증제를 통하여 자신감을 길러 다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함.
2) 추진 방향
① 교육을 받은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준 점수에 도달한 학생에게 교육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한다.
③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지도한다.
3) 세부 계획
•대상학년 : 6학년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
- 날짜 : 00년 0월 0일 보건수업시간 활용
- 장소 : 보건교육실
- 강사 : 보건교사
② 인증 방법
-보
 건수업시간에 반별로 심폐소생술 인증제 실시
(수업시간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실습은 0월 0일까지 개인별로 보건실에서 점검 받음)
- 보건교사가 점검표를 가지고 채점한 후 통과여부를 알려준다.
- 통과기준
배점
인증기준

이론(20점)

실습(100점)

14점 이상

70점 이상

비고

이론 + 실습 = 84점 이상 인증 성공

- 재 인증 : 인증에 실패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 인증의 기회 제공
•인증서 발급
- 인증제를 모두 마친 후, 인증을 통과한 학생에 대해 인증서 발급
- 발급일시 : 0월 0일 (반별로 인증서 배부)

붙임1: 심폐소생술 점검표(실습, 이론) 1부.
붙임2: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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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심폐소생술 인증 점검내용(실습 점검표)
학년
단계

1. 의식 확인
(10)

반

번

이름 :

심폐소생술 실습 점검내용
1. 양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는가?
※5점 :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어깨를 흔들면 안 됨)
2. 큰소리로 의식을 확인하는가?
※5점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말 들리세요?”라고 큰 소리로 부름
3.큰소리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가?
※5점: 큰소리로 한 사람을 지목함(진지하고 단호하게 했는가?)

2. 도움 요청
(15)

4.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는가?
※5점 : 119에 도움을 요청함
5. AED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는가?
※5점 : AED의 위치를 말하며 가져오도록 지시한 경우
6. 손의 위치가 정확한가?
※5점: 흉골 아래 절반의 위치
7. 압박의 자세가 정확한가?
※5점 : 양팔을 곧게 뻗고, 수직으로 압박함
8. 압박의 속도는 적당한가?
※5점 : 규칙적으로 힘 있게 압박함(1분에 100~120회 속도)

3. 가슴 압박
(40)

9. 압박하는 깊이가 약 5cm 깊이로 적절한가?
※5점: 압박 깊이가 5cm로 적절함
10. 압박 시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았는가?
※5점 : 손가락이 닿지 않음
11. 압박 시 손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5점 : 손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음
12.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였는가?
※5점 :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 경우
13. 압박 시 흉곽의 이완은 충분히 되었는가?
※5점 : 가슴이 원래대로 충분히 이완된 경우
14. AED 도착 하자마자 전원을 켰는가?
※5점 : 지체없이 전원을 켰을 경우

4. AED
사용
(20)

15. 2개의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였는가
※5점 : 우측 쇄골 아래, 좌측 부위는 겨드랑이에서 7cm 아래
16. “분석중” 음성 지시가 나오면 CPR을 멈추고 환자로부터 물러나 앉게 하였는가?
※5점 : 말과 손짓으로 물러나 않게 하였을 경우
17.“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안내가 나왔을 시 쇽 버튼을 눌렀는가?
※5점 : 음성 메시지를 듣고 신속하게 쇽 버튼을 눌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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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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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
(5)
6.태도 확인
(10)

18. 심폐소생술 과정이 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되었는가?
※5점 : 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경우
19.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가?
※5점: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함
20. 마네킹을 소중히 다루는가?
※5점: 마네킹을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이 다룬 경우
점수 합계 :
/ 100점 (통과/불통과)
※ 합계점수 70점 이상이면 통과

<붙임1-2> 심폐소생술 교육 후 인증 점검내용(이론 점검표)
심폐소생술 이론 점검내용
※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에 ○표, 틀린 것은 X표하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1

2

3

4

5

6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

☞
가슴 압박을 할 때는 1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눌러준다(

)

☞
가슴압박은 빠르고 힘있게 한다(

)

☞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며, 최소한 4cm 정도의 깊이로 누른다(

)

☞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는 3개이다(

)

☞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한 후 즉시 가슴압박을 다시 실시한다.(

)

☞

※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7

심장이 멎은 후 (

)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환자를 정상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

8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사람을 지목하여 “(

9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아래 (

10

가슴압박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

)에 신고해주세요.”라고 말한다.

)의 위치이다.

각 2점 ※ 합계점수 :

)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 20점, 14점 이상 통과 (통과/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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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점검 정답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답

○

○

○

×
5cm

×
2개

○

5분

119

절반(1/2)

구조대

<붙임2>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앞면>

<뒷면>

가슴압박

※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신속하게
사용하고, 없으면 119가 올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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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참고자료 및 학생 교육자료
- 당뇨병
- 휴대용 산소
- 에피펜(젝스트)

Ⅱ. 서식(예시)
1.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
2. 응급처치키트 체크리시트
3. 업무 점검 체크리스트
4.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교직원 연수자료
5.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이송 동의서
6. 전입생 건강조사서

Ⅲ. 응급처치 관련 법
학교보건법 외

Ⅳ. 학교 안전사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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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참고자료 및 학생 교육자료

당뇨병
1. 당뇨병의 진단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가. 공복 혈장 혈당 126mg/dL 이상인 경우(검사 전 8∼12시간 금식 상태)
나.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장 혈당 200mg/dl 이상
다. 75g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200mg/dl 이상(서로 다른 날 2회 검사하여 진단)
* 정상 혈당 : 정상 혈당은 공복 혈장 혈당 100mg/dl 미만이고, 75g 경구 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혈당 140mg/dl 미만이다.
* 흔히 사용하는 휴대용 혈당측정기의 경우 말초혈액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정맥혈의 혈장 포도당을
측정한 결과에 비해 혈당이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휴대용 혈당 측정기로 혈당이 110mg/dl
이상으로 측정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2. 당화혈색소
가. 혈당이 높을때 포도당의 일부가 적혈구내 혈색소와 결합하게 되고 이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한다.
나. 적혈구가 포도당에 노출된 기간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측정한 시간보다 과거
6주~10주 동안의 평균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한다.
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었던 경우는 정상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적혈구의 생존기간이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빈혈증이나 적혈구의 수명이 통상 120일 보다 현저하게 짧아져 있으면 수치는 낮게
측정된다.
라. 혈당 검사의 경우는 검사 당시의 혈당수치를 알 수 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는 식사 시간과 관련한
혈당치의 단기 편차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아 최근 수 개월 동안 혈당관리 정도를 알 수 있다.

【 당화 혈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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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혈색소와 혈장 혈당값 비교치*
당화 혈색소

평균 혈당 당수치

6%

135 mg/dL

7%

170 mg/dL

8%

205 mg/dL

9%

240 mg/dL

10%

275 mg/dL

11%

310 mg/dL

12%

345 mg/dL

* 미국 당뇨병 학회의 가이드 라인

3. 인슐린 용량 조절 학생 관리 참고 사항
•인슐린은 대부분 속효성인슐린이나 중간형 인슐린을 투여하는데 하루 2회 이상 맞는 것이 일반적
이다.
•평소에 혈당이 2∼3일 이상 높거나 낮아서 인슐린 용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1∼2단위 이상
조절하지 않으며 한 번에 속효성이나 중간형 인슐린 하나만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슐린의 선택과 처방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슐린 주사방법, 인슐린 주사부위 등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량을 조절한 후에는 일주일 정도 혈당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혈당수치의 변화는 인슐린 양
보다는 어린이의 활동량, 기분 등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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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산소
1. 산소요법의 목적
공기 중의 산소농도(21%)보다 농도가 높은 산소를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원인 질환을 치료하거나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환자의 심폐 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저산소증을
예방해 준다.
2. 산소요법이 필요한 대상자
•호흡 곤란
•대량 출혈
•심부전, 심정지
•폐 질환 및 폐 손상
•뇌졸중 및 쇼크
•두부 손상
3. 산소요법의 위험
•산소 독성
•폐포 허탈
•눈 손상
•호흡기 점막 건조
•감염

TIP!

산소요법의 위험성은 치료를 목적으로 장시간의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학교에서 건강한 학생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의 단시간의 투여로는 나타나기
어렵다.

4. 산소 사용 및 보관 시 주의 사항
•일회용 산소는 순도 90% 이상의 산소이므로 응급상황에서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한다.
•제품에 따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한다.
•순도 80% 이상의 산소는 산소공급부와 코의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사용한다.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온도 40도 이상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밀폐된 공간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서 보관한다.
•사용 후 산소통에 산소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 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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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실에서 사용 가능한 산소
일회용 산소

교체용 산소

충전식 산소

구분

•95% 이상의 고농도산소

특징
및
장점

•95% 이상의 고농도산소

•자동 분사식

•95% 이상의 고농도산소

•산소마스크와 산소통 일체형

•산소 용기만 교체하면 반영구적

•주입산소 양 조절 가능

•손으로 눌러서 사용
•약 80~100회 사용 가능
(약 2초/1회)

사용 가능

•산소투여량을 정확히 알 수 있음

•크기가 작아 휴대 간편

•응급상황 시 포켓마스크와

•산소공급량 조절밸브로 산소

연결하여 산소투여 가능

분출량 조절 가능

•사용 시간이 짧음 (다이얼 최대 시
•손으로 계속 눌러야 하는 불편함
단점

•투여된 산소량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약 4~5분, 70% 시 약 7~8분 사용 )
•산소용기를 계속 교체 해야 하는
불편함
•투여된 산소량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사용시 •마스크를 캔에 끼워 코에 대고
주의
숨을 들이 마실 때 버튼을 눌러
사항
산소를 흡입한다.

•마스크를 코에 밀착시키지 않고
띄워서 사용하여 외부공기와 함께
흡입한다.

•산소 충전업체에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산소 전달 장치 필요
•이동 시 무거움

•산소 전달 장치에 따른 산소
주입량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용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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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전식 산소 사용 시 산소투여장치

- 비교적 낮은 농도의(1~6 L/min) 산소투여에 사용한다.
- 안전하고 간편하다.
특
징

- 얼굴에 맞출 수 있다.
- 저 농도 산소공급 시 효과적이다.
- 활동이 자유롭고 값이 저렴하다.
- 분당 1ℓ 증가할수록 4%의 산소 농도가 증가한다.

비강 캐뉼라

- 고농도 산소의 지속적인 주입 시 코와 입의 점막을 건조 시킨다.
주
의
사
항

- 농도 40% 이상의 산소는 공급할 수 없다.
- 비강 폐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점막부종)
- 6 L/min 이상으로 오래 쓰면 비점막을 자극하고 두통이 나 불편감이 있다.
-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협조적이어야 한다.
- 쉽게 코 삽입관이 빠질 수 있다.

- 고농도의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 단기간 산소투여, 응급상태 시 40∼60% 산소투여 시 사용한다.

단순
산소마스크

특
징

- 코와 입의 점막을 건조시키지 않는다.
- 마스크 옆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대기 중 공기가 들어오고 호기 시 밖으로 나가게
된다.
- 피부간호와 산소 농도 유지를 위해 마스크를 얼굴에 잘 맞게 사용한다.

- 항상 6L/min 이상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보다 유량이 적을 시에는 마스크 안에
주
의
사
항

이산화탄소를 축적시키게 된다.
- 장기요법 시에는 비실용적이다
- 끈을 너무 조이지 않는다.
- 후끈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며 피부를 자극한다.
- 높은 농도의 산소가 필요할 때 꽉 조이게 되어 불편감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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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펜(젝스트)
1. 에피펜(젝스트)이란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사용 할 수 있는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
•주사침이 튀어 나가도록 개발되어 옷 위에 주사해도 되는 근육주사
•주사부위는 근육양 및 신경의 주행을 고려하여 대퇴부 바깥쪽(외측광근)에 주사하는게 좋음
•성인 용량 0.3mg, 소아의 적정 투여량은 0.15mg 또는 0.3mg으로서 체중이 30kg 이상이면 성인용량
투여도 가능함
2. 에피펜(젝스트)의 주의점
•실온에서 보존(15-30℃)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된다.
•더운 날 야외에서 사용 할 때는 변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이스박스에 보관한다.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변색이 되었을 경우 사용하면 안 된다.
3. 에피펜(젝스트) 사용법

오렌지색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한 손으로 잡고
위쪽에 있는 파란색
안전 팁을 다른 손으로
뽑습니다.

파란색 안전탭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렌지색 팁 부분이
대퇴부(허벅지) 바깥쪽
부위에 가깝게 위치되도록
에피네프린을 잡습니다.

팔을 흔들어서 대퇴부
바깥쪽에 수직방향으로
딸깍소리가 날 때까지
끝을 강하게 밀어서 넣고,
약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10초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 과거 병력 시 전구증상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으므로 자가 주사가 원칙이나, 어린이의 경우 자가
주사가 어려우면 성인이 도와주도록 한다.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그동안 공급됐던 ‘에피펜주’를 대체해 ‘젝스트’를 2014년 7월 초부터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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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식(예시)

1.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사항 기록 및 처치를 수행합니다.
•보건실 이외의 장소라면 이 기록지를 응급처치 키트 속에 넣어두어 사고현장에서 바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 휴대폰 지참- 119연락 및 담임, 학교 연락 시 필요하거나 최초 사고시간 기록이 중요 할 수 있음)
•병원 진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처치키트 체크리스트

•응급처치 키트란 응급상황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용한 안전용품을 구비한 구급키트입니다.
•응급처치 키트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지정된 장소에 두고, 필요 시 가져올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안내합니다.
•물품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적절한 가방 안에 필요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합니다.

3. 비품 점검 체크리스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구비해야 할 물품들이 잘 갖추어 있는지 계획을 세워 매일, 매주, 매달, 혹은
분기별로 관리합니다.
•비품점검 체크리스트는 항상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확인합니다.
•적정량, 사용기한, 잔량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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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
결
재

※ 필요한 부분만 작성한다.

학년반

학생명

성별

계

교감

교장

보호자전화번호

담임교사

인체해부도

주 증상
근골격계 □부종 □통증 □열상 □자상 □멍 □기타:
순환기계 □흉통 □부정맥 □심계항진 □기타: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타:
환자

신경계

상태

□시력장애 (

) □청력장애

□마비(부위:

(

)

) □경련

신체 전면

소화기계 □오심 □구토 □토혈 □복부통증 □기타:
의식상태

□정상(A) □언어반응(V) □통증반응(p)

발생장소

측정 시간

&
시간

활력 징후

□반응 없음(U)

발생장소

신체 후면

시

분

최초

혈 압

목격자

맥 박

／min

최초

호 흡

／min

체 온

℃

SpO2

%

(AM,PM)

발견시간
보건교사

시

(AM,PM)

확인시간

분

시

분

／

mmHg

기 타

사고 개요
응급처치
내용

이송시간

이송시간

시

이송차량

□구급차

분
□일반차량

□기타(

)

및
이송자

이송방법

□119대원 □보건교사

□담임 □학부모

□기타(

)

이송병원
작성일 및

년

작성자

직:

*A : Alert (의식이 명료)
P : response to Pain (틍증자극에 반응)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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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성명:

(인)

V : response to Verbal order (언어지시에 반응)

: Alert (의식이
명료)
V:
U *A
: Unresponse
(통증자극에도
무반응)

response to Verbal order (언어지시에 반응)
P : response to Pain (통증자극에 반응) U : Unresponse (통증자극에도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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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식(예시)

2. 응급처치키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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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식(예시)

3. 비품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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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식(예시)

4.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교직원 연수자료
응급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직원연수
(

)학교

◎ 응급사고 예방 : 위험한 곳 매일 확인, 안전교육 실시
◎ 응급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체계
◎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대처방법

응급환자 발견
호흡, 의식 확인
상태 관찰

다음사항은 바로

【주의】
• 낙상, 중증의 부상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 호흡곤란이나 심장이상
환자는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 약물 등을 먹이지
않는다.
• 경련을 하는 사람은 질식의
위험시 몸을 옆으로
눕힌다.
• 처치원 자신의 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보건교사 - 상태
파악 및 v/s 체크,
응급환자 기록지
기록, 응급처치

보건교사에게 연락
(심각한 상황은 119에 먼저 연락

119 도움요청

• 호흡곤란
• 질식
• 호흡정지
• 의식상태의 변화, 혼수
• 척추손상의심
• 청색피부
• 심장마비
• 전기감전
• 약물중독
• 중화상, 심한 외상(안구손상, 개방골절)
• 마비, 경련, 발작

담임교사 - 학부모
연락, 관리자에게
보고

※ 병원이송 시 최소 2명 이상 동승
(1인은 환자 care 및 조치, 1인은
차량운전)

119 도움요청 - 응급상황,

이송 중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있거나 계속적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 멀거나 교통체증 예상 시

◎ 응급사고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학교 여건에 따라 사용)
구 분

의료기관 명

전화번호

주소

진료시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 심각한
심각한 상황인 경우 최초 목격자가 119 도움요청 후 보건실에 연락한다. (보건실에 환자 이송 후 119
도움요청 시 시간지연으로 상황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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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식(예시)

구분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환자 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
•기도폐쇄, 호흡곤란(숨을 쉬지 않거나 1분에 30번 이상 숨을 쉴

상황

때),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경미한 부상

개방골절인 경우,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 골절이 의심될 때
•고열, 단순 외상 등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119 도움요청 및 응급처치
보건교사

(보건교사 미배치교 : 학교보건 담당교사 또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

담임교사가 실시)

•119 도움요청 또는 다른 이송방법 모색

•편안한 자세-기도유지 및 척추 손상에 유의

(병원구급차량, 교직원 차량 등)

•보건실→보건교사(담임교사)→교감→교장 보고

담임교사
절차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보건실→담임교사→학부모 연락

이송하도록 안내

(환자상태, 이송병원 안내)

(의료기관 선택은 학부모 의사에 따름)

•보건교사(반드시 동행) 및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학부모에게 인계

•보건교사 미배치교 또는 부재 시 담임교사와 기타
이 송

•학부모가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지정된 자가 함께 이송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보건업무대행자를

•보건교사는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교내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대기

•보건일지에 기록
이송
차량

•교직원 차량, 119, 병원응급차량(교직원 차량인 경우 이송도중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음)

•학부모와 연락이 되어 동행할 경우에는 학부모가 지불하고 학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후불로 처리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
치료비

•사고발생 후 담임(교과)교사는 사고현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상관련 공제회 학부모에게 안내
•치료 후 담임(교과)교사는 공제회에 신청하거나, 신청 방법을 학부모에게 안내(교육행정 담당자는 행정적 처리
협조, 보건교사는 의료처리 상담 및 조언)
•지불 능력이 없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안전망확보 학교예산에서 지출

이송
경비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응급처치자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장 처리
•병원 이송 교사는 사전 출장처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두 보고 후 사후에 출장 처리
•이송 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생 복지비에서 지출
•보건교사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부재 시 학교보건업무는 지정된 학교보건업무대행자가 담당한다.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은 이송 즉시 기록하도록 한다.

기타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사고 현황, 환자 상태, 응급처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자는 출장 교직원(특히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에 대해서는 교문을 떠남과 동시에 출장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 이송 도중 안전사고로 인한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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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이송 동의서

학생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 및 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교 (

)학년

보호자 연락처 핸드폰 :

(

)반

(

보호자 부재 시 연락

집 :

가능한 전화번호

주로 이용하는 하는 병․의원명

)번

이름 :

관계 :
전화번호 :

및 연락처 (있을 경우)

1.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해당란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주십시오.
질 환 명

있
완치

다
치료 중

질 병 명

알레르기 질환 (음식포함)
아토피피부염, 천식
(발작 시 응급으로 사용 중인 약물도 기록) 등
내과질환
(심장병,만성신부전증,혈우병,결핵,간염,악성종양 등)
난청, 중이염,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등
선천적 또는 사고로 인한 운동장애
수술한 경우 및 기타질환
▶ 현재 치료중인 질병, 선천성 질환 및 과거병력으로 보아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에서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병명, 진료병원, 진료내용 등을 꼭 적어주십시오(특히, 알레르기나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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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입생 건강조사서

전입생
전입생 건강조사서
건강조사서 05
제      학년      반      번
제
학년
반
번

이름:              (남,  여)
이름:
(남, 여)
1.
1. 학생이
학생이 천식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식품,
알레르기(식품, 기후,
기후, 벌
벌침,
침, 약품
약품등)를
등)를가지고
가지고있 있
습니까?
습니까?

- 아니다(           )
아니다(
)

- 그렇다(천식,
그렇다( 천식,알레르기)
알레르기 )

(알레르기
(알레르기종류
종류:                          )
:
)

(비상약
(비상약보유
보유: :유,  무)
유, 무)
(심한 정도 : 강,  중,  하)
(심한 정도 : 강 , 중 , 약 )
- 위급 시의 연락처(                   , 학생과의 관계:                  )
- 위급 시의 연락처(
, 학생과의 관계:
)
2.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2.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에 부탁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자 :                 (인)
작성자 :
(인)
학생과의 관계 :
학생과의 관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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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생의 경우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이송 동의서(P.110)나 이 양식을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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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급처치 관련 법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생략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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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각 교직원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교육 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인사기록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교육기록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
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4

경기도 교육청

Ⅲ. 응급처치 관련 법

〔별표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당해 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직원에 대해서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교사(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체육교사(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
사를 포함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교육내용
이
론
교
육
실
습
교
육

교육시간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실무(
2시간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강사

고려하여야 한다.

2시간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비고 :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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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116

경기도 교육청

Ⅲ. 응급처치 관련 법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8.4]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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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전문개정 2011.8.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6.1>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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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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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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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보건교사의 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가 없어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 지도 시 교사의 책무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의료인(간호사, 의사 등)의
처치와 관련된 판례를 수록하여 보건교사의 처치 시 책무성에 대하여 참고하도록 함.

1. 학교 안전사고 관련
【판례1】
교내에서 학생 간 폭력 및 장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의 장난으로 교실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린
학생 측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의 점심시간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학교 측에 학생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학교 측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93. 2. 13. 대법원 판례)
【판례2】
예측 못할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중학교에서 쉬는 시간 동료급우가 학습교재를 건네주기 위해 던진 교재에 눈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학생의 보호, 감독의 의무는 학교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교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판단결과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대법원 97다 15258)
【판례3】
휴식시간에 동급생을 가해 한 경우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44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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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판례5】
중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 사고
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8228;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8228;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4433 판결)
【판례6】
고등학교 교실 점심시간의 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13646 판결)
【판례 7】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사의 과실 책임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 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을 지체한 과실로
심장 정지를 일으킨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한 판결(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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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로서는 즉시 위 원고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함(대법원 2008.5.8. 선고 2008다5417 판결)

2. 의료인 관련
【판례 1】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임파절 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판결함(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업무상과실치상]
【판례 2】
조산사의 의료 과실 책임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 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함으로써
신생아가 의사로부터 적시에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태변제거 및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만실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 신생아의 코에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대주었을 뿐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키지 않는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음. 즉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대법원 2010.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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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적절한 치료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 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함(서울고등법원 1992.05.12. 선고 90구7601 제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
【판례 4】
신속한 병원 이송 및 고의 없는 최선의 후속 조치
진탕아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진료하여야 하고 또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
3항은 '의료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병원(위 법
제7조)이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위 법 제13조)을 제외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갖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위 법 제10조) 이러한 사실에
O정형외과는 1차병원으로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거나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 ◯◯O으로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였으므로
기본심폐소생술만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기본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1인에 의한 경우보다
2인에 의한 경우보다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데 O정형외과에 피고 ◯◯O외에 다른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원으로 뛰어서 옮기는 도중에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이송하기 위하여는 119 등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다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서울지방법원 2003.08.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항소)
【판례 5】
자기 고유 업무 전념 시 다른 환자의 이상 증세 인식 여부 및 조치 의무
마취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래 회복실을 담당하던 간호사도 아니고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던 중으로서 피해자의 호흡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고유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124

경기도 교육청

Ⅳ. 학교 안전사고 관련 판례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4.04.26. 선고 92도32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3. 기타
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헌법 제29조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중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이 거의 공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임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 51657호 판결)
나.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인정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92다13646판결,
1994.8.23. 선고93다60588 판결, 1995.12.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6.27. 선고97다15258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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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응급처치 관련 법

법률적 검토의견

학교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의 책무, 전문의약품의 보관 및 투약을 의뢰받았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의 학교장이나 보건교사 등은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민법상 보호감독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응급상황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학교장이나 보건교사는 보호·감독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보건교사의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반되는 처방행위나 전문의약품의 보관 등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약을 처방받아 구매한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미리 고지하여
부탁(위임)한 경우에는 보건교사에게 의료법 내지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3. 보건교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만일 학부모가 해당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학부모가 보건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건교사의 과실로 인해 통상적인 사용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별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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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괄 위원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장학사

•김경용

경기도소방학교

교수요원

•김명호

(전)강원도소방학교

교관

•김원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전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 담당)

•박병균

부천초등학교

교장

•유병욱

(전)365세이프타운

팀장

•이지숙

아주대학교병원

교수

•이지혜

경기도청

주무관

•임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교수

•김선주

관양고등학교

교사

•김은희

덕장중학교

교사

•박애정

안양비산초등학교

교사

•이재남

수진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검토 위원

집필 및 편집 위원
•조순희

부천초등학교

교사(총괄)

•김경란

범박초등학교

교사

•김지학

중흥고등학교

교사

•백현주

부천북여자중학교

교사

•신선혜

웃터골초등학교

교사

•오영이

금모래초등학교

교사

•이애경

중흥초등학교

교사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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