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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reinforcing the learning competency of paramedic student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importance, and demand for the major curriculum of the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as 217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from 3 universities in 

Chungnam, and the survey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13 to December 24,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Education for Ambulance management', 'Education for maintaining professionalism after graduation', 

'Education for In-hospital patient monitoring' are highly required by Borich need, and 'Education for medical 

oder from a doctor, Education for han dover to In-hospital medical staff', 'Education for non-traumatic emergency 

patient treatment', 'Education for In-hospital patient monitoring', and 'Education for In-hospital medical assistance' 

are the top priority areas of the LF model.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urriculum corresponding 

to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arning capabilities of paramedic students. 

▸Key words: Borich need assessment, The Locus for focus model, Core competencies of paramedic, 

Major curriculum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수행도, 중요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응급구조학 전공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지역의 3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 217명으로 자료 수집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

까지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 기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구조ㅘ된 설문지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Borich 요구도가 높은 ‘구

급차량 관리 교육’, ‘졸업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과 LF 모델의 

최우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지도, 인계 교육’, ‘내과적 응급환자 처치 교육’,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 ‘병원 내 응급환자 진료보조 교육’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 1급 응급구조사 핵심 역량, 응급구조학과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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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9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COVID-19는 의료보건, 

공공안보,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과 개인의 삶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1].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교육을 권장했으나 국내 COVID-19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에는 대면교육을 기조로 하는 비대면 

혼합 수업의 형태를 권고하고 있다[2]. 이러한 혼합학습(블

랜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나 혼합 수업(hybrid 

instruction)은 뉴노멀 시대에 선호되는 교육방법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3], 응급구조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반영

하여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고 있다[4].

비대면이 일반화된 온택드 시대에는 효과적인 교육방법 

적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교

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전공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에 반영

해야 한다[5,6]. 

응급구조학의 주요 관련 교과목은 응급 의료 윤리, 응급

환자 평가, 응급 환자 관리학, 전문 내과/ 외과 응급처치

학, 전문 심장 소생술, 환자 이송 및 장비 운영 등이다. 이

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1급 응급구조사 직무를 기반으로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전공 교육과정에 적용한 것으로, 주

요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과 생명 존중 역량, 응급환자 평

가 및 처치 역량, 환자 이송 및 장비 운용 역량, 진료 보조 

및 자기계발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7]. 

이러한 직무 기반 역량에 대한 교육 과정의 평가는 효율

적인 교육과정의 운용을 위해서 중요하다[8]. 응급구조학 

기반의 많은 연구에서 직무 기반 역량 교육이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수자들과 실무자들에 의한 평

가는 이루어졌으나[9-11],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평가 및 

요구도를 파악한 연구는 재난에 관련된 연구 외에는 전무

하다[12]. 

Borich 요구도 분석은 학습자의 현재 교육 정도와 성취

해야 할 교육 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중요도가 높은 수

준에 가중치를 주어 요구도를 산정하는 방법[13]으로 교육 

요구도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14,15]. Borich 분석 

방법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t-검정에 비해 변별력이 높아졌

으나 결과가 단순 순위의 나열로 제시되어 우선순위를 고

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6].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으로 The Locus for focus model(LF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17,18]. 

따라서 본 연구는 Borich 요구도 분석과 LF 모델을 이

용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수

행도,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응급구조학 전공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

1. study subject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지역의 B대학교, N대학교, S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217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에 

연구의 목적 및 윤리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전송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

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설문 참여 여부에 따른 부정적

인 영향이나 피해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2. Researching tools

본 연구의 도구는 1급 응급구조사 직무 기반 핵심 역량

[7]의 37개 능력을 바탕으로 5인의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설문지이

다. 학생들이 응급구조학 교과 과정에서 37개의 능력을 습

득하기 위해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갖게 되는 항목을 통합하

였고, 설문 시 학생들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문

항을 수정하여 최종 20개의 능력을 도출하였다. 질문은 각 

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육 수행 정도와 중요도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3문항, 1급 응급구조사 

직무 기반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40문항,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교

과 과정 상 해당 교육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면 ‘전혀 그렇

지 않다’에 표기하고, 해당 교육에 대해 배웠다면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중 자신이 받은 교육의 수행도와 중

요도에 대해 답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긍정

의 대답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역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 교육 과정의 수행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8, 중요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63 이었다.

3. Definition of terms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응급구조학과 전공 교육 과정의 수행도란 학생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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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응급구조학의 전공 교육 과정 중 핵심 교육 역량을 

학생 자신이 충분히 배우고 익힌 정도를 의미하며, 응급구

조학과 전공 교육 과정의 중요도란 학생이 판단하기에 응

급구조학에서 전공 교육 과정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교육 

역량의 중요 정도를 의미한다. 

4. Data collecting

자료 수집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였으며,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다. 개발한 설문지

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여 url을 생성하였고, 생성된 url

은 해당 학교 교수가 직접 학생들에게 전송하였다. 대상 인

원 457명 중 21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47.5%이었다.

5.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급구조학과 전공 교육의 주제별 수행도와 중요도는 빈

도분석, 기술통계로 산출하였다. Borich 계산식[13]을 이

용하여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LF 모델)을 적용하여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

하였다. LF 모델의 가로축은 전공 교육 과정의 중요도, 세

로축은 전공 교육 과정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

(difference)를 의미하며 각 축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

의 영역으로 나뉘어 우선순위가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19]([16]재인용). 1영역은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높으

나 중요도가 낮은 주제, 2영역은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 

및 중요도가 모두 높은 주제, 3영역은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 및 중요도가 모두 낮은 주제, 4영역은 수행도와 중요

도의 차이는 낮으나 중요도가 높은 주제가 표시된다. 4영

역에 표시된 교육 주제는 높은 중요도만큼 교육이 잘 진행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2영역에 표시된 교육주제는 높은 중

요도에 비해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교육의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III. Study result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17명으로 남자 34.1%(74명), 여자65.9%(143

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0.96±1.63으로 1학년 

25.8%(56명), 2학년 26.3%(57명), 3학년 27.2%(59명), 4

학년 20.7%(45명)이었다.

Variables N (%)

Age(years, M±SD) 20.96 ±1.63

Sex male 74 (34.1)

female 143 (65.9)

Grade 1st 56 (25.8)

2nd 57 (26.3)

3th 59 (27.2)

4th 45 (20.7)

Total 217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7)

2. Performance, importance and Borich needs 

assessment for the major theme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응급구조학과 전공 교육의 주제별 수행도와 중요도 및 

Borich 요구도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수행도가 높은 

주제는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일차 평가 

교육’, ‘이차 평가 교육’ 순이었다. 중요도가 높은 주제는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외상 환자 처치 교

육’, ‘개인 감염관리 교육’ 순이었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는 1위가 구급 차량 관리 교육, 2

위가 졸업 후 자기관리 교육, 3위가 병원 내 환자 감시 교

육이었다.

3. Performance, importance and Borich needs 

assessment for enhance the competenc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응급구조학과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제의 수행

도와 중요도 및 Borich 요구도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수행도는 ‘산악 구조 및 응급처치’, ‘수난 구조 및 응급 처

치 ’, ‘항공 구조 및 응급 처치’ 순으로 높았고, 중요도는 

‘수난 구조 및 응급 처치’, ‘항공 구조 및 응급 처치’, ‘산악 

구조 및 응급 처치’ 순으로 높았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는 ‘항공 구조 및 응급 처치’, ‘ 수

난 구조 및 응급 처치’, ‘ 산악 구조 및 응급 처치’ 순으로 

나타났다.

4. The priority of the major theme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by the Locus 

for Focus Model 

LF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한 교육 주제의 우선순위는 

Figure 1. 과 같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와 중요도가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2영역(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

에 포함되는 주제는 ‘의료 지도, 인계 교육’, ‘내과적 응급

환자 처치 교육’, ‘응급 환자 정보 관리 교육’, ‘병원 내 응

급환자 진료 보조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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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performance

(M±SD)

importance

(M±SD)

difference

(M±SD)
Borich rank

1. Education for medical ethics 4.26 ±0.870 4.53 ±0.638 0.28 ±0.685 1.25 12

2. Educ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4.29 ±0.808 4.50 ±0.674 0.21 ±0.615 0.93 15

3. Education for out-of-hospital dispatcher 4.43 ±0.749 4.65 ±0.606 0.22 ±0.567 1.03 14

4. Education for field safety assessment 4.53 ±0.674 4.65 ±0.607 0.12 ±0.519 0.54 18

5. Education for primary evaluation 4.57 ±0.657 4.67 ±0.578 0.10 ±0.402 0.45 20

6. Education for secondary evaluation 4.54 ±0.680 4.65 ±0.615 0.10 ±0.418 0.47 19

7. Education for medical oder from a doctor, Education 

for han dover to In-hospital medical staff
4.33 ±0.908 4.67 ±0.560 0.34 ±0.852 1.59 10

8. Education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4.60 ±0.666 4.74 ±0.544 0.13 ±0.514 0.63 17

9. Education for traumatic emergency patient 

treatment
4.41 ±0.909 4.70 ±0.631 0.29 ±0.759 1.34 11

10. Education for non-traumatic emergency patient 

treatment
4.29 ±0.988 4.65 ±0.670 0.36 ±0.913 1.69 8

11. Education for special emergency patient treatment 4.10 ±1.109 4.56 ±0.756 0.46 ±0.986 2.10 5

12. Education for multiple casualty treatment 4.37 ±0.915 4.64 ±0.681 0.26 ±0.866 1.22 13

13. Education for special disaster scene 4.05 ±1.106 4.55 ±0.725 0.50 ±0.977 2.29 4

14. Education for personal protect care of infection 4.48 ±0.740 4.68 ±0.583 0.19 ±0.659 0.91 16

15. Education for Ambulance management 3.81 ±1.212 4.59 ±0.662 0.77 ±1.171 3.55 1

16.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 of 

emergency patient
4.26 ±0.912 4.62 ±0.613 0.36 ±0.822 1.66 9

17. Education for In-hospital patient monitoring 4.10 ±1.099 4.63 ±0.619 0.53 ±1.005 2.45 3

18. Education for In-hospital medical assistance 4.20 ±1.046 4.63 ±0.647 0.43 ±0.941 2.01 6

19. Education for instru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4.18 ±1.076 4.56 ±0.692 0.38 ±0.911 1.74 7

20. Education for maintaining professionalism after 

graduation
4.00 ±1.159 4.56 ±0.762 0.56 ±1.017 2.56 2

Table 2.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for the major theme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and the differences by analysis of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 

Fig. 1. The priority of the major theme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by the locus for foc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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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 표준안의 기초자료인 

1급 응급구조사 직무의 핵심 역량을 기반 한 것으로 응급

구조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수행도, 

중요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응급구조학 전공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응급구조학과에서 수행도가 높은 교육 주제

는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일차 평가 교

육’, ‘이차 평가 교육’ 순 이었다.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은 전문응급처치

학 각론 관련 교과목인 기본 인명소생술, 전문 심장 소생

술, 통합 시뮬레이션, 임상 현장 실습에서 반복적으로 다

루어진 내용으로[7] 수행도가 높다고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일차평가 교육’과 ‘이차평가 교육’은 응급환자관리

학 및 응급환자평가 과목,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관련 교과

목들 중 내과, 외상, 특수상황 응급처치학에서 학습하는 

내용으로 교육 과정 로드맵 전반에 걸쳐 분포되고 있어 교

육의 수행도가 충분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주제는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

장소생술 교육’, ‘외상 환자 처치 교육’, ‘개인 감염관리 교

육’ 순 이었다.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 ‘외상 환자 처

치 교육’은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관련 교과목에 해당되며 

‘개인 감염관리 교육’은 응급환자관리학, 응급환자 평가,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외과 진료보조학 등의 교과목에서도 

중복해서 다루는 개념이다. ‘심폐소생술 및 전문심장소생

술 교육’, ‘외상 환자 처치 교육’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중 

핵심영역에 속해 있고 여러 교과목에서 단계적으로 학습

되는 주제이기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중요성

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감염관리 교육’은 코로나

19 유행을 겪으며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강

조하고 있기에 중요도를 더욱 높게 응답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20].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로는 1위가 

‘구급 차량 관리 교육’, 2위가 ‘졸업 후 전문성 유지를 위

한 교육’, 3위가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이었다. 

구급 차량 관리 교육은 전문응급처치학 총론과 구급현

장실습 교과목에서 다뤄지며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강의실 수업 보다는 구급현장실습에서 주로 학습이 이루

어진다. 구급현장실습은 소방청의 허가 하에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구급차에 동승하여 현장 응급구조사 업무를 보조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업 진행이 불가하여 학생들의 요

구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OVID-19 상황

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교내 대체 실습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전문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응급구조사의 직무 수행 정

도와 상관성이 있으며[21], 이를 위해 대학에서부터 학생

이 주체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개혁, 강사법 

시행 등으로 응급구조(학)과에서도 졸업학점에 대한 기준

이 축소되고 있어 이러한 주제로 학점이 새로 개설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응급구조학과 2차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보고서[6]에서 필수 교양 교육과정 중 ‘생명 존중의 직업적 

소명의식 역량’과 ‘소통과 협업역량/ 자기계발 역량’을 선

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으므로 졸업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추가적

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병원 내 환자 감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동시에 응급 

의료의 한 영역이다.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내의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의료 영역의 환자 감시 술기를 경험한 학생의 입장

에서는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 상황에 맞게 나

열되어 있고[22], 교육 과정이 병원 전단계의 평가 및 처치

에 집중되어 있어 병원 내 환경에 대한 교육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현실을 반영한 법과 교육과정

의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구조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제로 제시된 수난, 

산악, 항공구조의 경우 특수환자응급처치학 교과목에서 학

습되는 내용이다. 해당 주제는 구급 보다는 구조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문 인력, 시설, 구조 장비 등 제반 

사항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갖

춰손정모 져 있지 않아 구조 외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취업처가 

소방 외에 해경, 군, 산악구조대, 항공 관련직 등으로 다양

하고[23,24], 응급구조사가 병원 밖 재난 상황에서 필수 

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구조 

중심의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The Locus for Focus Model(LF 모델)에 

의한 최우선 영역에 포함된 주제는 병원 내 환자감시교육, 

병원 내 응급환자 진료보조 교육, 내과적 응급환자 처치 

교육, 의료지도, 인계 교육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이 역사적으로 병원 밖 단계 대응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기는 했으나 현재 병원 근무 경력이 병원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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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업무를 위한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25]. 그러나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기준이 모호하고 병원마다 

상이하여 교육에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 LF 모델에서 학생 요구도 최우선 영역에 포함된 4가

지 주제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내과적 응급환자 처치 교육’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교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반해 요구도의 최우선 순

위에 위치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현재 진행되는 

교육의 질과 내과 교과목에 대한 총 시수를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병원 밖 단계의 소방, 해경, 응급환자 이송 업체 등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의료지도 및 환자 인계는 모든 출동 상

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특정 교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정립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교내 실습이나 비교과 과정에

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학생은 습득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지도나 환자 인계는 의사소통의 한 

영역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환자의 평가, 문제

점 파악, 처치, 감별진단 등 모든 과정의 이해를 기반으로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Borich 요구도가 높은 ‘구급차량 관리 

교육’, ‘졸업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 ‘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과 LF 모델의 최우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지

도, 인계 교육’, ‘내과적 응급환자 처치 교육’, ‘병원 내 환

자 감시 교육’, ‘병원 내 응급환자 진료보조 교육’에 해당

하는 교과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공 교육 과정에 대

한 수행도, 중요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응급구조학 전공

자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은 충남 지역의 3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 

217명으로 자료 수집은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 기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

해서 Borich 요구도가 높은 ‘구급차량 관리 교육’, ‘졸업 

후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 ‘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과 

LF 모델의 최우선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지도, 인계 교육’, 

‘내과적 응급환자 처치 교육’, ‘병원 내 환자 감시 교육’, 

‘병원 내 응급환자 진료보조 교육’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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