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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심전도 감시, 정맥로의 확보와 검체
체취, 외상환자에 대한 창상의 처치, 부목적용 및 각종 응급의료보조 등의 업무
◾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가슴압박과 백마스크를 이용한 환기, 소
생술에 필요한 약물 전달을 위한 정맥로 확보 및 검체 체취와 mechanical
CPR device 적용과 관리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소생
술과 관련된 업무.
n (중환구역) 중증 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와 심혈관질환자의 심전도 감시,
상부위장관 출혈 유무 확인과 세척, 중증 외상환자의 초기 처치
n (경환구역) 경증 환자의 빠른 투약을 위한 정맥로 확보와 입원 및 수술준
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처치

업무내용

n (외상구역) 외상 환자 초기 평가 및 상처의 세척과 드레싱, 부목적용, 통증
완화를 위한 정맥로 확보, 수술준비를 위한 검체 체취 및 심전도 검사
n (병동 업무) 응급의학과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처치
n (교육) 원내, 원외 의료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BLS, KALS, ACLS 교육과
지역사회 일반인을 위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n (대량재해 업무) 원내 대량재해 대비 훈련에서 경환구역과 중환구역 처치
를 담당하고 재난 텐트 관리 및 운용, 구급차 배정과 관리 업무 수행
n (학생 교육) 응급구조학과 학생 실무실습 교육 지도
n (장비 관리) 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12 lead ECG,

동맥혈 가스분석

POCT 장비, mechanical CPR device, AED, .원심분리기등의 관리
[지 식]
- 정맥로 확보와 외상처치에 관련한 해부학적 지식
-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정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지식
- 장비 사용에 관한 지식
직무요건

- 심전도 판독에 관한 지식
- 무균 처치에 관한 지식
- 혈액 검사의 판독에 관한 지식
- 검사 합병증 관리 지식
- 공인된 기본 인명구조술, 전문 심장구조술 과정 수료
- 문서작성/문서관리/문서기안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이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특성 및 기능 이해(일반직 공통사항)

[기 술]
- 무균 처치 능력
- 능숙한 정맥로 확보 능력
-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 업무관련 전산프로그램 이해 능력
- 응급실 각종 장비 사용 및 관리 능력
- 상황별 심전도 활용 능력(Rt. precordial lead, Dextrocardia 등)
- 손상부위별 부목 적용 능력
- 문서작성 및 관리 능력, DB 자료 수집, 관리 및 활용 능력, 업무용 소프트
웨어 및 사무기기 활용 기술(일반직 공통사항)
- 직무 관련 외국어 활용 능력(일반직 공통사항)
[역 량]
- 환자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적용 태도
-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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