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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등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갑작스
럽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근거리의 중증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
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등으로의 이송이 불가피함



특히 중환자 이송 시에는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장비 이용이 필요하므로 음
압구급차의 활용 등에 관해 응급구조사 등의 이송요원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이송과 관련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 중인 “음압구급차”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함



문헌검토: 국내외 중환자 이송과 감염관리에 관한 사례 및 연구결과 검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도내 음압구급차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논의와
병원 간 이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기계공학 분야의 전
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시뮬레이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
압구급차를 활용하여 실제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시뮬레이션을 시행



음압구급차란

- 코로나19 일반 환자를 통상적인 기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할 경우, 격리를
위해 환자는 “음압 텐트”에 들어간 상태가 됨
- 이에 비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
료가 적용 중이라는 전제 하에 기존의 음압 텐트에 들어간 상태로 이송하는 것
이 어려워지므로 구급차 차량의 환자실 내부를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음압격리병
실처럼 공조 시스템 및 필터를 통해 만든 것이 “음압 구급차”임


음압구급차 이송의 적응증

-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중환자 이송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즉, 이러한 상태
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일 뿐임


이송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이송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Ventilator의 작동 상태는 확인되었나?
여분의 circuit 및 소모품이 있나?
현재 산소 소모량이 음압구급차 보유량으로 충분한가?
모니터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송관련 준비 상황을 출발 병원에 확인하였나?
이송관련 전문 인력 동승을 출발 병원에 확인하였나?

체크란

<환자 이송 시작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체크란

이송에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가?
튜브는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인공호흡기의 작동 상태는 확인되었나?
산소통으로 인공호흡기에 산소 공급은 잘 되는가?
이송 중에 환자 활력징후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가?
Infusion pump 등 통한 약물 주입 잘 되고 있는가?
수액 약물 라인들은 꺾이거나 꼬이지 않고 잘 정리되었는가?
환자는 침대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가?
원내 이동 경로에서 장비가 같이 이동 가능한가?
<구급차 출발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각종 튜브는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호흡 회로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관련 카트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Ventilator는 잘 작동되고 있는가?
Wall O2는 잘 공급되고 있는가?
모니터 상 활력징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Infusion pump 등 통한 약물 주입 잘 되고 있는가?
수액약물 라인들은 꺾이거나 꼬이지 않고 잘 정리되었는가?
환자는 침대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가?

체크란

<이송 중 체크리스트(1)>

<이송 중 체크리스트(2)>

<이송 후 체크리스트(1)>
상세 항목

체크란

이송 종료 후 환자 상태 확인
모니터, ventilator, infusion pump 및 관련 부속품 확인
필요 행정 서류 작업 확인

(1) 중환자 이송


시도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차 및 항공
이송 등의 연계 상황 고려가 필요함



소방 및 구급 시스템의 병원-병원 간 이송 참여의 법적 문제



도로교통법 상 중증 호흡기감염병 환자 이송시 주변 차량 및 교통신호 통제를
위한 경찰 행정의 공조 필요성



중증 환자 이송과 관련된 행위수가 및 치료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등이 모두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며 이를 위한 근거생성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환자이송에 있어 감염관리


구급대원의 개인보호장구(PPE) 착용

- 후드가 달린 전신보호복 위에 일회용 방수성 긴팔비닐가운을 입고, 환자이송 후
제일 겉면의 일회용 방수성긴팔비닐가운과 겉장갑을 벗고 새것으로 교환한 후
구급차에 탑승 후 귀소



구급차의 소독과 환기

- 소독시 분무/연무식 소독방법은 권고방식이 아니고, 작업하는 근무자에게 소독
제의 흡입독성의 위험이 있어 소독전, 소독중, 소독후 환기가 필요하고, 환기팬
이 장착된 구급차가 이송할 수 있어야 함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에 사용된 구급차의 소독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소독작업구역 설정, 소독작업 후 오염된 개인보호구 탈의
공간도 필요함
- 106 CMH 이상 환기팬이 1개 장착되어 있을 경우 (시간당 15회 정도의 환기로
간주) 구급차 문을 열고 배기팬을 최대 가동하면 환기시간 최소 30분 이상 필
요함


구급대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개선이 필요



코로나19, 환자이송, 중환자이송, 음압구급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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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필요성
◯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중증도에 따라 1)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실 입원(중증환자 치료병상), 2)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원 입원(감염
병전담병원), 3) 생활치료센터로 구분하여 환자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1)

그림 1. 경기도형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 흐름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당시 환자의 임상적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환
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
1)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2020), 경기도형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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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료에 주요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 간의 진료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 할 수 있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경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경증 환
자의 상태 악화 시에는 적절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경기도 내 의료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고, 코로나19의 감염성
등으로 인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중환자 이
송 시에는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장비 이용이 필요하므로 음압구급차의
활용 등에 관해 응급구조사 등의 이송요원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경기소방본부에는 3개의 음압구급차(분당소방서, 의왕소방서, 파주소방서)
를 보유하고 있으나 음압구급차를 활용한 중환자 이송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에 대한 경험은 부
족하다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코로나19의 이송과 관련된 각종 지침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2)3),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음압구급차를 활용한 중환자 이송 체계는
미비하다 할 수 있음

2) Brown, A. S., Hustey, F. M., & Reddy, A. J.(2020), Interhospital transport of patients with
COVID-19: Cleveland Clinic approach. Cleveland Clinic Journal of Medicine.
3) Beena Yousuf et al(2020), Transport of critically ill COVID-19 patients. Intensive Care M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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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eveland Clinic의 COVID-19 환자이송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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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afe transportation of critically ill COVID-19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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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경기도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이
송과 관련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 중인 “음압구급차”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코로나19 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둘째, 개발된 코로나19 중증 환자 이송 매뉴얼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하
고자 함
- 셋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도내 중환자 이송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염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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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내용
1) 음압구급차를 활용한 중증환자 이송 매뉴얼 개발
◯ 이송 체크리스트 개발
-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음압구급차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를 이송하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등이 담긴 매뉴얼을 개
발하고자 함
-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매뉴얼의 수용성과 타당성
검토하고자 함
◯ 이송에 있어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 국내외 다양한 문헌검토 등을 통하여 중증환자 이송 뿐 아니라 평시의 구
급대원 감염관리, 구급차 소독/환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고자 함
-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음압구급차를 활용한 중증환자 이송 시뮬레이션
◯ 이송 시뮬레이션 시행
- 연구진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실제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청
유관부서와의 이송 시뮬레이션 하고자 함
- 디브리핑 과정 등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참가자 및 외부 자문 의견을 청취,
추후 정책 제언 등에 반영하고자 함

3)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을 위한 정책 제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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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중환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제도 측면에서의 정책 제언과 감염관
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제언하고자 함

나. 연구 방법
1) 문헌검토
◯ 국내외 관련 지침 및 연구결과 검토
- 국내외 중환자 이송에 관한 사례, 중환자 이송에 대한 연구자료 분석
- 이송체계에 있어 감염관리(구급대원의 개인보호장비, 구급차 소독/환기 등)
에 대한 국내외 지침 및 연구자료 분석

2)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
- 도내 음압구급차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담당자와의 실무 회의
- 코로나19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응급의학 및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3)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시뮬레이션
◯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시뮬레이션 시행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압구급차를 활용하여 가상의 시
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시뮬레이션을 시행
-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디브리핑(de-briefing)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에 참여
하였던 구급요원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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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문헌검토



국내외 중환자 이송/감염관리 관련
지침 검토



코로나19 이송 매뉴얼 개발(초안)
전문가 자문회의


이송 시뮬레이션



매뉴얼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진행



디브리핑 과정을 통한 보완점, 정책제
안 도출
그림 3. 연구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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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매뉴얼 검토

1.

중환자 이송에 관한 고찰

2.

병원 간 이송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2.

병원 간 이송체계에 관한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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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이송의 역사는 가장 멀리는 나폴레옹 전쟁 때 Baron Dominique
Larrey’s “ambulance volante”라는 마차의 형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
고 1967년 Pantridge and Geddes가 심근경색 환자 300명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 이후 1차 세계대전 중 열차를 이용한 중환자 이송 사례가 다음과 같이 사
진으로 기록이 남아 있음

그림 4. 1차 세계대전 중 열차를 이용한 중환자 이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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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환자 이송의 대원칙과 핵심요소
◯ 중환자 이송의 대원칙4)
- 중환자의 이송은 이송 그 자체가 환자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의료진에 의해 여러 생명유
지장치의 사용 및 보조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수적
임
- 특히 이송 중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나 치료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며,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인력과 장치를 구비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Carole 등의 보고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적용을 받는 중증 환자가 병원 간
이송에 노출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한 출혈, 정맥혈전증, 기흉
혹은 폐허탈, 원내 폐렴, 혈당 조절 불균형, 고나트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짐
- 병원 간 이송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이송에서도 중환자는 70%가 이송과정
에서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부작용 혹은 합병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려짐
-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환자 이송에 전문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임. 이러한 특수 조직화된 팀은 현재 국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바
일 중환자실 팀만 존재하나 역시 시범사업 수준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는 운영되는 팀이 없음
◯ 효율적인 병원 간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이루어
져야 함
- 의사, 간호사, 호흡치료사로 구성된 통합팀 구성
- 통합팀이 환자의 지정학적 위치나 이송 환자 수, 이송 패턴, 병원의 능력
(인력, 장치, 응급의료체계, 교통수단)에 대한 평가를 시행
4) 대한중환자의학회(2020), 중환자의학(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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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를 통해 문서화 및 표준화된 이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표준화된 질 향상 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5. 중증 환자 이송의 원칙 및 적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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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nterfacility transf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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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간 이송시 고려사항
◯ 환자 예후는 각 의료기관의 자원 및 의료인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따라서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넘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병원 간 이송이 발생하게 됨
- 전원에 따른 이득이 그에 따른 위험을 상회할 때 이루어짐
- 전원 결정은 이송하는 의료기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름
- 일단 결정되었다면 가능하면 빨리 전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표 2. 병원 간 이송에 따른 법적 사항(미국의 경우)



병원 간 이송에서 양 의료기관 간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영리적 목적은 불법, 심각한 처벌도 가능



환자 및 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 및 서명이 있어야 함. 동의서에는 전원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명시



전원을 보내는 의료인은 항상 의무기록에 전원 사실을 기록

◯ 이송 전 조율 및 의사소통
- 환자를 보내는 의료인은 전원 전 수용병원의 의료인에게 연락하여 환자
수용 여부 및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인은 환자 상태의 모든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
에서 환자를 보내기 전 치료나 안정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전원 방법의 결정: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의료진이 결정. 환자의 위급한 정
도, 이송 시간, 날씨, 이송 중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가용 여부 등이 고려
될 수 있음
◯ 동반 인력
- 의사 인력의 동승 여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
- 중환자인 경우 의사의 동승이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전원을 보내는 병원
의 해당 주치의가 동승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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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므로 다른 의사가 동반하되 이송 전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고 주치의
와의 인수인계가 필요함
-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인수인계를 병원 사이에 직접 연락하거나
이송팀과 함께 간호기록을 전해줄 수도 있음
- 중환자 이송의 경우 운전자 외 최소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동반되는 것
이 권장. 이송팀의 리더는 가능한 의사가, 활력징후가 안정된 경우는 간호
사 혹은 의료보조 인력이 리더가 될 수도 있음. 이송팀의 리더가 의사가
아닌 경우 이송팀 전원을 지휘하는 의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이
러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또
한 미리 문서를 통해 부여받아야 함
- 동승 인력은 기도관리, 정맥내 주입치료, 심부정맥 소견 판독 및 치료, 심
폐소생술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필수 장비들
- 이송거리 및 환자 중증도의 경중에 따라 언급된 물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이송이 빈번하지 않은 경우 모든 품목들이 위의 적절한 기준에 맞게 소독
된 상태로 효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함. 신종 감염
병 환자이송의 경우 음압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 특히 이송이 급히 필요할 때 대체 장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
으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장비 및 약물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함. 또
한, 이송팀은 주요 장치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능력 또
한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구급차 내부에 비치된 장비/물품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
량만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소독제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비치하
며, 일회용 제품을 고려함.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물품의 경우 소독과 멸
균 지침5)에 따라 처리해야 함
5) 질병관리본부(2014.12),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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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병원 간 이송에 필요한 필수 장비

◯ 전원 시 환자의 준비
- 의무기록을 포함한 이송 준비로 인해 중증 환자의 전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중요한 정보는 직접 구두로 전달하고 의무기록을 비롯한 환자 정보
는 추후 따로 전송할 수도 있음. 미국의 경우 이송에 필요한 환자의 의무
기록, 혈액 및 영상검사 결과 등이 연방법에 따라 COBRA/EMTALA 체크
리스트가 사용되도록 권고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중증환자 이송 시 전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획득, 이송 병
원에 대한 사전 수용 여부 확인, 전원소견서를 포함한 의무기록 및 기타
검사결과 동봉이 이루어지도록 권고되고 있음
- 무조건 빨리 타 기관에 보내기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전원하면 그 또한 환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송 전 의료인은 환자가 이송과정 중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함.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시술은 피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나 조언
을 전원을 받을 병원의 의료진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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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모든 중환자는 전원 전 반드시 정맥주사라인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불가
능한 경우 중심정맥라인 확보까지 이루어져야 함
- 수액 및 활력징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약제들은 유리병이 아닌,
비닐백에 담겨있어야 함. 투여 중인 약물의 종류, 혼합용량 및 주입 속도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용 중인 정맥주사 펌프의 숫자도 사전에 확
인하여야 함
- 이송 중 차 안에서 기도삽관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기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기도 확보를 해서 출발해야 함
- 외상 환자의 경우 경추 고정기 및 긴 척추 고정판 등을 적용한 척추 고정
이 필요함
- 필요시 위장관 튜브 및 도뇨관 삽입이 사전에 시행되어야 함
- 적응증이 된다면 흉관 삽입을 통한 흉관 내 감압을 전원 전 시행할 수 있
고 하임리히 밸브 혹은 진공 배액을 적용함
- 특히 이송 수단이 항공일 경우 환자가 흥분하여 환자 자신 및 동반 의료
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억제대로 사지를 고정하거나 필요시 진정제/
진통제와 함께 근이완제 사용도 고려하여야 함
-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이송 전 흉부X선을 확인, 기흉
과 같은 이송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사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대만의 사례
- 대만에서 시행된 한 연구6)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환자에서 병
원 내 이송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적용, 이송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의 빈도를 줄였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음
6) Lin, S. J., Tsan, C. Y., Su, M. Y., Wu, C. L., Chen, L. C., Hsieh, H. J., ... &Wu, H. D.
(2020),
Improving patient safety during intrahospital transportation of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with critical illness. BMJ open quality , 9 (2), e0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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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송 중 발생하는 환자 안전 사건이 이송 팀의 이송 도착 지점인 영
상검사 촬영 장소에서의 주의 부족이라는 인적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병원 내 질 향상 활동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
는 계기가 되었음
표 3. 대만의 연구결과: 이송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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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7)
- 기타 신생아용 인큐베이터, ECMO와 같은 특수 장치를 적용하고 있는 환
자의 경우 해당 특수 장치의 여러 가지 설정값을 확인하여야 함
- 이상의 내용을 포함, 모두 전원 시 체크리스트의 적용이 향후 추가로 확인
되어야 할 것임
표 4. 병원 내 이송에서 주로 보고되는 사고들

7) Brunsveld-Reinders, A. H., Arbous, M. S., Kuiper, S. G., &de Jonge, E. (2015), A
comprehensive method to develop a checklist to increase safety of intra-hospital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Critical Care , 19 (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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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환자실 의료진으로부터의 권고사항

◯ 이송 중 환자 감시
- 모든 중환자는 중환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활력징후 및 산소포
화도, 심전도가 모니터링 되어야 함
- 일부 환자에서는 동맥내혈압,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두개내압, 호기말이산
화탄소분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갖춰져야 함
- 특히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기도 삽관 환자의 경우 이송 중 기관내튜브
의 위치를 자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함. 간혹 이송 전 인공호흡기 기계환
기 양식을 이송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송 전
기계환기 양식을 바꿔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환자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전원 여부 자체를 재고하거나 ECM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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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고려하여야 함
◯ 특수 상황에서의 이송
- 최근 심폐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ECMO를 보조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감염증에서 특히 역할의 중요
성이 점점 더 늘고 있음
- ECMO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의 이송 역시 동일한 이송의 원칙이 적용하
여 이송을 진행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ECMO 환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팀이 반드시 이송에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팀은 이송을 받을 기관에서 직접 나오는 것
이 이상적임
◯ 이동형 중환자실 및 전문이송팀 적용 효과
- 국내에서 이동형 중환자실 세팅을 갖춘 전문화된 이송팀을 운영하였을 때,
중환자 이송 후 응급실 사망률 및 24시간 병원 내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
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음
-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만 이동형 중환자실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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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고려사항들8)
◯ 중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들은 아래와 같음
표 6. 환자 이송 전 해야 하는 질문

8) Andreas Valentin(2016), Safe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ICU Management &
Practice, Volume 16 - Issue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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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환자 이송 전 해야하는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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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관련 환자 안전 사건 발생의 위험인자 연구9)

그림 9. 이송 관련 환자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인자
9)

Fanara, B., Manzon, C., Barbot, O., Desmettre, T., & Capellier, G. (2010),
Recommendations for the intra-hospital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Critical Care,
14(3), R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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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랑스의 SAMU(Service d'Aide Medicale d'Urgence)
◯ 프랑스 EMS 시스템 중 병원 전 단계 케어10)
- 프랑스에서 Mobile Medical Intensive Care team은 1955년 처음 시작
되었음. 첫 환자는 교통사고 환자를 병원 간 이송했던 사례였음
- 현재 “the Service d’Aide Medicale d’Urgence (SAMU)라는 조직 이름
으로 병원 밖 응급상황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전체 프랑스는 105개의
지역 SAMUs로 나누어져 있다고 함. 기본적으로 24시간 서비스가 이루어
짐
- Mobile intensive care unit (MICU)는 320개의 SMUR (Service Mobile
d’Urgence et de Reanimation) 센터로 흩어져 있음


MICU는 프랑스 전역에 “advanced life support”라 할 수 있는 모두 구조기술
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 예를 들어 의사는 병력 및 신체검진, 심전도 시행 및 혈
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음. 일부는 주산기 환자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소아과
전문의 및 간호사가 근무



일반적으로 전화 수신과 환자 도착 사이의 시간은 15분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송전담 의사가 목적지 병원 및 필요한 전
문 서비스도 결정, 때문에 지역의 모든 가용 자원에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정 요일 또는 밤에 특정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병원 및 가용 병상까지 추적이
가능함

10) Adnet, F., &Lapostolle, F. (2004), International EMS systems: France. Resuscitation ,
63 (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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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MU(Service d'Aide Medicale d'Urgence, 1972년 창설)
가) 역사
◯ 이 서비스 제도는 1955년 출발되었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응급 환
자의 병원 이송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임. 같은 해, 병원간의 이송뿐만 아니라 병원 외부에서 심각한
조난 상태의 경우 또한 처리할 수 있는 의료팀이 창설됨
◯ 1965년에

‘응급이송

및

소생

서비스’(SMUR,

Services

mobiles

d'urgences et de réanimations)가 공식화되었음
◯ ‘응급의료구조 서비스’는 프랑스의 응급의료구조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며,
응급의료구조란 불편, 병증과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
을 위해 도로, 가정, 작업장 등에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사전 구조 차
원의 구호를 의미함
◯ 이 서비스 제도는 프랑스 언어권의 다른 국가들(알제리, 벨기에, 카메룬,
아이보리 코스트, 룩셈부르크, 마로크, 세네갈, 튀니지) 뿐만 아니라 스페
인․포르투갈 언어권(브라질, 아르헨티나)에도 도입되었음

나) 체계
◯ 프랑스에서 SAMU는 도(道, département) 단위의 유일한 병원 서비스
시스템(인구 50만 명 기준 1개)임. SAMU는 ‘응급전화 수신 및 조정 센
터’(CRRA, centre de réception et de régulation des appels) 혹은
<[응급 전화번호] 15 센터>, 응급구조 관련자 교육을 맡고 있는 ‘응급구조
교육센터’(Cesu, centre d'enseignement des soins d'urgences)로 구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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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성(Ministry of Sante) 직속 관할로서 전국의 국립병원에 105개가 설
치되어 있으며, 총 350개의 SMUR(mobile ICU: 이동식 중환자실)를 운영
하고 있음
- 1개의

SAMU에는

1개씩의

정보센터를

운영하며

프랑스

행정구역인

Department(시․군․구: 인구)와 지역적 영역을 같이하여 20~200만명 정도
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4~5개의 SMUR 출동소를 갖추고 있으며, SAMU와
SMUR은 협약에 따라 업무를 공유하고 있음. SAMU가 응급 의료를 위한
부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SMUR는 SAMU의 손발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센
터를 운영하지 않는 SAMU도 있어서 정보센터는 모두 98개소임
- SAMU는 국립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대부분이 마취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응급의학전문의제도
가 없음). 1개의 SAMU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는 4~5명이며, 수련과정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7~12명임. 전문의는 의과대학 7년과 일반의과정 2년,
마취과 수련과정 5년을 거치게 됨
- SAMU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고, SAMU 예산은 국립병원
을 통해

지급되고,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병원기구(ARH)에서

결정함
- 시․군․구 단위의 Department에 1개소씩 설치된 SAMU는 너무 많고, 우리
나라의 시․도 단위인 Region에 1개소씩 SAMU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
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SAMU의 인건비나 운영비, 응급환자 이송료, 처치료, 진료비 등은 자부담
없이 사회보장기금과 의료보험에서 모두 부담함

다) 임무
◯ SAMU에 허락된 의료 문제에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SAMU의 임무
이며, 이 임무에는 단순한 의료적 조언에서부터, 사설 응급차나 적십자사․
시민구호소의 구급차, 그리고 소방서 응급 이송차(VSAV, Véhicul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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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urs et d'assistance aux victimes: 의료적 개입이 1차 목표가 아닌
응급 이송 차)를 보내는 업무, 그리고 이송 중에 소생술을 사용하는 것까
지 포함됨
◯ 가정 구호에 있어 병원 이송을 위한 사설 유료 응급차를 부를 수 있으며,
병증이 심한 경우 소방서 요원을 보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SMUR 팀
을 보낼 수도 있음
◯ SAMU는 위기 상황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SAMU는
필요에 따라 병원 시설이 설비된 이동 의료실(평상시), 혹은 전진 배치된
병원(비상시)을 관리하는 것임. 비상시에 SAMU의 장(⾧, 책임자)은 의료
구조 책임자(DSM, directeur des secours médicaux)를 겸임할 수 있음
◯ 여러 구조기관이 가입된 연합체가 있으며, 희생자의 이송을 요청받는 경우
SAMU가 그 연합체의 개입을 조정함. 파리 지역의 SAMU는 고속열차, 에
어 프랑스 항공기 내의 응급의료를 관리하며, 특수 팀을 운영하는 뚤루즈
지역

SAMU는

‘선원의료진단센터’(CCMM,

Centre

de

consultation

médicale maritime)를 통하여 수상선박내의 응급의료를 관장함
◯ 한 지역에 하나의 SAMU가 있는데(센느 마리팀 도, 피레네 대서양 도는
2개), 인구의 편차가 크지만 SAMU의 활동은 동일함

라) 소방대
◯ 소방대는 대부분 SAMU와 협동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경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음. 소방대에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SAMU의 의사가 책임지고 있으나, 파리와
마르세유의 소방대에는 의사(다수의 군의관 혹은 소수의 민간의사)가 배치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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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U, 민간 구급차, SOS의사, 일반의는 이용료가 유료이므로 무료인 소
방 구급대 이용이 더 많음

마) 재해재난
◯ 광범위의 재난에는 ORSEC 프로그램을, 제한된 재난에는 White 프로그램
(Plan Blanc)과 Red 프로그램(Plan Rouge)을, 그리고 특별한 재난 즉
고속도로, 지하철과 연관된 사고일 경우는 각각에 특별히 마련된 진행 프
로그램을 적용시킴
- 이때 SAMU의 역할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센터를 운영하여,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처치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임. 이의
수행을 위하여 SAMU 내에는 이동 지휘 차량(Mobile Headquarter)을 갖
고 있고, 이 차량 내에서는 SAMU와 연결되는 통신장비가 있음

2) 신고접수 및 이송체계
가) 신고접수
◯ 신고접수 전화는 SAMU 15, 경찰 17, 소방대 18번으로 되어있으며 15번
과 18번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15번은 “SAMU 정보센터” “15
center" ”medical regulation center"라고 함
◯ 구조전화는

가장

먼저

‘의료조정

상시대기부’(PARM,

Permanancier

Auxiliaire de Régulation Médicale)가 접수하는데, 핵심적인 질문 몇 개
를 통하여 단 몇 초 만에 응급의 정도를 파악함. 이 질문은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개입시킬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되어 있음
◯ 최초의 통화자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한 후 희생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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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 요청자와 의료 시스템을 연결시
켜야 함. 최초 통화자가 걸려온 전화를 연결해주고, 동시에 전산 자료도
이첩함
- 생명이 위독한 경우(심장계 질환, 호흡 곤란, 혼수상태, 중상자 발생 교통
사고 등)는 SAMU의 의사에게, 일반의(generalist) 관련 응급 상황(어린이
약물 오용, 복통, 경련, 경상자 발생 교통사고 등)은 <[응급 전화번호] 15
센터>의 의사에게 이첩하는 것임
- 이들 두 소속 의사들은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 희생자의 증상에 따라 상황
을 교대할 수 있음
◯ 때때로 의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구조 요청이 있음. ‘의료조정 상시대기
부’(PARM)는, 예를 들어 아이의 손에 발생한 경미한 화상을 잘 치료했는
지 질문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데 종사하는 기관이
임
- 흔히 이 기관은 의사와 통화 연결을 시켜주기 전에, 예를 들어 열이 나는
아이를 미지근한 물에 목욕시키라는, 최초의 조언을 해주는 것임. 또한 이
기관은 잘못 걸려온 구조 요청과 경찰․이웃 지방의 SAMU․치과의사 등 과
연결시켜야 하는 등, 구조가 필요한 요청을 확실히 탐지해 내는 유일한 기
관임. 특히 수많은 상투적인 결정을 위해 어떤 구조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에 있어 이 기관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
◯ ‘의료조정 상시대기부’(PARM)는 컴퓨터를 통해 어떤 사태에도 유용한 모
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의사에게 연결해 주며, 따라서 ‘의
료조정 상시대기부’(PARM)는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 요원과 무선통신에 있
어 결정적 역할을 함. 잘 정비된 무선통신 지침에 의해 확립된 기술 능력
덕분에 의사의 의견을 듣고 대응하는 기관임
◯ 결국 15번에 걸려오는 구조 요청은 일련의 인적 활동(구조요원,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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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정보활동을 가동시키는데, 여기서 ‘의료조정 상시대기부’(PARM)
는 훌륭한 조정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나) 활동
◯ ‘응급전화 수신 및 조정 센터’(CRRA)는 2004년 1,000만 건의 구조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매년 10%씩 증가한 수치임. 1,000만 건 중 47%만이
응급차를 보내야 했던 경우임
- 응급차를 보낸 세부적 내용을 보면, 소방요원의 ‘소방서 응급 이송
차’(VSAV)가 거리, 공공장소, 생명이 위험한 조난 등에 출동한 경우가
24%, ‘응급이송 및 소생 서비스’(SMUR)의 이송 수단 동원이 불가능했을
때 사설 구급차가 8%, ‘응급이송 및 소생 서비스’(SMUR)에 속한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차량’(UMH, Unité Mobile Hospitalière: [희생자를 집에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병원이 집의 희생자를 찾아가는
의료차량])이 8%에 달했음. 나머지 절반은 전화상의 조언(28%)과 집으로
일반의(generalist)를 보낸 경우가 차지함
◯ 구조 요청자는 구조 요청과 그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묘사함. 이에
맞추어 준비된 응답을 제시함으로써 SAMU는 불필요한 병원 이송을 피하
기 위한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음. 그 조정 원칙은 아래와 같음
- 특수화된 구조 자원을 적절치 않게 개입시키지 않게 해주며,
- 단순한 구조 요청에서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탐지해 내도록 해줌
◯ 결론적으로, 이처럼 훌륭하게 조정하는 기능은 잘 준비된 일련의 응답을
잘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최근 몇 년 동안 개업의사(médicine
libérale)의 대응은 “상시 치료”라는 이름을 표방했으나, 그럼에도 프랑스
전역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대응하지 못하였음. 이
러한 대응 능력의 감소는 아마도 개업의사에 대한 구조 요청의 감소(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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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사의 진료 시간 축소)를 의미하겠지만, 이는 또한 구급차 이송을 통
한 구조, 병원 응급 구조가 더 중요함을 의미함

다) 이송수단
◯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SOS차량은 민간 의료진이 응급장비나 약
품을 탑재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환자이송에는 관여
하지 않음
◯ 헬리콥터에 의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보건성에 헬기 요청시 처리가 지연
될 경우 SAMU의사의 판단으로 출동시킬 수 있음
◯ 민간이송업체
-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도 소방처럼 SAMU의 의료지도를 받음
- 민간이송업체의 이송료는 SAMU의 이송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
액국가부담, 또는 환자본인부담이 됨

3) 프랑스 응급의료체계의 시사점
가) 의사가 직접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
◯ 현장에서부터의 치료가 가능하고, 직접 환자를 평가함으로써 경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고 근처의 주치의나 사설
일반의가 출동함으로써 응급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중환자의 경우에는 SMUR에 의한 중환처치 후에 이송할 병원과 상호 연
락이되고, 이송 후에도 SMUR의사에 의한 후속처치가 병원의사와 함께 이
루어지므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치료의 연속성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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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학 수련자가 아닌 일반의사가 현장 처치를 담당함으로써 숙련된 처
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출동하는 모든 환자에서
SAMU call center의 Chief doctor 에게 통신으로 고지하여 결정을 받아
야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응급의학과 2년 과정이 시작되었
으나 이것이 전문의 과정은 아님. 즉, 이상적인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1.57명)가 프랑스의 의사 수(3.37명)의 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비추면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나) 구급차 출동의 이원화
◯ 정보센터가 SAMU 15번과 소방대 18번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호간의
연결체계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경우와 두 단계로 연락
되므로 시간이 걸림. 전문가들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소방대는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마을마다 있으며 무료이므로 앞으로는
소방대 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 단면만을 본 것이
며, 소방대로 통합하면 SAMU의 전문성과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
로 전문가들은 SAMU로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 파리와 마르세유의 소방대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SAMU의 임무와
동일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소방대의 의료진이 SAMU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즉, SAMU가 응급차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소방이 아직 구급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아 한번 제도가 정해지면 통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일 수 있음. 소방에서는 SAMU의 의료지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
면에서 SAMU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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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프랑스 S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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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학 담당의
◯ 일본에서는 구급의학과로 명칭하며, 구급의학과 전문의는 중환자만을 치료
하는 3차 응급의료센터에서 소수의 중증환자의 처치에 몰두할 수 있음
◯ 중환자를 끝까지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해 구급의학의사의 수련기간을 길
게 하고, 수술까지도 책임지게 하는 마치 미국의 응급의학의사와 외상전문
의, 중환자전문의를 합쳐놓은 듯한 역할을 담당하게 함. 이러한 조직이 일
본 여러 곳에 산재하여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제도가 국내
와 비슷한 일본의 사정상 3차 응급의료센터의 자체 수입을 합쳐 운영되고
있음

2)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일본은 정부에서 계획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통일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1차, 2차, 3차 응급센터를 구분하여 직접 혹은 단계적으로
알맞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게 하고 있음
◯ 경증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권고에 따라 1, 2차 응급센터를 방문할
수 있으며, 3차 응급센터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다른 응급실이 있기는
하나 중환자를 보는 응급의료센터의 공간(외부 중환자실의 개념)에서는 오
직 구급차를 통한 중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꼭 가야한다고 판명된 환
자만 치료하게 됨. 즉 환자의 분류가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시행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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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전 단계
◯ 소방이 근간이 되어 우리나라처럼 119번을 사용하여 이송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데, 응급구조사(일본에서는 ‘구급구명사’라고 칭함)가 할 수 있는
일과 수준이 미국처럼 전문적이지는 못하나 병원 도착 전까지 의료지도나
정보의 교환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응급구조사가 소
방직원이기 때문에 그 자질과 교육에 한계가 있음
◯ 지도의사에 대해서는 구급대에 지시를 주는 것과 같이 기획한 곳도 있지
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방 상주지도의의 지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
으며, 교육을 위하여 구급구명사의 양성소에 전속의사 3명 및 그 외 강사
를 파견하고 있음. 그러나 동경 소방청에서는 수백 명의 지도의사 풀을
만들어 교대로 봉사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전체
책임지도교수도 있음
- 동경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수백 명의 지도의사를 급여를 위하여 매우 많
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며, 소방에 있는 구급의사의 의료지도는 급한 처
치의 확인, 과의 결정 및 적절한 의료기관의 결정 등이며, 일단 가야할 의
료기관이 결정된 후에는 그 의료기관 의료진의 자세한 의료지도를 받게
됨

4) 정보․통신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 일본 구급시스템은 사고의 신고접수에서부터 환자의 병원이송까지 구급업
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급대와 병원간 무선통신에 의한 상호연
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 진료체제의 상황(의사, 대기여부,
병상수, 수술가부 등)을 자동적으로 병원운용 표시판에 표시해주는 구급의
료정보수집 장치가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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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119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고자 발신지의 자동표시장치와 함
께 신고자의 현장위치와 신고한 집이나 건물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
항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임
◯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은 일반적으로 구급대장이 판단해서 결정함. 대개 전
문병원과 의사는 조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조기에 환자의 인계나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음. 동경소방청의 경우에는 의료지도팀이 있어 이송할 의료기
관이 결정되고 이후에는 그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교신하여 의료지도를 받
음
◯ 헬리콥터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도서나 오․벽지와 같이 해상 또는 육
상교통수단으로는 이송시간의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 헬리콥터만이 유효한
이송수단이 됨. 따라서 기존의 방위청, 소방청, 경찰청 및 지방공공단체
소유의 헬리콥터를 구급 의료체계에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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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MICU
1) SMICU 운영개요
◯ 국내 유일 중환자 병원 간 이송 서비스
◯ 범위: 서울시(605.2km2, 인구 약 10,000,000명; 평균적으로 서울시에서
연간 응급실 방문 숫자는 1,500,000명으로 추산; 한국의 모든 응급실은
인력 및 장비, 제공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3단계 레벨로 분류
되어 있음. 2016년 서울시에서 운영되었던 응급실은 총 67개)
◯ 예산: 서울시 예산 연간 약 1,000,000천원 (실제 SMICU를 이용한 이송의
경우 실비용은 훨씬 더 비싸지만 손실은 서울시 예산 운영기금에서 충당
하고 환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은 사설 EMS에서 이송 거리에 따라 동일한
산정 기준으로 청구됨)
◯ 본부: 서울지역 1등급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 운영: 24시간 연중 무휴, 수용 병원이 있는 한 서울 시 내 모든 병원이
병원 간 이송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은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로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요청 병원의 의료인에게만 허용. 요청이
수신되면 SMICU 의사는 미리 결정된 프로토콜 및 병상 가용성에 따라 이
송 요청 수락 여부를 결정. 실질적으로 1팀만 운영되었으므로 다른 환자
이송시 받게 된 요청은 거부될 수 있음
11) Kim, T. H., Song, K. J., Do Shin, S., Ro, Y. S., Hong, K. J., & Park, J. H. (2019),
Effect of specialized critical care transport unit on short-term mortality of critically ill
patients undergoing interhospital transport. Prehospital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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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증 : 일반적인 이송 가능성 있는 중환자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 심
장 마비, 혈역학적 쇼크(외상 또는 패혈증), 급성 뇌혈관질환, 급성 심혈관
질환,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응급 수술, 내시경 또는 경피
혈관 조영술, 지속적인 신장 대체 요법 등), 대기 중인 SMICU 의사에 의
해 집중적 연속 모니터링 또는 집중 치료 의료기기(인공 호흡기, ECMO,
IABP, 인큐베이터 등)의 사용이 필요한 조건으로 분류된 기타 중요한 조
건
◯ 구성: 일반적인 병원 중환자실과 거의 동일한 시설로 특장된 구급차 및
레벨 1 EMT 자격을 소지한 운전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혹은
EMT 1명 총 3명으로 구성
◯ 장비: 고압 산소를 지원하는 휴대용 인공호흡기, 정확한 양의 심혈관 약물
투여를 위한 주입 펌프, 심장 박동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 / 제세동기, 호
기말 CO2 (EtCO2) 및 동맥선 모니터링이 장착. 중환자에서 사용되는 다
양한 범위의 중요 약물은 구급차 내부에 저장, 이송 중에도 의사의 지시
에 따라 간호사, EMT가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훈련
및 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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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MICU 이송 환자 군 및 사설 EMS 이송 환자 군 분류

2) SMICU 운영 결과
◯ 24시간 및 응급실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시켰지만 전반적인
병원 내 사망률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음. 병원 간 이송의 효과
를 국내 응급의료 데이터베이스의 장기 생존 결과와 연결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웠음. NEDIS는 응급실 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
기 때문에 입원 중 장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교란 요인을 다변
수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분석하고 조정할 수 없었음
◯ 중환자 이송 결과에 대해 비뚤림 없는 효과를 평가하려면 무작위 대조 시
험을 설계해야 하나 이는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 병원 간 이송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이전 연구 역시 유사한 사례 시리즈 연구임
◯ 결론적으로 병원 간 이송을 받는 환자를 위한 전문 중환자실에 의한 이송
은 전체 병원 내 사망률에 유의한 차이 없이 24시간 단기 사망률이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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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병원 간 이송을 받는 중환자에 대해서 SMICU의 이점을 기반으로
중환자 이송 서비스의 확장을 고려해야 함
표 7. 성향 매칭 코호트 분석 방법을 적용한 SMICU 이송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군 비교
결과

◯ SMICU 기능
-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 및 약물을 갖추고 있으며 전
수송 과정에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EMT가 동반됨
- 실제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운송 중에도 환자의 상
태에 따라 필요한 추가 의료 개입이 제공될 수 있음. 이는 SMICU의 모든
동반 의료진이 중환자 치료 대한 교육을 받고 SMICU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송은 항상 기록 및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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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가 자원 동원에도 불구하고 SMICU는 현행법 상 민간 앰뷸런스
와 동일한 소정의 비용 (10km 이동 거리에 대해 약 $70 ~ 75)으로만 상
환됨. 환자가 지불한 교통비를 초과하는 모든 초과 비용은 SMICU 사업의
경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었기에 가능하였음

나. 국내 병원 간 중환자 이송 상황
◯ 병원 간 이송에서 특수 중환자 수송 유닛의 활용은 이송 후 단기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훈련된 의료인과 중환자실 수준 장비에 의한 집중
치료 모니터링의 제공이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한 중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과임
◯ 국내에서 대부분의 병원 간 운송은 전문화되지 않은 민간 EMS 팀이 수
행. 병원 간 수송과 관련된 법은 환자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병원 간 수송
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공
◯ 운송비는 참여 인력 및 운송에 사용된 물적 자원에 관계없이 이동 거리에
따라 미리 결정됨. 민간 EMS 기관은 운송 중에 필요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추가 자원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
소한의 자원으로 2명으로 구성된 팀 (EMT 1 명, 운전자 1 명)으로 환자
를 운송함. 따라서 환자는 운송 중에 값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
◯ 모든 사설 구급차가 법에 따라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지만, 인공호흡기나
약물 주입펌프와 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병
원 간 운송에 사용되는 구급차의 필수 요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
서 이러한 기기를 필요로 하는 중환자들이 사설 EMS 팀에 의해 이송될
때 사설 EMS 승무원이 익숙하지 않은 출발 병원에서 빌린 기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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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주 이송되고 있음
◯ 중환자 이송에 핵심 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약물 주입펌프의 사용은 일반
적으로 EMT 인증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EMT는
이러한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음. 때문에 병원 간 이송을 받는 환자
가 삽관되면 환자는 일반적으로 인공호흡기가 아닌 수동 방식의 백-밸브
환기를 통해 이송됨
◯ 때때로 이송을 의뢰한 병원의 의사가 출발하는 병원에서 이송에 참여하기
도 하나 대부분 인턴의 업무에 해당하며 해당 인턴의 이송 병원 업무 공
백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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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압구급차란

2.

음압구급차 이송의 적응증

3.

코로나19 진료전달체계(경기도)

4.

코로나19 중환자 이송 프로토콜

5.

환자이송시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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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일반 환자를 통상적인 기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할 경우, 격
리를 위해 환자는 “음압 텐트”에 들어간 상태가 됨
◯ 이에 비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도 삽관 및 인공호
흡기 치료가 적용 중이라는 전제 하에 기존의 음압 텐트에 들어간 상태로
이송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구급차 차량의 환자실 내부를 국가지정격리
병상의 음압격리병실처럼 공조 시스템 및 필터를 통해 만든 것이 “음압
구급차”임
- 종류: (1) Mercedex-Benz 스프린터 차량을 THEMIS 사에서 특수장착한
차량(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속) (2)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샤시 및 ㈜
오텍에서 제작한 환자실 내부 및 음압장치 등으로 구성된 “쏠라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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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그림 12.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 차량 개요
- 감염병 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량
- 출고된 차량 자체에 대한 개조는 없고, 특수 장착은 사용자의 안전 및 차
량의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 등 부속법령 기
준을 준수, 정부에서 진행하는 차량 구조변경 검사를 통과한 차량임
◯ 주의 사항
- 음압필터는 소모품이며 교환주기는 감염환자 미사용 시 1년, 감염병환자
이송 후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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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내, 외부의 압력을 체크하기 위한 음압시스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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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구조
- 음압시스템 미작동 시, 외부에서 내부로의 공기유입이 없음. 이 상황의 경
우, 내부 작업자 1인 기준 30분 내에 산소가 고갈될 수 있음
- 음압 구급차 운용 시, 최소 스탠다드 상태는 차량 시동 및 50%, 100%
동작 상황을 유지

그림 14.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외부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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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외부구조(2)

◯ 내부 구조
- 운전석, 환자실 우측 상단, 후면 출입구 우측, 환자실 전방 벽면에 각각
스위치 박스가 있음(자세한 스위치 박스 소개는 차량 사용설명서 참조)
- 각 스위치 박스에 외부 경광등 시스템, 사이렌, 전면 그릴 LED, 미등, 비
상점멸등을 켜고 끌 수 있음
- 그 외 자세한 냉난방 및 음압 시스템 관제 내용은 다음의 사진 설명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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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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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장비
- 차량 운전석 상단-환자실 좌측 벽면 사이 운전자-탑승자 간 신호/통신이
가능한 인터폰이 존재

그림 17. 부대장비: 인터폰

- 환자실 내 전원 콘센트가 존재. 다양한 중환자 이송 시 필요한 장비들의
전원공급이 가능

그림 18. 부대장비: 전원 콘센트

- 차량시동 관련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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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스” 차량에 대한 에어로졸 전문가 고찰
- 음압 필터 교체주기와 관련, 현재 매 환자 하차시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권
고하고 있으나 병원의 음압병실의 필터 교체주기과 비교하였을 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음압병실의 HEPA 필터는 연 1회 이상 교체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 환자실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때 뒷바퀴 사이 아래쪽에서 배출되므
로 주변 차량 혹은 공간에 위협이 최소화되어 있음

그림 19. Mercedex-Benz/THEMIS “스프린터” 차량 외부배출구

- 환자실 내부 공조시스템의 경우 가능하다면 환자의 호흡기 주변에서 국소
배기가 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공조 시스템이 천장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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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그림 20.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 차량 개요
- 대한민국 정부 구급차 제작 기준(보건복지부령 제9호, 건설교통부령 제25
호)에 따라 제작된 선진국형 구급차임
◯ 주의 사항
- 환자실이 시간당 6회 이상의 환기 가능한 신선공기 유입부가 설치됨
- 음압관련 시설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기술
◯ 외부 구조
- 기본적으로 “테미스” 차량의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옵션 혹
은 부가기능들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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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외부구조

◯ 내부 구조
- 국내 최초 음압설비(배출기 및 공조기)를 탑재한 감염원 확산 방지 차량
- 환자실 밀폐 작업(운전실 및 외부와의 완벽 차단)
- 의료기기 접속용 12 DC 콘센트 및 AC 220V 전원 사용 위한 인버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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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내부구조

◯ 부대 장비
- 운전석 및 환자실 간 인터폰 설치
- 고성능 흡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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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산소공급장치 패널

- 회전식 응급구조사석에 환자실의 모든 장치제어가 가능한 집중식 조작판
넬 설치
- 다용도 약장함 설치 (잠금 장치가 있어 특수약품 보관용 수납함 외)

그림 24.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환자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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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 음압시스템

그림 25.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읍압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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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현대자동차/㈜오텍 “쏠라티” 차량 음압수준

다. 음압 시스템 비교
◯ 기본조건: 두 차량 모두 기본 차량 조건에서는 거의 동일함. 다만 일부 차
량 자체의 옵션 기능에 있어 “쏠라텍”이 더 나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테미스” 차량의 설명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략
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음
◯ 음압기능: “쏠라텍”이 메르스 이후 개발된 제품이므로 “테미스” 보다 설명
문이 훨씬 자세함. 비단 자세한 설명서 때문은 아니고 실제 음압의 조절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쏠라텍” 제품이 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음. 다만 두 차량 모두 필터 교환과 관련하여 감염환자 이송
완료 후 교환해야 한다는 시기적 권고안은 모두 동일함
◯ 기타: 일부 옵션 선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파노라마 뷰 외부 카메
라,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앱, 상호 대화 가능한 실내 및 영상 시스템, 환
자실 녹화기능 역시 “쏠라텍” 차량이 더 나은 상태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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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찰
1) “무엇을 위한” 음압 시스템인가?
◯ 일반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은 병원이라는 건물 내 비말 혹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경우 해당 병실 밖으로 감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임. 하지만 도로를 이동하는 구급차인 경우 감염
원이 배출을 막기 위한 외부가 일반적, 자연적인 외부 공간이라는 차이가
있음
◯ 환자실에 의료인이 동승자로 승차하는 경우 밀폐된 격리공간 내 이산화탄
소 중독을 예방하고 내부공기 정화를 위해 음압배출기 및 공조기는 반드
시 가동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음
◯ 하지만, 구급차 운전실 탑승자(소방대원) 및 환자실 동승자들(의료인 및 구
급대원)이 모두 중증 환자 이송 시에는 PAPR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승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환자실 음압 여부와 상
관없이 감염원으로부터의 전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즉, 코로나19 확진 일반 환자를 “음압 텐트”에 넣어서 환자를 격리시킨
상황에서 PAPR를 제외한 N95 마스크 및 고글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의료진과 코로나19 확진 중증 환자를 PAPR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를 갖춘 의료진 간에 감염의 전파 위험이 동등하다면, 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HEPA 필터 장착 음압구급차의 실질적 필요성은 다음의 상황에 대한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 있
겠음
-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과정 중, 특히 환자의 이송을 마치
고 하차를 하기 위해 구급차의 환자실을 개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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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
- 이송 도중 음압구급차의 음압 배출구가 뒷바퀴 쪽 하단을 통해 배출되므
로 이 때 만약 감염원인 바이러스가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배출될 경우 음
압구급차의 뒤를 따르는 다른 일반 자동차의 내부 공조시스템으로 들어가
서 감염원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방지

2) 적정 필터의 교환 주기
◯ 일반적으로 병원 내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HEPA 필터의 교체 주기와 달리
현재 사용 중인 음압 구급차의 경우 두 회사 제품 모두 적정 HEPA 필터
교체 주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특히 매 환자 이송 이후시에는 반드시 필
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실제로 음압 구급차를 사용하게 되
는 경우 고가의 HEPA 필터 교체와 관련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됨. 차
량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필터 교체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음
- 벤츠 스프린터의 경우: 음압필터는 소모품이며, 교환 주기는 1) 감염환자
미사용 시 1년, 2) 감염병환자 이송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쏠라티의 경우: 1) 5단에서 정상범위인 50 Pa 이상 형성이 안 될 경우,
2) 감염(의심)환자 이송 완료 후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진 주기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소방청 지침은 감염병 확진(의심) 환자 이송 시 1년마다 교체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침이 차량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
요함

3) 후속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위의 두 가지 고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근거 자료가 없는 상
황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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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연구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음압구급차” 자체의 필요성 여부 및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라도 적절한 필터 교환 주기 및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야 불필요한 고가의 HEPA 필터 교환 횟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음압
구급차 사용을 현실화 할 수 있음

6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중환자 이송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즉, 이러한
상태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일 뿐임
- 자발순환에서 회복된, 통합적 소생 후 치료가 필요한 심정지 환자
- 출혈성 혹은 기타 쇼크 상태 또는 쇼크 발생 가능한 상태의 중증 외상 환
자
- 급성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단 혹은 의심되는 환자
-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적용 혹은 적용 가능성이 있는 환자
- 생명 유지를 위한 응급 수술 및 중재술(위장관내시경, 기관지내시경, 영상
의학적 중재술,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이 필요한 환자
- 패혈증 또는 패혈증 쇼크 환자
- 특수 인력이나 특수 장치가 필요한 환자(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인큐베이
터 이송, 체외순환막산화기 및 대동맥풍선펌프 등)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속적인 모니터링 및 자동약물주입기 등이
필요한 환자
-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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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시와는 다른 진료전달체계
◯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진료전달체계와는 다른 진료시스템이 운영
되며, 특정 전담병원 등에서만 확진자 진료 가능 등의 지정체계로 운영되
고 있음
표 9. 경기도 코로나19 진료시스템
기능

1차

2차

3차

중증도

무증상, 경증

중등도

중증

환자군

저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대표 기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제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분당서울대병원 (5병상)

수원병원 (89병상)
고양생활치료센터(파주
해당 기관
(20.11.30.
기준)

병원, 316병상)
이천생활치료센터(의정
부병원, 220병상)
한화생활치료센터(수원
병원, 235병상)

파주병원 (111병상)
이천병원 (82병상)
안성병원 (130병상)
포천병원 (93병상)
성남시의료원 (85병상)
국군수도병원 (46병상)
명지병원 (4병상)
분당서울대병원 (7병상)

아주대학교병원 (5병상)
고대안산병원 (2병상)
한림대성심병원 (2병상)
순천향부천병원 (2병상)
명지병원 (5병상)
동탄성심병원 (1병상)
일산병원 (3병상)
성빈센트병원 (3병상)
국군수도병원 (2병상)
성남시의료원 (9병상)
안성병원 (10병상)

총 병상

771병상

647병상

49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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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 진료에선 환자가 악화되면 한 병원의 일반병동에서 승강기를 이용
집중치료실로 이동하게 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선 경증에서 중등도,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전환될 때마다 기관 자체가 변경되는 특수성이 있음
◯ 지리적 분포를 통해 거리 장애 요인
-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지리적으로 거리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5개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안산시(고려대학교의
과대학부속안산병원), 성남시 분당구(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천시(순천향대
학교부속부천병원), 수원시 영통구(아주대학교병원), 안양시(한림대학교성심
병원)에 위치하고 있음. 경기 남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고, 경기
북부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한 실정임

그림 26. 도내 상급종합병원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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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하고 있
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27. 경기도내 공공병원의 지리적 위치

-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경증과 중등
도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경기도의료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작스럽
게 악화되는 경우임. 이럴 경우,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
한데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안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이송거
리만 보더라도 50km에 달함
- 특히나 음압구급차를 통해 이송하는 경우, 주행속도의 제한으로 인해 적어
도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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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안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이송 거리

나. 코로나19 중환자 이송의 안전 이슈
◯ 환자 안전 이슈
- 상위 기능 병실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주요 장기 기능이 상당히 악화될
때만 선택적으로 이송 가능(평상시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지역사회 자원 전반의 운용 측면에서 대상과 시기
가 결정)
- 평소 대비 상대적으로 긴 이송 거리(가까운 의료기관이 아니라 미리 지정
되고 협의된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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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로부터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개인보호장구, 비닐텐트형
음압가트) 활용 때문에 이송 중 적극적인 의료적 처치 곤란
- 하위 의료기관의 동승 의료진이 훈련된 전문가가 아님
◯ 이송자 안전 이슈
- 인공호흡기 치료 대상자가 주로 이송되므로 밀폐된 캐빈 내에서 에어로졸
노출 위험이 증가
- 장기부전 등의 상황에서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를 이송하면서 개인보호장
구를 착용하고 처치하다보면 혈액, 체액 노출 위험이 증가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캐빈 내 장시간 탑승하면서 탈수나 멀미 현상
등 체력 저하 위험 증가

다. 이송 수단 자원
◯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 등을 이송하는데 활용
되는 이송 수단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보건소 구급차
- 119소방서의 일반 구급차 / 음압 구급차(도내 3개 소방서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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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전/중/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서 중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음

가. 이송 전
◯ 이송 전 체크 리스트
- 안전한 이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
- 환자 인적 사항 및 이송과 관련된 시간 (출발, 예상소요시간, 도착예정시
간 등), 이송병원 및 대상병원 주변 장소 정보
- 이송의 목적: 진단적, 치료적, 혹은 둘 다
- 이송병원 인력과 대상병원 인력 간의 의사소통 채널 확인: 중환자용 보유
장비 확인
- 실제 작성 시간도 중요함(5분 이내)
- 중환자실 출발 전: 혈당 및 ABGA 사전 체크
표 10. 이송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Ventilator의 작동 상태는 확인되었나?
여분의 circuit 및 소모품이 있나?
현재 산소 소모량이 음압구급차 보유량으로 충분한가?
모니터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송관련 준비 상황을 출발 병원에 확인하였나?
이송관련 전문 인력 동승을 출발 병원에 확인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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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이송 시작 전
표 11. 환자 이송 시작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체크란

이송에 필요한 장비는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가?
튜브는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인공호흡기의 작동 상태는 확인되었나?
산소통으로 인공호흡기에 산소 공급은 잘 되는가?
이송 중에 환자 활력징후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한가?
Infusion pump 등 통한 약물 주입 잘 되고 있는가?
수액 약물 라인들은 꺾이거나 꼬이지 않고 잘 정리되었는가?
환자는 침대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가?
원내 이동 경로에서 장비가 같이 이동 가능한가?

- 구급차 출발 전
표 12. 구급차 출발 전 체크리스트
상세 항목

체크란

각종 튜브는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호흡 회로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관련 카트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Ventilator는 잘 작동되고 있는가?
Wall O2는 잘 공급되고 있는가?
모니터 상 활력징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Infusion pump 등 통한 약물 주입 잘 되고 있는가?
수액약물 라인들은 꺾이거나 꼬이지 않고 잘 정리되었는가?
환자는 침대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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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송 중
◯ 이송 중
- 가능하면 중환자실 수준과 유사하게 이송 중 구조화된 임상관찰기록지를
작성(원칙적으로 양 병원 중환자실 기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표 13. 이송 중 체크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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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송 중 체크리스트(2)

다. 이송 후
◯ 이송 후
표 15. 이송 후 체크리스트(1)
상세 항목

체크란

이송 종료 후 환자 상태 확인
모니터, ventilator, infusion pump 및 관련 부속품 확인
필요 행정 서류 작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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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이송 후 체크리스트(2)

- 최대한 신속하게 환자를 하차시키고 대상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함
- 이 때, 대상 병원 의료진도 동승 의료진과 최소한 같은 수 이상의 인력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서로 환자를 인수 및 인계해야 함
- 음압구급차 운전자는 환자가 하차함과 동시에 구급차 환자실의 문을 즉시
닫고 이송 과정과 마찬가지로 공조 장치 및 음압 배출 장치를 켠 상태로
추후 decontamination 작업을 시행할 곳으로 이동하여야 함
- 이송 과정에 참여한 환자실 동승 의료인력은 원칙적으로 다시 환자실에
들어가 만에 하나 남아 있는 감염원에 노출이 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중증 환자 이송을 담당한 의료인력은 대상 병원 격리 중환자
실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을 마친 다음 해당 격리 중환자실 내 개인보
호장비 탈의 장소에서 기존의 개인보호장비를 탈의하고 이송을 마무리하
여야 함
- 이를 위해 대상 병원은 이송 인력에 대한 환복 및 전원 병원으로의 복귀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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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보호장비(Protective personal equipment, PPE)
1) 개인보호장비 준비(PPE Preparation)
◯ 모든 구급대원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사용 및 환자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관리자는 개인보호장비 사용지침이 정부에서 발간
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를 직접 처치하거나 환자와 구급차내 같은
구획(compartment)에 있는 구급대원은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지
침을 준수하고 출동 전에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함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개인보호구 충족요건14)15)

12) CDC(202), Interim Recommendation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Systems
and
911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Emergency
Communication
Centers
(PSAP/ECC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Available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guidance-for-ems.html
13) 경기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119 구급대 이송지침(6판)’을 참고하였음
14)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1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15)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12.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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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일회용 KF94 동급의

○

호흡기보호구

호흡기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눈

전신
ㆍ
의복

필요 시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일회용 전신보호복

○

일회용 장갑

○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
구

2) 개인보호장비 사용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
◯ 착의(착용)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상태
확인)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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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
의
- 착용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탈의공간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탈의(제거)
- (*)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속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
마다 장갑표면을 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
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
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상황, 행위별 개인 보호 장비 착용 기준16)17)18)

16) Africa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 IPC guidelines for
ambulances transferring known or suspected COVID-19 cases. Addis Ababa. Available
from
https://africacdc.org/download/infection-prevention-and-control-guidelines-for-ambulanc
es-transferring-known-or-suspected-covid-19-cases/
17)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2020),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COVID-19 Recommendations.
18)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1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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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상황, 행위별 개인 보호 장비 착용 기준
호흡기 보호
상황, 행위

KF94
수술용

동급의

마스크1)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전신 보호
일회용
장갑2)

눈 보호

일회용

전신

고글

방수성

보호복

(또는

긴팔가운

(덧신포함)

안면보호구)

이송(구급차 운전자)3)

●

●

확진 /의심환자이송( 응급구조사
등)

●

●

●
(선택사용가능)

●

●

●

●
(선택사용가능)

●

●

●
(선택사용가능)

●

●
(선택사용가능)

의심환자 동승보호자

●

구급차 소독

●
(선택사용가능)

에어로졸 생성 처치4)
사체 이송, 안치

●

●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세척ㆍ소
독

●

●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선택사용가능)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2) 의심ㆍ확진 환자 구역의 처치,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
장갑 착용
3)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
신포함), KF94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시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착용
4)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
(tracheostomy care),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
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참고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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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급차 소독
1) 소독전
◯ 환자 이송 후 잠재적인 감염성 입자(infectious particles)를 제거할 수 있
도록 이송차량의 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모든 문을 개방
◯ KF94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
신 보호복, 고글(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함
◯ 소독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하며,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를 준수하여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
- (환경소독제 선택)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
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소독제 선택 및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금속 표면은 알코올(에탄올 70%) 사용
＊시간이 지나면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제조 후 24시
간 이내에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폐기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 효과가 없게

되므로 희석 시 냉수 사용

＊절대로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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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2) 소독중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창문을 열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 실시19)
◯ 차량 내·외부의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장비 포함)
를 준비된 소독제로 일회용 타올 또는 천(헝겊 등)에 묻혀 닦고 일정시간
**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 조향 핸들, 팔걸이, 도어 핸들, 시트밸트 버클, 조명 및 공기조절 장치,
도어 및 창 손잡이 등
-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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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소독제 종류에 따른 사용법
분류
염소계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대표 유효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유효농도

표면 접촉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0.5% (5,000 ppm)

에탄올

70% ∼ 90%

이소프로판올

50%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분

10분 이상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
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코로나19 관련
소독에 사용금지(예: 플루건은 저온 스팀 유압식 초미립 분사 방식임)
◯ 소독제로 닦을 때 소독하지 않은 면에서 소독된 면으로 이동하지 말 것

그림 29. 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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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단말기 또는 터치스크린(내비게이션 등)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전자기
기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청소·소독하며 설명서가 없는 경우 알코올을 함유한 물티슈 또는 알코올
(에탄올 70%이상)을 사용하여 소독
◯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소독 중에도 환기는 지속되어야
하며, 소독작업중 감염원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
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한표시를 하도록 함

3) 소독후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감염원이 신체부
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탈의하고 사용
한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의료폐기물전용용기에 즉시 폐기
◯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후에는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 가능하다면 청소ㆍ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함
◯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
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림
◯ 소독 후에도 이송차량의 창문을 열어 충분히 자연 환기하고, 기계환기가
가능한 경우 자연환기와 기계환기 병행 실시
- 구급차량에 106 CMH(cubic meter per hour)이상 환기팬이 1개 장착되
어 있을 경우(시간당 15회 정도의 환기로 간주) 구급차의 문을 열고 배기
팬을 최대 가동하여 최소 30분 이상의 환기
◯ 청소·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실시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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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4) 점검사항20)21)
◯ 환경관리, 소독 등에 관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해당 지침
과 절차가 정부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가장 최근에 업데
이트된 것인지 확인
◯ 환경관리, 소독에 참여하는 모든 구급대원은 관련 지침에 대해 교육과 훈
련을 받아야 함
◯ 소독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확인하여 보관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함
◯ 멸균된 물품은 사용 시까지 멸균상태가 유지되도록 보관
◯ 재처리 장소는 처리과정을 거친 기구나 물품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구분하
며, 손위생과 응급세안설비를 갖추어야 함
◯ 환경관리, 소독 등에 관한 지침과 절차 준수를 정기적으로 감시
- 소독제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대상, 보관, 유효기한 등
- 소독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의와 소독작업 후 개인보호구 탈의
- 소독방법
- 청소도구 관리/보관
- 소독 전・중・후 환기
- 소독관련장비 점검
20)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Infection Control Assessment and Response(ICAR)
Tool for Ambulance Services. Available from
https://www.health.state.mn.us/facilities/patientsafety/infectioncontrol/icar/ambulance.pdf
21) KCDC, 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Chungbu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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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명: 코로나19 중증환자 이송 대비·대응 모의훈련
◯ 일시: 2020.8.19.(수) 12:30-16:30
◯ 장소: 안성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소방서
◯ 주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경기도 코로나19 감염병관리자문단
◯ 공동주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경기도청/분당소방서/경기도의료원 안
성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코로나19 감염병관리자문단
◯ 참석자: 총 30여명
- 연구진: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영재 교수, 순천향
대학교 간호대학 한수하 교수,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팀장
- 자문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대곤 교수, 서울아산병원 홍상범 교수,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우창규 교수
- 시뮬레이션 참석자: 안성병원 의사 및 간호사, 분당소방서 구급대원, 코로
나19 긴급대책단 유희종 등
- 그 외 참석자: 경기도청(감염병관리과, 안전비서관), 경기소방재난본부, 분
당/의왕/파주 소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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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표 21. 음압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이송 시뮬레이션 일정표
시간

내용

12:30-12:50 (20분)

상황 최종 확인 및 참석자 확인

12:50-13:00 (10분)

시뮬레이션 전체 안내
(소방서: 임승관 원장 / 안성병원: 조영재 교수)

시뮬레이션 시작(*분당소방서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 시청)
13:00-13:15 (15분)

이송 요청/접수/결정

13:15-13:30 (15분)

안성병원 중환자실 -> 앰뷸런스

13:30-14:30 (60분)

이송 중

14:30-14:45 (15분)

앰뷸런스 -> 분당서울대 중환자실

14:45-15:00 (15분)

분당서울대 -> 분당소방서
시뮬레이션 종료

15:00-16:00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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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상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중환자가 전
날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고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
대병원으로 전원을 가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
◯ 이송 대상 환자: 기관 튜브 삽관 상태의 환자의 도내 이송
- 심정지 예상 환자 등은 논란이 될 수 있어 제외
- 병원 간 이송 시간 제한 의견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을 원하는 대로 확보
하기 어려운 관계로 일단 도내 이송으로 정의하고,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
◯ 연락 체계
- 전원 요청 의료기관 (전원 요청) →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 (전원 기관 확
보 후 회신)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출동 소방서 배정) → 파주/
의왕/분당 소방서 (전원 요청 의료기관 연락 및 사전 정보 확인)
◯ 의료인 동승
- 음압 구급차 배정 요청 시 의료인 동승 필수(의사 1인, 간호사 1인)
◯ 개인보호구
- 환자 동승 시점부터 레벨D수준의 방호복 + 전동식 공기정화호흡기(PAPR)
기본
- 상황에 따라 레벨D수준의 방호복 + N95마스크 적용 가능

22) 시뮬레이션 시 사용한 상세 시나리오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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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시뮬레이션 상황

단계별 훈련 상황

1단계

- 신고 받은 경기도대책반이 관계기관에 최초 상황 전파 및 기관별 초동
조치 (분당소방서, 분당서울대병원, 안성의료원)


2단계

- 안성의료원 확진 중환자 이송 준비 및 시작 (중환자실->앰뷸런스)


3단계

- 앰블런스 출발 (안성의료원 -> 분당서울대병원)


4단계

- 분당서울대병원 도착 (앰뷸런스 -> 중환자실)


5단계

- 이송 후 처치 (분당서울대병원 -> 분당소방서)
그림 31. 시뮬레이션 단계별 훈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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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음압구급차를 통한 환자이송 시뮬레이션 평가표

수행결과
적절 보통 부족

구분

평가지표

임상처치

환자의 구급차 이송 전 과정에서 필요한 처치가 적절
하게 이루어졌는가

감염관리

환자의 인수인계, 구급차 이송 전 과정에서 감염관리는
적절하였는가

이송체계

의료기관-병상배정팀-소방서 간 이송을 위한 연계/의사
소통은 원활하였는가

시뮬레이
션 전반

적절성

음압구급차 환자이송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기/방법으로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준비성

시뮬레이션 전 과정에서, 각 주체(안성병원,
구급차, 분당서울대, 병상배정팀)가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가

효과성

해당 환자이송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후
코로나 19 환자 이송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가

적용가능
성

현 시뮬레이션이 실제 코로나19 환자의 이
송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가
실제 코로나19 환자 이송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는가

2020 년 8 월 19 일
작성자

(인)

<자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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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시뮬레이션 진행상황(사진)

[1단계] 병상배정팀으로 환자 이송 요청 및 기관별 초동 조치
[2단계] 안성병원 중환자실 -> 음압구급차로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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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앰뷸런스 이동(안성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9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4단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도착

[5단계] 디브리핑(분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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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중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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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참가자 소감/의견
- infusion pump 세팅 등 이송 전·후의 체크리스트 준비가 필수적 / 구급
차 하차시 일손 부족 문제를 경험(조영재 교수)
- 환자의 안전문제는 잘 관리되나, 차량 내에서 이벤트 발생 경우 연결된 장
치들이 많아 고려할 사항들이 많음. 가급적 불필요한 기구 부착은 최소화
하고 대체품 적용 등의 방법 고안이 필요 / 이송 후 구급대원의 PPE 탈
의 지침 마련이 시급함(한수하 교수)
- 환자 이송 과정 중, 처치나 술기가 필요한 경우 차량 내 중심잡기가 어려
워 탑승 의료진 역시 준비가 필요함 / suction기 등 필수용품에 대한 점
검, 이에 대한 폐기물 처리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 각종 모니터링기
등 장비 고정 시급(안성병원 의료진)
- 의료진 추가 탑승으로 평소 구급차 탑승인원보다 많아 환자의 차량 내 처
치나 술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됨(구급대원)
◯ 자문의견
- 코로나19의 중환자 이송은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국적 운영모델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의 시뮬레이션이 가지는 의미가 큼 / ECMO 이
송 등 높은 중증도의 환자 이송 역시 훈련이 필요함(홍상범 교수)
- 이송용 카트에 산소통, ventilator, 이동용 모니터링기계 등 필요한 기구들
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장치 설치 혹은 개조가 필요함 / 수액걸이 등 역
시 무게, 높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개수(최대 5개) 확보 되어야 함(김대
곤 교수, 홍상범 교수)
- 중환자 이송에 필요한 약물사전준비에 관해서는 구급대원 업무 범위 제약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김대곤 교수)
- 탑승자 안전과 관련하여 PAPR을 착용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함.
이에 손잡이 걸이 등 탑승자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장비가 필수적임(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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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교수)
- 차량내부의 헤파필터의 교체주기는 일반 음압병실 기준으로 해도 무방 /
차량 외부 공기 배출구는 뒷바퀴 중앙 아랫부분에 위치하므로 외부 확산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 차량 내부의 경우 환자 머리 근처
국소 배기 장치 있으면 효율적일 듯(우창규 교수)
◯ 소방 관계자 의견
- 운전석과 캐빈 간 원활한 의사소통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상황공유용
모니터 혹은 대화시스템, 마이크 설치 등)
- 사고나 차량 파손/고장에 대비한 구조팀, 백업팀 구성이 필요
- 구급대원의 안전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PAPR 구비 필요, 안전벨트 등 보
완)
- 환자 중증도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급차 운행속도 조정을 위한
음압장치 기준 고려가 필요함(음압 50% -> 시속 100km/h 이상 가능, 음
압 100% -> 시속 80km/h 이하)
- 현 소방서에서 적용 중인 감염관리 기준에 대한 자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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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력/장비 측면
◯ 시도(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중증 환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숫자가 서울지역이 월등히 많으므로 이상의 코로나19 중증환
자 이송에서 시, 도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불가피함
-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인접 시, 도 경계가 아닌 2개 이상의 시, 도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경우 혹은 도서 및 산간 지역에서 이송을 해야하는
경우 구급차 이송이 열차 및 항공 이송과 연계되어야 하는 상황도 고려가
필요함
- 프랑스 사례: 실제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해 열차에 중환자실이 있는
차량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함

그림 32. 프랑스 사례: 열차를 이용한 중증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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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 이송이 가능한 항공 이송: 단점도 있음. 국내의 현실 고려 필요

그림 33. 중환자 이송이 가능한 항공 이송

- 향후 경기도 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이송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갖추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타지역 시범사업 사례를을 면밀히 분
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예, 서울특별시 중증환자 이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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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특별시 중증환자 이송 매뉴얼

◯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당연히 SMICU와 같은 중환자 전문 이송 시스템이
경기도에도 존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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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측면
◯ 소방 및 구급 시스템의 병원-병원 간 이송 참여의 법적 문제
- 현재 국내 소방 및 구급 시스템은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고, 병원-병원 간 중증 환자를 포함한 환자 이송은 사설업체
혹은 해당 병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임
- 중환자의 경우, 안전한 이송을 위해 중환자전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 참
여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음
-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임
◯ 도로교통법 상 중증 호흡기감염병 환자 이송시 주변 차량 및 교통신호 통
제를 위한 경찰 행정의 공조 필요성
- 근본적으로 “음압 구급차”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내용의 연장선임
- 만약 코로나19 확진 중환자가 탑승된 구급차와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후속 차량이 뒤따를 경우 과연 음압 구급차가 필요할 것인지, 특히 동승한
의료진들이 모두 PAPR 수준 이상의 PPE를 착용한 경우 “음압구급차”가
아닌,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이송차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실증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음
◯ 중증 환자 이송과 관련된 행위수가 및 치료재료, 의료기기, 소모품 등이
모두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환자
이송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근거생성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된 SMICU의 사업의 결과를 보면 결국 레지스트리 연
구만으로는 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되었다는 핵심 임상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음
- 이를 위해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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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겠음
- 다만 SMICU 연구결과 논문을 살펴보면 전향적 무작위 배정 연구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아무
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특히 코로나19 환자 중환자들의 경우 향후 지
자체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된 조건이 주어질 것이므로 확증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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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급대원의 개인보호장구(PPE) 착용
◯ 코로나19 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제6-2판)23)에서는 PPE 착용기준을 코
로나19 관련정도에 따라 환자를 3개 유형(A형-코로나19 확진자, B형-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자, C형-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2020년 3월 16일
부터 적용 중에 있음
- A형 환자는 전신보호복, 보안경(Goggle), 장갑, 덧신, 마스크(KF94 동급이
상), B형 환자는 수술용 가운, 페이스쉴드, 마스크(KF94 동급이상), 장갑,
C형환자는 보안경(Goggle), 장갑, 마스크(KF94 동급이상) 착용으로 제시하
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대응지침(9-4판)」의 개인보호구사용지침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를 이송시 상황이나 행위별로 개인보호장비를 착
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 지난 3월 구급대원의 무더위를 감안하여 간소화되었고, 지침에는 인공호흡
기 등을 사용하는 중증환자 이송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전동식 호흡기 보
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 사용가능으로 되어있으
나 모든 구급차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 착탈의 훈련도 필요함
◯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PAPR)사용 여건이 어려운 경우(이송 후 장비의 소
독과 관리, 구급대원의 훈련, 자원의 수급문제 등) “N95호흡기보호구 +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수술모자 + 덧신) + 일회용장
23)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할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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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고글 + 안면보호대”의 착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중증환자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급차내 심폐소생술 등 에어로졸
노출 위험이 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환자이송에 직접 참여하는 구급
대원은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함

- 대한응급기도관리연구회의 COVID-19환자 응급기도관리가이드라인에서 개
인보호구의 권고사항에 레벨D수준의 전신보호구 착의와 PAPR을 추천하고
있음

그림 35. COVID-19 환자 응급기도관리 가이드라인

- 하지만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후드 사용 후 소독이 각 소방서의 상황
과 후드 제조사별로 소독방법이 상이하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관리와 착탈의 방법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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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전동식호흡보호구(PAPR) 후드의 소독 기준(안)

전동식호흡보호구(PAPR) 후드의 소독 기준(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관리팀, ’21.1.12.)
□ 기본사항
○ 소독 작업자는 개인보호구(호흡기 및 피부보호) 착용 후 소독 수행
○ 소독 작업과정에서 후드 안쪽 면이 소독제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후드를
소독제 또는 물에 담그지 않음
※ 후드 안쪽면은 물기에 취약하며, 잔여 소독제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 유해할 수 있음

○ 육안검사를 통해 제품이 손상(찢어짐 등)된 경우, 오염이 높을 경우 재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
기
□ 소독방법 별 후드 외부 소독 절차
< 중성세제 사용 >
① 이물질 제거
- 깨끗한 천 등을 중성세제(pH 6-8)가 포함된 따뜻한 물(49℃이하)에 적신 후, 후드 바깥쪽 면
(안면창을 포함한 겉표면)을 깨끗이 닦음
② 소독
- 깨끗한 천 등을 소독제*(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70% ethanol)에 적신 후, 후드 바깥쪽 면을 꼼
꼼히 닦고 1분 이상 상태 유지
*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은 제조사 권장 사항을 따름
※ (제조사 권장사항) 차아염소산나트륨(유리염소, 0.5%의 농도)으로 소독 후 1분 이상 상태 유지

- 후드에 오염된 감염원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제를 직접 분무하지 말 것
③ 잔여 소독제 제거
- 깨끗한 천 등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후드 바깥쪽 면을 닦음
- 소독한 후드는 건조 후 충분히 환기하여 재사용
< 소독티슈 등 사용 >
① 이물질 제거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소독 티슈로 후드 바깥쪽 면(안면창을 포함한 겉표면)을 깨
끗이 닦음
* 제조사 권고 소독제 또는 코로나19 사멸 가능한 기구용 소독제 사용가능
② 소독
-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올 또는 소독 티슈 등으로 후드 바깥쪽 면을 꼼꼼히 닦고 소독제별
권고 시간을 적용하여 상태 유지
- 후드에 오염된 감염원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제를 직접 분무하지 말 것
- 소독제 유해성을 확인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기준 준수
③ 잔여 소독제 제거
- 적용한 소독(제)방법에 따라 필요시 일회용 타올 등으로 후드 바깥쪽 면을 닦음
- 소독한 후드는 건조 후 충분히 환기하여 재사용
< EO 가스멸균 등 사용 >
※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EO 가스멸균 등을 선택 할 수 있으나 제조사에서 후드 손상 등으로 권고하
지 않을 경우 주의가 요구 됨

○ 이물질 제거 과정(중성세제, 소독티슈 등)을 거친 후 후드를 완전히 건조
○ EO 가스멸균 등을 적용한 후드는 사용 전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손상 시는 사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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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가스멸균 등을 적용한 후드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고려하여 반드시 후드 안에
마스크(수술용마스크 등)를 안면에 잘 밀착하여 착용하여야 함

-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HO)24)의 경우 1m 이내에서 의심환자의 사정, 에
어로졸 발생처치여부, 구급차 소독과 같은 상황과 행위를 토대로 개인보호
장비 착용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표 25. Protective personal equipment PPE(범아메리카보건기구)

24)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PAHO)/WHO(2020),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COVID-19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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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25)의 경우 구급차 직원의 복장(Ambulance staff
attire)을 의료진과 구급차 운전자로 구분하여 환자와 직접 접촉여부,
운전자 구역과 환자구역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음
- 영국 공중보건국(PHE)26)의 경우 혈액 또는 체액과의 접촉 또는 튀
는(splashong) 정도를 파악하는 위험평가 후 적절한 수준의 개인보
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 추후 구급차 내 CPR 혹은 에어로졸 발생 처치와 같은 병원 밖 심폐소생
술 현황 파악과 상황별 구급대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등의 연구 필요
◯ (개선안) 후드가 달린 전신보호복 위에 일회용 방수성 긴팔비닐가운을 입
고, 환자이송 후 제일 겉면의 일회용 방수성긴팔비닐가운과 겉장갑을 벗고
새것으로 교환한 후 구급차에 탑승 후 귀소
- 현재 119구급대 이송지침(6-2판)에서는 환자이송에 사용했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센터로 귀소하게 되어있음.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는 탈의 후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으나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25)

WHO(2020), Infection prevention during transfer and transport of patients with
suspected COVID-19 requiring hospital care.
26) Public Health England(PHE) (2020), Covid-19 guidance for ambulance trus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guidance-for-ambulance-trusts/covid-19-g
uidance-for-ambulance-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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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19 구급대 개인보호장구 개선안

◯ 또한 해외에서는 안전한 이송을 위한 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
음27)

27) 세계보건기구(2020), Infection prevention during transfer and transport of patients with
suspected COVID-19 requiring hospi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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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안전한 이송 흐름도 예시(WH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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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급차의 소독과 환기
◯ 구급차의 소독 지침은 일반적인 코로나19대응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급차 내부 소독 후 환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소독방법, 소독제의 종류,
구급차의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부분의 지침에는 소독후 적절한 혹
은 충분한 환기로만 언급되어 있어 현장 출동시 어려움이 있음

1) 소독/환기의 방식
◯ 일부 구급차 소독시 분무/연무식 소독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으나
권고방식이 아니고28), 작업하는 근무자에게 소독제의 흡입독성의 위
험이 있어 소독전, 소독중, 소독후 환기가 필요하고, 환기팬이 장착된
구급차가 이송할 수 있어야 함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내부장치)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개정 2015.9.30.)에
따르면 “환풍기는 1개 이상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성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개선 필요함

2) 소독/환기를 위한 별도 장소 마련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에 사용된 구급차의 소독시 주변 환경
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소독작업구역29) 설정, 소독작업 후
오염된 개인보호구 탈의공간도 필요함
- PAHO/WHO에서는

COVID-19과

같은

급성호흡기감염(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ARI) 전담 응급의료팀의 업무지침서에서는 아래
28) 세계보건기구(2020), Infection prevention during transfer and transport of patients with
suspected COVID-19 requiring hospital care
29)
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2020),
Technical
recommendations for the configuration of a specialized EMT for the treatment of 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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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공간을 중심으로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
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과 구급차를 소독하는 공간(‘Decontamination
Zone’)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38. 별도 공간으로 분리된 구급차 소독 구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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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mbulance Decontamination Zone

3) 적절한 환기 시간 제언을 위한 환기 모델링
◯ 일반적인 구급차 사이즈(가로 1510mm, 세로 2630mm, 높이 1680mm)
로 내부 체적 6.37m3 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환기 시간을 제안하고자 함
- 구급차에 오염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가정하고 해석. 구급차의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옆문, 뒷문)에서 구급차 환기팬이 가동 중 일 때 구급차
내에 오염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교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해석(배기
량은 환기팬 1개당 106CMH)30)
- 106 CMH 이상 환기팬이 1개 장착되어 있을 경우 (시간당 15회정도의 환기
로 간주) 구급차 문을 열고 배기팬을 최대 가동하면 환기시간 최소 30분 이상
필요함

30) '소방장비관리법 ' 제10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방장비(119구급차) 제
작규격 A형의 경우 환풍기는 2개 이상 설치, 흡/배기조절가능, 성능은 3m2/min이상으로 106CMH
이상, B형의 경우 환풍기는 1개 이상 설치, 흡/배기조절가능, 성능은 3m2/min이상으로 106CMH이
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https://www.nfa.go.kr/nfa/releaseinformation/0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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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특수구급차의 환기팬(각각 좌측옆면, 우측옆면)
표 26. 환기 시간에 따라 오염된 공기가 남아있는 비율

환기팬이 1개 장착된 경우
환기팬이 2개 장착된 경우

Percentage of

contaminated air after

10 min

20 min

30 min

20.6%
5.63%

6.58%
0.46%

1.97%
0.05%

표 27. 효율적인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환기 시간
Minutes required for removal efficiencies
99%

99.9%

환기팬이 1개 장착된 경우

37.5

50.8

환기팬이 2개 장착된 경우

13.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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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간별 각 case의 구급차 내 오염공기 volume rendering
(* unpublished data)

다. 정보제공
◯ 구급대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개선이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
보제공이 필수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지침마련 등이 필요함
- 실제 CDC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대원에게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31)

31) 미국질병통제센터(2020), 미국질병통제센터 홈페이지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firefighter-EM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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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화재진압·구조·구급대원에게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CDC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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