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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Ÿ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

- 최근 신종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의 발생으로 응급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의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어 응급의료가 적절한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체계에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하였고, 필수의
료인 응급의료 영역도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
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Ÿ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실제 응급의료체계 종사자 인터뷰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에 있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Ÿ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현황 파악

- 응급의료체계 관련 중앙 정부의 주요 계획 파악
- 응급의료통계연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인력, 장비, 응급실 이용자 현황 검토
-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체계 변화 분석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활용한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분석

Ÿ

응급의료인력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한 당면과제 파악

- 병원 전 단계(구급대원 대상) 및 병원 단계(응급실 근무자 대상)의 응급실 내원 장애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 방향 등 의견 청취

Ÿ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설정

- 정책대안 도출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결론 및 제언

Ÿ

응급의료체계 병원 전, 병원 단계 주요 시사점
구분

주요 시사점
Ÿ
Ÿ

병원 전 단계 Ÿ
Ÿ
Ÿ
Ÿ
병원 단계

Ÿ
Ÿ

Ÿ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시민협조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
충분한 보호 장구 지급과 함께 구급활동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및 관련 지침
개선이 필요함
병원 격리실 수용 기준 마련 및 신속한 정보(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여부) 공유가
필요함
구급대원 고유 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인력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신종 감염병 이송/처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형태가 변화되어 경증환자 및 소아환자가
감소함
코로나19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입원률, 사망률 및 응급실 재실시간이
증가함
격리실 수용이 필요한 발열환자의 응급의료 이용이 제한되며, 발열환자
이송시간이 증가함

향후 응급의료체계 대응 방향
정책 방향
- 기존 보건의료체계 보완
코로나19로 인한 부수적

-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완화 전략 마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 발열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 경우(자가격리자, 단순 발열 환자 등)의
이송 이슈 해결

정책 방향
-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대중의 인식 개선 캠페인

협조 및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119 신고 및 현장 단계에서의 시민의식 고취
<병원 전 단계>
- 충분한 보호 장구 지급과 함께 구급활동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및
관련 지침 개선

응급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

- 충분한 인력 지원 및 확보
<병원 단계>
-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지원 정책 및 안정적인 근무체계 확립
-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격리병상 이용률 등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기관 간 간담회 운영 등 의사소통 창구 마련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
효과적인 중재시스템 마련

- 격리실 수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시간 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 안정적이며 일원화 된 이송 및 전원 등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제도화

□ 주요어
Ÿ

경기도, 코로나19, 부수적 피해, 응급의료체계, 응급실, 구급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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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및 필요성
1) 응급의료 수요의 증가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1)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
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함2)

◯ 응급의료는 ①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
공재적 성격을 띠고, ②현장부터 최종 치료까지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가 필요하며, 시간민감성을 감안하여 지역 단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③중증응급환자일수록 효과적인 초기 응급조치 및 신속한 전문진료
연계가 환자의 생존에 중요함3)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응급의료는 영리를 배제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기관의 적절한 시설, 인력, 장비 유지가 필요하고, 경제적 지불능력이 없어
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

◯ 현 감염병 상황 등을 비롯하여 국내 보건의료 및 인구· 사회· 경제적인 요
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 생활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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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3) 보건복지부(2018),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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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 우리나라의 질병구조는 급성 및 전염성 질병에서 만성 및 비전염성 질병
이 많아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나 자살 등과 같은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
- 2020년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
중은 8.7%(26,442명)로 2019년 9.2% 대비 0.6%p 감소함4). 사망의 외인
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어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의 비중이 높음
-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자살(인구 10만명당 25.7명), 운수사고(인구 10만명
당 7.7명), 추락사고(인구 10만명당 5.2명) 순으로 높았음(2020년)
-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5순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OECD 자살률 1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외상에 의한 응급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됨
표 1.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추이(2010~2020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구분
2010년
2019년
2020년
’19년 증 감
대비 증감률

사망의
외인
65.4
53.1
51.5
-1.6
-3.1

운수
1)

사고
13.7
8.2
7.7
-0.5
-6.5

추락
2)

사고
4.3
5.2
5.2
-0.0
-0.1

익사

화재

중독

사고
1.3
0.9
1.0
0.1
10.6

사고
0.6
0.5
0.5
0.1
10.9

사고
0.4
0.4
0.5
0.0
9.5

자살
31.2
26.9
25.7
-1.2
-4.4

타살
1.3
0.8
0.8
-0.0
-5.4

1)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
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2)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자료출처 :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4)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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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 변화
◯ 이와 더불어 최근 신종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새로운 응급의료 수요의
발생으로 응급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에
혼란이 야기됨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확진자, 사망자와 같은 감염병 본연의 피해 외
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부차적 피해, 즉 코로나19로 인한 부수
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응급의료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보건복지부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5), 2020
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지난 1년 동안(’19.7.~’20.6.) 진료를 위해 병· 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
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전년(’18.7.~’19.6.) 대비 각 8.5%p, 0.7%p 감소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외래 85.9%, 입원 6.6%로 전년 대비 각
3.1%p, 1.2%p 감소함
- 가구소득 분위가 낮은 집단(1분위)에서 외래 및 입원서비스의 이용률이 각
76.0%, 5.7%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 읍면 지역 거주자(외래 62.8%, 입원 4.9%)가 동 지역 거주자(외래
60.5%, 입원 3.3%)보다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았으나,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1.28.), 코로나19 1년, 의료서비스 이용경험 줄고, 의료제도 국민신뢰 늘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
CONT_SEQ=3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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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2019~2020년)
(단위: %)
2019
구분

외래

가구소득

거주지역

이용하지

69.3

4.2

않음
29.6

15~19세

41.7

0.5

20~29세

43.5

30~39세

외래

입원

이용하지

60.8

3.5

않음
38.3

58.2

35.7

0.8

63.9

1.4

55.7

32.8

1.3

66.8

59.8

2.6

39.0

49.5

2.1

49.8

40~49세

64.2

2.8

34.9

54.0

3.0

45.3

50~59세

75.5

4.2

23.6

69.1

3.3

30.0

60세 이상

89.0

7.8

9.4

85.9

6.6

11.8

1분위

86.3

9.5

12.2

76.0

5.7

23.0

2분위

68.6

4.8

29.7

66.1

5.3

32.9

3분위

67.0

3.2

32.4

56.3

3.2

42.8

4분위

62.6

2.7

36.7

54.2

2.0

45.2

5분위

68.6

2.8

30.7

57.0

2.6

42.3

동 부

68.4

4.2

30.5

60.5

3.3

38.7

읍, 면부

73.9

4.6

25.2

62.8

4.9

36.3

전체

연령

입원

2020

주)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양쪽에 집계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1.28.), 코로나19 1년, 의료서비스 이용경험 줄고, 의료제도
국민신뢰 늘었다

◯ 동 발표자료에 따르면6),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외래 14.7%, 입원진료 18.1%로 전년
대비 각 8.7%p, 9.6%p 증가함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1.28.), 코로나19 1년, 의료서비스 이용경험 줄고, 의료제도 국민신뢰 늘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
CONT_SEQ=3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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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에 대한 불안감 경험(2019~2020년)
(단위: %)
외래 서비스
구분

했다
(있었다)

입원 서비스

하지

모르겠다

않았다

(해당

(없었다)

없음)

했다
(있었다)

하지
않았다
(없었다)

모르겠다
(해당없음)

2019

6.0

91.9

2.1

8.5

88.0

3.5

2020

14.7

80.4

4.8

18.1

80.5

1.4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례7) 혹은 보고8)들
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볼 수 있음
표 4. (참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일부 발췌
대한응급의학회와 청년의사가 함께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
파라)에서 진행한 긴급 좌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응급의학회가 경기도 지역 응급실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 2~3월 응
급실을 찾은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57~73%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한 채 이송돼오는 환자는 늘었다. 이는 경기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10개소
응급실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다.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의 경우 지난해 2~3월은
1만 833명이었지만 올해 2~3월은 9,554건으로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스스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4%나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늘었다. 응급실로 이송된 뒤 사망하거나 사망한 상태로 도착
하는 환자는 지난해 3월 298명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378명으로 27%나 증가했다. 응급의학회는
보정이 필요한 자료이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자료출처: 청년의사(2020.05.23.), 코로나19 사태 후 응급실 사망자 늘었다?...“응급의료체계 개편 시급”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60

7)

뉴시스(2020.03.18.), 폐렴 증세 17세 고교생 숨져...5차례 코로나19 검사 모두 ‘음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8_0000960711&cID=10899&pID=10800
8) 청년의사(2020.05.23.), 코로나19 사태 후 응급실 사망자 늘었다?...“응급의료체계 개편 시급”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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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의료의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응급의료가 적절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실제 응급의료체계 종사자 인터뷰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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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현황 파악

◯ 응급의료인력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한 당면과제 파악
-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 종사하
고 있는 응급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 시행
-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
- 현장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

◯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설정
- 정책대안 도출 및 제도화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관련 현황 파악
- 응급의료체계 관련 중앙 정부의 주요 계획 파악
-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인력, 장비, 응급
실 이용자 현황 검토
- 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체계 변화 분석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자료를 활용한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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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인력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한 당면과제 파악
-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 대상으로 응급실 내원 장애 요인, 코로나19로 인
한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
- 병원 단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의료센터장 및 응급실 실무자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 및 진료 과정의 변화,
애로사항 및 향후 개선방향 등 의견 청취

◯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설정
-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대안 도출
- 경기도 수준에서의 제도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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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수행체계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관련 현황 파악
- 응급의료체계 관련 중앙 정부의 주요 계획 파악
- 기존 자료를 활용한 응급의료 자원 및 응급의료 이용
검토
- 구급활동일지 자료를 활용한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
체계 변화 분석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활용한 병원 단계
에서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분석

응급의료인력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한 당면과제 파악
-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 및 병원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응급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 시행
-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
- 현장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대응 방향 설정
-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대안 도출
- 경기도 수준에서의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 제언
그림 1. 연구 수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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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응급의료체계 현황 및 정책동향
1.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가. 응급의료체계의 운용단계9)
◯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병원 전 단
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함

◯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는 ①환자발생의 신고와 구급차 출동
②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상담원(dispatcher)에 의해 이루
어지는 응급처치요령의 지도 ③구급대(응급구조사, 구급대원)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 ④정보· 통신체계를 이용한 구급차-병원간의 정보교환으로 이송
병원 결정,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중에 이루어지는 이송 처치의 단계로
이루어짐
◯ ‘병원 단계’(In-hospital phase)는 ①현장처치의 검토 및 연속적인 응급처
치 ②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 ③입원치료(중환자실, 일반병실) 혹은 응급
수술의 결정 ④환자의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진이나 시설, 장비가 준
비된 전문응급센터(외상, 화상, 독극물, 심혈관 센터 등)나 응급의료기관으
로 전원여부의 결정과 전원병원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짐

9)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1), 응급의료체계 개념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ste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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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응급의료체계의 운용단계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1),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ste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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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10)
◯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는 필요나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감될 수 있
으며, 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특정 구성요소를 보강하거나 강
조할 수 있음

1) 인력(manpower)
◯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 응급구조사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와 병원단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응급의학의사, 응급전문간호(emergency nurse practitioner), 그 외 응급
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분류됨
◯ 최초반응자는 일반인(lay person 혹은 lay rescuer), 경찰, 공익요원 중
국가나 응급의료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일차응급처치(first aid)과정을 이수
한 자가 될 수 있음
◯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수행의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나라마다 등급분류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등급에 따라 교육과정
이나 수행업무가 달라지고 필요에 따라 등급은 더욱 세분화됨

◯ 각 분야별 응급의료종사자(EMS personnel)들에 대한 근무지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응급의학의사나 응급전문간호사가 병원 전 단계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음

10)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1),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stem.do?viewPage=structural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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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급의료인력의 구성요소
구분
병원 전 단계

인력
최초 반응자
응급구조사(1,2급)
응급의학의사

병원 단계

응급전문간호사

주요업무
응급구조사 도착 전까지 일차 응급처치 수행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 현장처치, 이송업무
환자진료, 의료지도, 교육, 연구, 평가 관리 등
협조서류 준비, 응급관련 교육의 강사, 응급관련
전산업무

응급센터 근무 의료진 응급검사, 시술보조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1),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stem.do?viewPage=structural_ele
ments

2) 신고접수 및 반응(dispatch)
◯ 응급의료체계의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은 신고이며, 전화로 접수됨
- 나라마다 고유한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급대
(119번), 경찰(112번)에서 담당함
◯ 신고에 대한 반응은 구급대 출동지시, 병원알선,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이
나 구급대 도착 전까지의 행동요령을 지도하는 의료지도 업무임

3) 교육 및 훈련(training)
◯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직종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확보가 중요함
- 환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환자의 가족으로 일반인(lay person)에 대한
소생술(기본심폐소생술 및 외상소생술)교육에서부터 응급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찰,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보건직 종사자), 응급의료종사
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가상 상황설정을 통한 모의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과 수준의 교육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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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응급의료체계 각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여 자격증
을 소지한 인적자원을 채용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련 전문 학술단체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체계내의 자체교육시스
템을 통한 인력개발이 바람직함
- 시행한 교육에 대한 적정성은 수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할 사항을 환류(feedback)함으로써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음

4) 정보· 통신체계(communications)
◯ 정보ㆍ통신망은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와 관리자들을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함
◯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통신체계는 ①접근(access) ②신고접수 및 전화상
담(dispatch) ③의료지도(medical oversight)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정보· 통신망은 소방의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으며,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 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함

그림 3.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 모식도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2021),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
stem.do?viewPage=structural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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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송체계(transport issues)
◯ 응급환자의 이송은 병원 전, 병원 간 이송으로 구분하며, 환자이송체계는
이송수단과 탑승인력, 응급의료기관, 정보ㆍ통신으로 구성됨
◯ 이송수단은 육로이송(구급차), 항공이송(항공기, 헬기), 해상(구급보트) 등으
로 구분됨
-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시간이 길거나 육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 항공이송을, 인접한 섬들로 구성된 국가나 지역에서는
구급보트를 이용한 해상이송을 하기도 함
- 우리나라는 이송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2종류가
운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항공이송은 소방구조대 소속의 소방헬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
으며 드물게 인근 군부대의 군용헬기가 이용됨

◯ 병원 전 단계의 환자이송은 119구급대가 전담하고 병원 간 이송은 대부분
병원자체의 구급차나 민간이송업체에서 유료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함
◯ 이송병원의 결정은 평가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처치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함
- 응급수술이나 심장-뇌혈관조영술 같은 전문시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술이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이송 중 처치를 위한 의료지도나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는 구급차-응급의료
기관 간의 정보ㆍ통신망을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함

6) 응급의료기관(receiving facilities)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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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장비, 전원에 필요한 구급차 등을 구비해야 함
- 응급실은 응급의료체계에서 병원처치의 관문으로 중증도판정실, 소생실 등
응급의료수행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함

◯ 응급실의 가용자원이나 특수처치(specialty care) 이용 가능성에 따라 응
급의료기관을 등급화 하는 것이 보통임. 국가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실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지역의 인구나
인근지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등급과 함께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게
됨
◯ 지속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침서 개발과 이에 따른 각 응급의료기관의 평
가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 진료체계 완비, 응급실 근무인력의
고급화, 시설ㆍ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응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7) 전문응급의료시설(specialty care)
◯ 치료에 특별한 시설 및 공간,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요구되는 특수질환이
나 손상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기관이 없다면, 이송병원 선정이나 병원
간 이송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또한 환자의 발생빈도나 예후 등의 정보수집이 어려워 향후 응급의료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응급의료기관은 사
전에 지역별 환자의 발생빈도나 사망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발생
빈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립해야하고, 표준화된 현장 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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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침서(transport-transfer protocol)가 개발되어 있어야 효율적인 운용
이 가능해짐

8) 대중교육 및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 and education)
◯ 대중에 대한 교육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 및 구
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 요령과, 예방이 가능한 외상이나 질병
에 대한 예방법이 주임
◯ 교육은 불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줄여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대중의 응급의료교육
(일차응급처치, 기본소생술 등)을 활성화시키고, 예방이 가능한 외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정부가 언론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 예방
법(안전띠, 안전모 착용 등)이나 응급의료관련 정보(계절에 따른 독감 및
전염병확산, 식중독 주의 등)를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9) 감독 및 질 개선(audit and quality improvement)
◯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응급의료수행
의 의무와 적절성(medical accountability and appropriateness), 비용
대비 효율성(cost effectiveness)에 대한 질 평가 및 질 개선활동이 상시
혹은 행정부 주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 신고접수 및 상담(dispatches)과 반응(responses), 현장에서
의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field assessment and treatment), 병원의 치
료성과(hospital outcome)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함
- 전산정보망구축은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서
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평가는 개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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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류(feedback)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함

10) 업무지침(protocols)
◯ 응급의료의 업무지침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표준
을 설정하는 것임
◯ 응급의료에서 업무지침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응급처치

(treatment), 환자이송(transport) 및 전원(transfer)에 대한 기준이 주가
됨
- 응급의료지침서는 직-간접의료지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
(protocols)과 간접의료지도를 위해 개발된 현장 응급처치수행 지침서
(standing orders)로 대별될 수 있으나, 현장 응급처치수행 지침서는 프로
토콜의 세부지침서(subset of protocols)라 할 수 있음

◯ 직-간접의료지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protocols)은 한 항목의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지도의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 현장 응급처치수
행 지침서는 지도의의 사전허락 없이 곧바로 지침서의 단계별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음
- 만약 현장 응급의료제공자가 지도의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프로토
콜이나 현장 응급처치수행 지침서에 따른 단계별 응급처치를 스스로 판단
해서 즉시 수행해야 하며, 이런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함

11) 의료지도(medical oversight)
◯ 의료지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응급의료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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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도는 응급의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나 응급의학전문의 혹은 고참 응
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supervise)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
며, 현장 응급의료제공자가 수행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
◯ 의료지도는 크게 직접의료지도(Direct M.O)와 간접의료지도(Indirect M.O)
두가지 종류로 분류함
- 직접의료지도란 의료지도의(M.O physician = EMS physician = medical
director)가 응급구조사나 구급대원과 함께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수행하거나, 현장 응급의료제공자와 유무선통신상으로 의
료지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간접의료지도는 보다 포괄적이어서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모든 의료지도를
의미함

12) 재정(financing)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사용할 가용자금이 있어야 함
◯ 자금의 확보는 보통 세제를 기초(tax-based system)로 하거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부금 모금 등의 방법으로 함
- 구체적인 재원확보의 방법으로는 세재(주세, 담배세 등)와 면허등록 부가
금, 그리고 여러 가지 범칙금의 일부를 정부가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형태
등이 있음

◯ 자금의 조성방법과 운용은 대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응급의료에 자금의 조성방법과 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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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대불,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활용하고 있음
표 6.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
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21.12.30.)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
ubun=06010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

13) 상호지원체계(mutual aid)
◯ 한 지역의 응급의료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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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응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그 지역에 없거나 부족할 때 인접
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호협조체계(계획)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함
- 보통 정부의 명령이나 요청, 또는 인근지역간의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 등
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형태임

14) 재해대책과의 연계(disaster planning)
◯ 대부분의 재난이나 대형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동반하므로, 재난대책에 인
명구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인명구호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재해 관련기관(공공기
관, 응급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이미 운용되고 있는 그 지역의 응
급의료체계를 기초로 수립하여 제출하면, 재해담당 행정부서에서는 검토
및 협의 후 다른 분야의 재난대책과 연계시킴으로서 국가나 지역의 전체
적인 재난대비책이 마련됨

◯ 각 응급의료기관은 해당지역이나 기관내 사고(internal disaster)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합동 혹은 자체적인 대비훈련을 하도록 되어있
으며, 재해에 대비한 물자, 특히 약품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
립하여 정부의 지원 및 관리 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표 7. 재해대비 의료지원계획의 필수항목 및 내용
필수항목
활동지침
교육
주기적인 훈련
반응

내용
응급의료를 수행할 구역선정의 기준, 부서 및 인력편성, 업무지침
재해의 개요, 예방, 발생시 부서 혹은 개별 업무지침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역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 2회/년
이상
재해의 신고접수, 전파, 출동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
https://www.e-gen.or.kr/nemc/emergency_medical_services_system.do?viewPage=structu
ral_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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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응급의료 현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 및 응급환자의 이송체계의 개선, 응급의료인력 충원 필요성이 대두
됨. 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지역중심의 의료체계 구
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
여 객관적으로 응급의료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2020 응
급의료 통계연보’의 응급의료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하여 국내 응급의
료 현황을 제시하고자 함
- 전국 및 시도별 응급의료와 관련된 시설 및 인력 등의 자원과 응급실 이
용자 수를 통해 응급의료 이용의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 기본적으로 ‘3. 국내 응급의료 현황’에서 제시하는 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의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표 8. 국내 응급의료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목록
항목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
응급의료인력 현황

내용
자료원*
시· 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전문의 및 응급의학전공의,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시설

응급구조사 현황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 의료진 현황
시· 도별 전체 구급차 및 119 구급차
시· 도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연도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월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응급실 이용자 현황

지역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응급의료장비 현황
응급의료기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소방청, 국방부 집계

해당 의료기관 집계

* 각 지표에 대한 자료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보고서 값을 바탕
으로 작성함
** 응급의료 통계연보 자료원의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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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
용어

내용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

응급환자

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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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함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
응급의료

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
구조 (救助)·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행위 등을 말함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
응급처치

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함

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함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

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총칭하여 말함

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함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함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함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21.12.30.)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
ubun=06010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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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유형 분류
용어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6조)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권역
응급의료
센터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지역
응급의료
센터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지정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지역
응급의료
기관

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응급의료 기관으로

시설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

전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센터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

권역외상
센터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21.12.30.)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
ubun=06010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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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 2020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수는 총 517개소11), 경기도에는 91개
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66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는 7개소, 지역응급
의료센터는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9개소)가 있으며 응급의료시설은
25개소가 있음

그림 4. 2020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단위: 개소)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 경기도내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
료센터는 1개소가 있음

11) 2017년 통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포함하
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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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시· 도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현황
기관유형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응급의료기관1)
계

517
66
36
19
20
25
11
13
2
91
26
21
20
21
51
39
50
6

권역응급

지역응급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센터
38
129
5
27
1
8
2
4
2
8
2
4
2
3
1
1
1
7
30
3
4
1
5
1
7
2
8
2
3
3
6
3
6
1
4

의료기관
236
18
19
10
8
14
5
5
1
29
15
10
8
9
33
22
29
1

응급
의료
시설2)
114
16
8
3
2
5
1
6
25
4
5
4
2
13
8
12
-

(단위: 개소)
기능별
소아전문응급
권역외상센터3)
의료센터4)
선정5)
2
1
1
-

지정6)
15
1
1
1
1
1
1
2
1
1
1
1
1
1
1

선정5)

지정6)

-

5
2
1
1
1
-

주: 위 자료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하며, 2016년 통계부터 전문응급의료
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포함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의 현황은 별도로
제시함. 2017년 통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에 포함함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 각각 지정된 권
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의미함
2) 응급의료시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응급실
운영기관 또는 야간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함
3)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해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에서 지정한 기관
4) 전문응급의료센터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 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
터급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기관
5) 선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전문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지정조건에 충족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심사를 거쳐 해당 전문센터 지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기관
6) 지정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조건에 충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서를 받은 기관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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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구 백만명당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수는 4.9개로, 전국 평균 7.8개에 비해 적었음

그림 5. 2020년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현황(단위: 개소)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표 12. 시· 도별 인구 백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현황

구분

계

권역응급

지역응급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기관

전체 인구 수1)

(단위: 개소, 명)
인구 백만
명당 기관 수

계

403

38

129

236

51,829,023

7.8

서울

50

5

27

18

9,668,465

5.2

부산

28

1

8

19

3,391,946

8.3

대구

16

2

4

10

2,418,346

6.6

인천

18

2

8

8

2,942,828

6.1

광주

20

2

4

14

1,450,062

13.8

대전

10

2

3

5

1,463,882

6.8

울산

7

1

1

5

1,136,017

6.2

세종

2

-

1

1

355,831

5.6

경기

66

7

30

29

13,427,014

4.9

강원

22

3

4

15

1,542,840

14.3

충북

16

1

5

10

1,600,8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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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권역응급

지역응급

지역응급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기관

전체 인구 수1)

(단위: 개소, 명)
인구 백만
명당 기관 수

충남

16

1

7

8

2,121,029

7.5

전북

19

2

8

9

1,804,104

10.5

전남

38

2

3

33

1,851,549

20.5

경북

31

3

6

22

2,639,422

11.7

경남

38

3

6

29

3,340,216

11.4

제주

6

1

4

1

674,635

8.9

주: 위 자료는 시･도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하며, 2016년 통계부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
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포함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의 현황은 별도로 제시
함. 2017년 통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 응급의료센
터에 포함함
1) 전체인구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2) 응급의료기관 병상
◯ 경기도내 응급의료기관 64개 기준 전체 병상수는 1,332개였으며, 권역응
급의료센터에 28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7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311
개의 병상이 존재함
표 13. 시· 도별 응급의료기관 병상 현황
(단위: 개)
구분

응급의료
기관 수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계

398

7,017

1,444

3,251

2,322

서울

50

1,217

215

813

189

부산

28

490

40

220

230

대구

16

302

67

129

106

인천

18

361

71

185

105

광주

20

326

69

94

163

대전

10

201

76

70

55

울산

7

120

37

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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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응급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상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36

-

26

10

전체

세종

기관 수
2

경기

64

1,332

284

737

311

강원

22

330

119

85

126

충북

15

261

43

109

109

충남

16

274

34

158

82

전북

19

366

88

203

75

전남

37

358

59

45

254

경북

31

406

89

123

194

경남

37

512

127

137

248

제주

6

125

26

89

10

주: 위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미실시로 변경된 2021년 평
가기준 산출조건을 근거로 12월 31일 기준 병상 전송 정보로 산출하였으며, 응급환자 진료구
역 또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내에 설치된 병상 수를 의미함(응급전용 중환자실, 응급전용
입원실 병상은 제외)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 경기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세부 병상을 집계한 결과, 응급 전용 중환
자실 병상 수가 133개, 응급 전용 입원실 병상 수가 235개, 일반 격리병
상이 37개, 음압 격리병상이 31개였음
◯ 경기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외 응급의료기관 세부 병상을 집계한 결과, 응
급 전용 중환자실 병상 수가 24개, 응급 전용 입원실 병상 수가 0개, 일
반 격리병상이 51개, 음압 격리병상이 48개였음
표 14. 시· 도별 응급의료기관 세부 병상 현황3)
(단위: 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구분

응급전용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계

728

34

1,223

권역응급의료센터 외 응급의료기관

일반

음압

격리병상

격리병상

1)

2)

174

145

응급전용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50

105

일반

음압

격리병상

격리병상

1)

2)

29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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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구분

응급전용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외 응급의료기관

일반

음압

격리병상

격리병상

1)

2)

응급전용

응급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일반

음압

격리병상

격리병상

1)

2)

서울

98

144

16

36

8

32

74

63

부산

20

35

7

2

16

30

23

15

대구

34

74

8

7

-

-

19

5

인천

42

66

15

5

-

22

16

21

광주

42

60

6

4

-

6

9

9

대전

32

61

3

7

-

-

6

6

울산

20

36

3

3

-

-

2

2

세종

-

-

-

-

-

-

2

2

경기

133

235

37

31

24

-

51

48

강원

58

125

26

14

-

-

6

6

충북

20

40

3

2

-

-

16

11

충남

20

30

3

2

2

6

18

7

전북

38

31

8

4

-

-

10

10

전남

41

72

13

5

-

9

6

3

경북

62

90

9

9

-

-

18

21

경남

52

90

11

9

-

-

10

10

제주

16

34

6

5

-

-

8

4

주: 위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병상전송정보 결과를 근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의거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중 병상과 관련된 항목
으로 구성함
1)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및 격리진료구역에 포함된 일반격리병상을 모두 포함함
2) 음압격리병상은 응급실 및 격리진료구역에 포함된 음압격리병상을 모두 포함함
3) 응급의료기관 세부 병상 현황은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부터 신설된 항목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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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인력 현황
1)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의학전공의, 응급구조사 현황
◯ 2020년 전국 평균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4.2명, 인구십만명
당 응급의학전공의 수는 1.2명, 인구십만명당 1급 응급구조사 수는 3.0명,
인구십만명당 2급 응급구조사 수는 1.7명이었음
- 2020년 경기도 평균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2.2명, 인구십만
명당 응급의학전공의 수는 1.0명, 인구십만명당 1급 응급구조사 수는 1.2
명, 인구십만명당 2급 응급구조사 수는 0.0명이었음
-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전공
의, 응급구조사가 모두 부족한 상황임
표 15. 시· 도별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의학전공의,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합격자 현황

구분

계

응급의학전문의 수1)
인구
십만
명당
계
응급의학
전문의
수4)
2,168
4.2

응급의학전공의 수2)
인구
십만
명당
계
응급의학
전공의
수4)
623
1.2

1급 응급구조사 수3)
인구
십만
명당
계
1급
응급구조사
수5)
1,5336)
3.0

(단위: 명)
2급 응급구조사 수3)
인구
십만
명당
계
2급
응급구조사
수5)
875
1.7

서울

870

9.0

213

2.2

4

0.0

99

1.0

부산

101

3.0

28

0.8

79

2.3

104

3.1

대구

110

4.5

37

1.5

5

0.2

66

2.7

인천

106

3.6

42

1.4

45

1.5

2

0.1

광주

95

6.6

24

1.7

136

9.4

26

1.8

대전

85

5.8

27

1.8

140

9.6

257

17.6

울산

21

1.8

7

0.6

41

3.6

-

-

세종

-

-

-

-

-

-

-

-

경기

301

2.2

138

1.0

160

1.2

4

0.0

강원

125

8.1

30

1.9

66

4.3

5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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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1

1.3

12

0.7

150

9.4

-

-

충남

80

3.8

15

0.7

222

10.5

64

3.0

전북

81

4.5

11

0.6

102

5.7

98

5.4

전남

32

1.7

4

0.2

67

3.6

-

-

경북

56

2.1

12

0.5

174

6.6

97

3.7

경남

66

2.0

16

0.5

90

2.7

-

-

제주

18

2.7

7

1.0

51

7.6

-

-

주: 1)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집계한 현황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누적 수를
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집계한 현황이며, 수련병원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3) 위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합격자의
소지자의 수와 다를 수 있음
4) 전체인구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5) 전체인구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6) 기타(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 1명 포함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의미하며 출신대학

수는 실제 자격증
함
함

2)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 의료진 현황
◯ 2020년 전국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는 1,816.5명,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1,444.3명, 간호사 수는 7,211.9명이었음.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
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순으로 소속 의료진이 많았음
◯ 2020년 전국 평균 응급의료기관 1개소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6명,
간호사 수는 18.2명이었음.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
급의료기관 순으로 소속 의료진 수가 많았음
표 16. 기관유형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 의료진 현황

구분
계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단위: 개소, 명)
응급의료기관1) 1개소 당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2)
1,816.5

응급의학전문의 수3)
1,444.3

간호사 수4)
7,211.9

응급의학전문의 수
3.6

간호사 수
18.2

377.7

328.2

1,775.2

8.6

46.7

793.3

729.1

3,165.3

5.8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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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
의료기관

645.5

387.0

2,271.4

1.7

9.7

주:

위 자료는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평가적용대상기간은
2019.07.01.~2020.01.31.임
1) Ⅱ. 1. 다. 24시간 전담의사 근무 충족 응급의료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시․도별의 응급의료기
관 수
2)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근무한 응급의학전문의 및 타과 전문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3)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근무한 응급의학전문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4)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모든 전담 간호사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 2020년 전국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는 1,816.5명,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1,444.3명, 간호사 수는 7,211.9명이었음. 경기도의 경우 전문의 수는
369.6명,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29.6명, 간호사 수는 1,405.5명이었음
◯ 2020년 전국 평균 응급의료기관 1개소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6명,
간호사 수는 18.2명으로, 경기도 응급의학 전문의 수(5.1명), 간호사수
(21.6명)가 전국에 비해 더 많았음

그림 6. 2020년 응급의료기관 근무인력 현황(단위: 명)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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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시· 도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 의료진 현황
(단위: 개소, 명)
응급의료기관1) 1개소 당

응급실 전담
구분
계

전문의 수2)

응급의학
3)

전문의 수

간호사 수4)

응급의학
전문의 수

간호사 수

1,816.5

1,444.3

7,211.9

3.6

18.2

서울

294.5

270.8

1,478.5

5.4

29.6

부산

111.5

76.5

493.9

2.8

18.3

대구

61.3

40.9

309.0

2.7

20.6

인천

116.9

101.1

429.6

5.3

22.6

광주

80.1

70.4

319.4

3.5

16.0

대전

59.1

48.4

249.4

4.8

24.9

울산

30.4

24.0

155.9

3.4

22.3

세종

3.0

2.7

7.3

2.7

7.3

경기

369.6

329.6

1,405.5

5.1

21.6

강원

85.5

54.3

296.8

2.5

13.5

충북

69.3

46.6

210.0

2.9

13.1

충남

80.0

59.7

222.4

3.7

13.9

전북

79.3

60.7

210.1

3.2

11.1

전남

90.7

47.4

358.0

1.3

9.7

경북

125.2

93.2

405.9

3.0

13.1

경남

116.2

77.7

531.3

2.2

15.2

제주

43.9

40.2

129.0

6.7

21.5

주:

위 자료는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평가적용대상기간은
2019.07.01.~2020.01.31.임
1) Ⅱ. 1. 다. 24시간 전담의사 근무 충족 응급의료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시․도별의 응급의
료기관 수
2)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근무한 응급의학전문의 및 타과 전문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3)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근무한 응급의학전문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4) 평가적용대상기간 내 모든 전담 간호사의 평균 실 근무 인원수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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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의료장비 현황
1) 시· 도별 전체 구급차 및 119 구급차
◯ 2020년 전국 구급차 수는 총 7,668대로 그 중 특수구급차12) 3,746대
(48.9%), 일반구급차13) 3,922대(51.1%)로 집계됨
- 2020년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구급차 수는 13.0개로, 전국 14.8개보다
낮은 수준임
- 운영기관별로는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이 2,198대(28.7%)로 가장 많았
고, 군 1,811대(23.6%), 119구급대 1,558대(20.3%), 민간이송업체 1,018
대(13.3%), 응급의료기관 496대(6.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20대
(5.5%), 경찰 56대(0.7%) 순이었음

◯ 2020년 전국 119 구급차 수는 총 1,558대로 모두 특수 구급차로 운용되
고 있었음
- 2020년 경기도의 인구 십만 명당 119 구급차 수는 2.0개로, 전국 3.0개보
다 낮은 수준임
- 인구 십만 명당 119 구급차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 전남, 전북 및
충남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시도는 서울, 경기 및 부산, 대구 순이었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따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를 의미함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따라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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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 도별 전체 구급차 및 119 구급차 현황
(단위: 대)
전체 구급차

119 구급차
인구

인구

십만
구분

계

특수

일반

명당

구급차

구급차

전체

특수

계

구급차

구급차

일반
구급
차

명당
119
구급차

1)

수1)

수
계

십만

7,668

3,746

3,922

14.8

1,558

1,558

-

3.0

서울

791

381

410

8.2

167

167

-

1.7

부산

432

138

294

12.7

69

69

-

2.0

대구

314

108

206

13.0

53

53

-

2.2

인천

306

136

170

10.4

70

70

-

2.4

광주

261

89

172

18.0

35

35

-

2.4

대전

193

64

129

13.2

34

34

-

2.3

울산

124

57

67

10.9

29

29

-

2.6

세종

37

22

15

10.4

11

11

-

3.1

경기

1,739

885

854

13.0

263

263

-

2.0

강원

894

570

324

57.9

127

127

-

8.2

충북

277

130

147

17.3

70

70

-

4.4

충남

372

174

198

17.5

115

115

-

5.4

전북

326

156

170

18.1

97

97

-

5.4

전남

422

234

188

22.8

110

110

-

5.9

경북

521

305

216

19.7

139

139

-

5.3

경남

571

243

328

17.1

137

137

-

4.1

제주

88

54

34

13.0

32

32

-

4.7

2)

주: 시･도 및 소방청, 국방부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함. 전체 구급차에 포함된 항목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시설, 119구 급대, 군, 경찰, 민간이송업체, 비영리법
인이송업체 등을 포함함
1) 전체인구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함
2) 창원소방의 구급차는 경남에 합산함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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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0년 운용기관별 구급차 수 현황(단위: 대)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2) 시· 도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 2020년 전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총 50,429대로, 그 중 경
기도의 자동심장충격기는 10,139개(20.1%)로 집계됨
- 2020년 경기도의 인구 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 수는 7.6개로, 전국 9.7개
보다 낮은 수준임
- 인구 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시도는 제주, 전남, 강
원 순이었으며, 가장 적게 설치된 시도는 대구, 경기, 울산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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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시도별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1)

50,429
9,152
3,228
1,820
2,709
1,642
1,339
931
384
10,139
1,770
1,607
2,165
1,853
3,207
2,809
3,350
2,324

9.7
9.5
9.5
7.5
9.2
11.3
9.1
8.2
10.8
7.6
11.5
10.0
10.2
10.3
17.3
10.6
10.0
34.4

주: 위 자료는 시･도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함
1) 전체인구 수는 통계청 해당 연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그림 8. 2020년 인구 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단위: 대)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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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응급실 이용자 현황
1) 연도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 2020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는 7,935,747건으로, 2019년 10,238,360건
대비 2,302,6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는 153.1건으로, 2019년 197.5건 대
비 44.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연도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단위: 건)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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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20.1.20) 이후, 2020년 월별(2월~12
월) 응급실 이용자 수는 2019년 동월 대비 약 16% ~ 4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2019년, 2020년 응급실 이용자 월별 현황(단위: 건)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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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 전국 인구 천 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153.1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
주(241.5건), 전남(239.4건)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세종(61.9건), 경
기(125.9건)로 낮은 분포를 보였음
- 응급실 이용자 수의 감소율이 큰 지역은 대구, 광주, 경기· 서울 순이었으
며,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적은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순이었음

그림 11. 2020년 인구 천 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단위: 건)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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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지역별/연도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응급실 이용자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년
7,935,747
(100.0)
1,352,589
(17.0)
484,629
(6.1)
319,983
(4.0)
401,632
(5.1)
350,159
(4.4)
211,341
(2.7)
200,757
(2.5)
22,010
(0.3)
1,689,890
(21.3)
321,853
(4.1)
258,906
(3.3)
320,599
(4.0)
359,109
(4.5)
443,199
(5.6)
422,101
(5.3)
636,293
(8.0)
140,697
(1.8)

2019년
10,238,360
(100.0)
1,784,885
(17.4)
633,615
(6.2)
463,338
(4.5)
489,958
(4.8)
474,991
(4.6)
270,043
(2.6)
252,147
(2.5)
22,719
(0.2)
2,228,460
(21.8)
402,174
(3.9)
317,856
(3.1)
410,167
(4.0)
393,923
(3.8)
530,424
(5.2)
546,706
(5.3)
837,905
(8.2)
179,049
(1.7)

증감률

(단위: 건, %)
인구 천명 당 응급실 이용자 수

-22.5

153.1

-24.2

139.9

-23.5

142.9

-30.9

132.3

-18.0

136.5

-26.3

241.5

-21.7

144.4

-20.4

176.7

-3.1

61.9

-24.2

125.9

-20.0

208.6

-18.5

161.7

-21.8

151.2

-8.8

199.1

-16.4

239.4

-22.8

159.9

-24.1

190.5

-21.4

208.6

주: 위 자료는 의료기관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510개소에서 집계한 현황을 근거로 함(집계 불가 7개소
미포함)
자료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2021), 2020 응급의료 통계연보

47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체계 관련 주요 계획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4)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연차
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 현재까지 ‘제1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05-2010)’, ‘제2차 응급의료기본계획
(2013-2017)’,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이 순차적으로 수립되
었고, 2010-2012년 사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
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2010-2012)’이 3개년
특별계획으로 수립되었음

◯ 중앙정부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에 따라, 시· 도지사는 매년 지역응급의료시
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 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 내 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응급의료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최근에 발표된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의 추진방향에서도 지
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 강화를 포함한 통합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적절
한 중증응급환자 치료,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14)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21.12.30.)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
6010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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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일부 발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
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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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
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
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021.12.30.)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
un=060101&query=%EC%9D%91%EA%B8%89%EC%9D%98%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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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발췌)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03. 16.] [경기도조례 제4235호, 2011.10.20., 제정]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응급의료시
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교육· 훈련계획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3. 환자이송체계의 운영계획
4.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책 등
제4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 규정에 따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건강국장· 구조구급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5.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응급의료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 위원장의 업무
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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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자료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1),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과(2021.03.16.)
https://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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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15)(2018.12.)
1) 비전 및 추진 방향
◯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 현장-이송-응급실-전문진료 전 주기에 걸쳐 응급의료 제공 주체간의 신속
하고 유기적 연계 추진(“환자 흐름 추적”)
- 현장· 이송 단계 의료지도, 헬기 공동 활용, 재난 시 의료대응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구축

◯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를 체계화하고 지역별 이송 지침 및 실시간 응급진
료 정보 공유로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응급의
료 질 향상 유도(권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자원 확보 및 지역완결형 응
급의료체계(이송체계) 구축하여 골든타임 준수
-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
고, 지자체의 응급의료 기획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

◯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 응급 상담서비스 및 온· 오프라인을 통한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휴일 진료기관(특히, 소아) 확대
- 응급실 환경 및 운영체계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감염, 폭력 등으
로부터 안전한 응급실 구현
15) 보건복지부(2018),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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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추진방향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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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18-2022) 성과지표
목표
영역

핵심목표

현장· 이송
단계

응급실
단계

전문 진료
단계

응급의료
기반

지표명
’17년

’22년

30.5% (’15)
9.2% (’16)
3.7% (’16)
15.6% (’16)
46.4%

23.0%
7.5%
3.2%
14.0%
55.0%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중증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률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구급차 3인 이상 탑승률

21.0%
46.5%
7.6%
52.4%
41.9%

30.0%
60.0%
10.0%
60.0%
90.0%

권역· 지역응급센터 중증응급환자 비율
권역· 지역응급센터 병상포화지수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율
권역· 지역응급센터 전원 수용가능 응답률
전원 부적절 지연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률

7.1%
49.2%
67.7%
89.1%
21.2%
82.5%

10.0%
40.0%
100%
95.0%
15.0%
90.0%

연간 외상수련기관 수료 인원 수
권역외상센터 중증 외상환자 수용률
급성심근경색 조기재활 시행률
뇌졸중 조기재활 시행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배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율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6명
27.0%
40.0%
75.0%
미배치
56.7%
22개소

20명
50.0%
50.0%
80.0%
배치
61.4%
30개소

시· 도 응급의료체계 평가
소방구급활동기록지-국가응급진료정보망 매칭률
중앙응급의료센터 재편
시· 도 응급의료지원센터 재편

미실시
87.0%
-

실시
100%
완료
완료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급성심근경색 30일 사망률
뇌졸중(허혈성) 30일 사망률
뇌졸중(출혈성)30일 사망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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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이송 단계] 주요 추진 과제
◯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추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시간민감
성 질환(심장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인지율 제고 교육· 홍보 강화
- 건강취약계층(노인 등)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관리 철저

◯ 고품질 응급 상담· 신고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 24시간 응급의료 상담(’18~),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안내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
충
- 119안심콜 시스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개선 등 취
약계층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확대

◯ 119 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률 제공
- 환자 중증도, 교통상황, 지역 내 의료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및 이송지도 가이드라인 개발(’20)
- 119구급대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표준화(’19. 시범사업), 구급평가 실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구급대원이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여 의사
가 실시간 의료지도)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추진

◯ 구급차· 항공 이송서비스 강화
- 민간구급차 평가· 인증제 도입 및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이송처치료 건강
보험 적용방안 검토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 추진(’20~)
- 닥터헬기 야간운항 시범추진 및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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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단계] 주요 추진 과제
◯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최적화
- 권역· 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
료 역할에 집중16)토록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보완(’20)17)
- 종별 당직전문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응급센터의 경증 환자 방문 억
제하는 시범사업 실시(’20)

◯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 형량하한제 도입으로 예방형 처벌 강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19)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 배치
- 체류시간이 짧은 응급실 특성을 감안한 종별 격리시설 세부기준을 마련하
여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반영(’19)

◯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률 제고
- 전원의 효율성 제고, 최종진료 지연 방지를 위한 전원지원시스템 활성화
(’19~)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전원지침 마련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가 탑승한 경우 별도의 이송처치료 인정 등 병
원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20~)

◯ 취약· 재난 응급의료 지원 강화
- 취약지 응급실 인력· 재정지원 강화, 구급차 등 추가 배치, 지역별 책임의
료기관 육성하여 필수진료 접근성 및 취약계층 중재 강화
- 지자체, 소방, 의료기관 등 재난의료 협의체 구성(’19),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의료 매뉴얼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20)

16) 권역· 지역응급센터의 최종치료 제공 관련 수가 개선 및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 관리료 차등부담 폐
지 검토
17)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방안 마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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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진료 단계] 주요 추진 과제
◯ 중증외상 분야
- 지자체,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권역외상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
체계 구축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축(’15, 30.5%→’22, 23.0%)
- 진료행위 적정 보상 등 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센터 중심의
외상수련기관 재편(’19)등을 통한 외상 전문인력 확보
-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정립하고(’19) 외상센터 수준 구분 및 기관별
역량·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추진(’20)

◯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분야
- 종합병원 등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센터 운영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
센터로 연계되는 체계적 안전망 구축
-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예방-치료-재활의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심뇌혈관센
터 지원 역할 부여(’20)

◯ 정신 응급 분야
-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공동 현장대응 매뉴얼 발간(’19), 정신건강복지센터
에 전문인력 배치(’20) 등 현장대응 및 이송체계강화
- 응급인원 수가 개선 검토(’20),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 응급 진료 가능
정보, 입원· 전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보시스템 구축(’21)

◯ 소아 응급 분야
- 응급환자 상담서비스(119)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용
등 야간· 휴일 진료체계 확대
-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순환당직제 운영으로 전문진료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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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 기반
◯ 지방정부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 지역 여건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시· 도 응급의료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확충
- 응급의료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완결
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 운영

◯ 지능형 응급의료정보체계 구축
-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체별(응급의료기관, 권역, 시도
등) 응급의료 지표 결과 제공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응급환자 발생 시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 추적이 가능토록 관
계기관18) 정보 연계

◯ 인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 취약지 응급의료인력 확충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편 및 응급실 정보관리자, 사회복지 연계 인력, 안
내책임자 등 응급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응급의료 정책 기반 강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19) 운영 및 ‘응급의료 포
럼’ 정례 개최 등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19)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시· 도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지
역 응급의료 행정지원기관으로 재편
-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정책 홍보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통계 사업 실시 및 응급의료사업 재정 기반 확충

18) 소방 구급활동기록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청구자료 등
19) (예시) 총괄재정분과, 병원 전단계분과, 병원단계분과, 지역응급의료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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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연차별 추진 일정
연도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Ÿ외상 응급처치
매뉴얼 마련

Ÿ재외국민 상담

Ÿ닥터헬기 야간

현장· 이송

서비스 제공

운항 시범사업

단계

Ÿ영상통화 활용

Ÿ범부처헬기공동

응급처치 안내

활용지침 개정
Ÿ병원前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Ÿ응급의료기관 재

Ÿ응급실 폭행 방지

지정및 평가제도

응급실

대책 마련

개선방안 연구

단계

Ÿ중앙 DMAT

Ÿ응급의료기관

조직·인력 정비

보안 인력·격리
시설 기준 마련

전문진료
단계

Ÿ중증외상진료
체계 개선대책
마련

Ÿ외상표준운영
체계 정립
Ÿ정신 응급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2020년

Ÿ공중보건장학
응급의료

Ÿ응급의료정보

기반

연계 추진(’18~)

제도 도입
Ÿ전문위원회,

행위 형사면책
법 개정
Ÿ지역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개정

Ÿ농어촌 구급차
추가

배치

(~’22)
Ÿ닥터헬기 추가

사업 확대
Ÿ민간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이송

배치(~’22)

처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검토
Ÿ응급의료기관
Ÿ당직전문의제도
지정 기준· 평가
Ÿ취약지 응급실
개편 추진
지표 개정
인력· 재정
Ÿ응급의료기관
Ÿ경증환자 방문
지원 및
재지정 추진
억제 시범사업
대지급제도
Ÿ지역DMAT구
Ÿ지역 재난의료
(~’22)
성· 운영
매뉴얼 마련
Ÿ지역심뇌혈관
센터 지정· 운영
Ÿ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실 개입팀

Ÿ정신 응급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Ÿ17개 권역외상
센터

구축

완료

배치
Ÿ응급실 이용
Ÿ지역 응급환자

문화 개선 및

대응 지침 마련

심폐소생술

Ÿ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홍보

과정 개편
시스템 운영

(’1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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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스마트의료지도

중앙응급센터 Ÿ응급의료모니터링
관련 법 개정

2022년

Ÿ선의의 응급의료

Ÿ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편

2021년

(~’22)
Ÿ응급의료 관리
조사·통계사업
(~’22)

GYEONGGI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나.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20)(2020.12.)
◯ 2018~2022년 응급의료기본계획 진행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19.2)
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이 도출됨(’20.1). 이후 학회 및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의 ’21~’22년간 실
행계획이 마련됨

1) 추진 방향 및 추진과제
◯ 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및 중
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체계 두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함
-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과제 중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
로 우선 추진되며, 당초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과제가 추가되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루어짐

표 25.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과제 개요
구분
현장· 이송
단계

내용
(1) 병원 전 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2)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3)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1)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2)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병원

(3)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4) 중증환자 병원간 전원체계 구축
(5)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6)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응급의료기반
단계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2)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20)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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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이송단계] 중점 실행 과제
◯ 병원 전 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칭 Pre-KTAS)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Pre-KTAS를 개선 및 보완하여 전국 확대하고, 구급
대원 교육 및 응급구조사 자격, 보수교육에 Pre-KTAS 교육 프로그램 추가

◯ 중증도 분류에 기반한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 (중앙) 자치단체에서 지역단위 자원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주요 응급질
환 선정 및 필요 자원조사 수행 관련 시범연구21) 통해 지역 응급의료 자
원 조사 위한 표준 매뉴얼 제시(~’21.하)
- (지방) 자치단체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자원조사
를 진료권 단위로 실시
- 이송지침 마련 및 관리를 위한 지역단취 추진체계로 (가칭)응급의료지원단
을 구성
- 지역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등을 시· 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

◯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 지역 이송지침 준수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 중증도 분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사례 분석 및 교육 실시
- 지침 적정성 관리를 위한 이송현황 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21)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연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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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단계] 중점 실행 과제
◯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달체계 재구성
- 지역별 응급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의료기관 배치 및 지원
- 중증응급질환군 선정 및 지역 응급의료자원조사를 통한 지역 내 중증응급
발생수요 및 대응역량 확인
- 지역 내 최종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질환군은 인접지역과 진료네트워크 사
전 구축
- 지역단위 책임진료 체계 마련시, (가칭) 지역 응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지역완결형 책임 진료체계 구축

표 26.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기능 설정을 위한 개선(안)
현행

개선(안)

1.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권역센터

2. 재난대응, 교육훈련

(38개소)

3. 타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

중증응급환자 수용

지역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의료센터

- 70개 중진료권별 1~2개소

(70~100

- 응급중환자실, 수술실 등

개소)

응급의료
센터

1. 응급환자의 진료
2. 해당 기관 역량 초과

지역기관

중증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
24시간
진료센터

구비
일반 응급환자 진료
* 중증환자는 안정화 및 이송
- 응급전용입원실 등 구비
야간· 휴일 진료 제공
* 봉합, 발열, 단순골절 등
(입원 불필요 경증· 비응급)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 응급의료기관 종별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마련
- 수용곤란 고지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용거부에 대한 기관별 모니터링 및 평
가 관리 체계 마련

63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수용곤란 관리체계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용곤란 상황 공유 및 관리
- 이송중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 방안 마련

◯ 중증환자 병원간 전원체계 구축
-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지침 마련
-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병원간 전원체계 구축
- 응급전원협진망 활용 병원간 전원 응급환자 수용력 강화

◯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환자 인식 개선
- 합리적 응급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유증상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수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추가
확충
- (장기)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갖도록
추진22)
- (단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설치 지원 혹은 응급실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코호트 진료구역 마련 등 추진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중증응급진료센터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중증응급
진료센터의 운영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환류 추진
- 감염병 위기상황의 응급의료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응급의료기관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을 연동하여 감
22) 권역센터 5병상(음압2), 지역센터 3병상(음압1), 지역기관 1병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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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 시 인센티브 제공될 수 있는 방안 검토

4) [응급의료기반] 중점 실행 과제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 지자체·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등 지역단위 응급의
료 거버넌스 강화
- 시· 도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한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맞춤형 이송체계 마
련 등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기능 수행
- (가칭)시· 도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한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 시· 도 응급의료위원회 지원 및 지역 응급의료 정책추진 등을 위한 응급의
료 전담팀 설치 추진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의 성과 평가체계 마련

◯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지원을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재정립
-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의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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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 계획 주요 정책 추진 목표
현재

구분

Ÿ119 구급대(현장· 이송)와 병원
간 환자분류 상이
Ÿ지역별 이송지침 부재에 따른
적정이송의 어려움
Ÿ객관적 기준에 따른 이송관리의

2022년 이후
Ÿ현장· 이송· 병원전단계에 걸쳐 환자분류 체계

현장
이송
단계

어려움

화
Ÿ지역 주도 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 지역 맞
춤형 이송체계 마련
Ÿ구체적 지침을 토대로 한 적정 이송 관리체계
마련

Ÿ지역별 응급의료 자원격차 및
진료성과의 차이

Ÿ70개 중진료권별 중증응급의료센터 1개소 이

Ÿ응급의료기관 종별 불분명한

상 설치하여 중증응급 진료 인프라 대폭 확충

기능적 차이
Ÿ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곤 병원
란 고지에 대한 관리 부재

단계

Ÿ중증환자 전원 시 병원선정

Ÿ중증도에 기반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체계
및 합리적 응급의료 이용 기반 마련
Ÿ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Ÿ중증응급환자 안전한 전원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한 전원의 어려움

Ÿ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Ÿ감염병 위기 시에 대응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 부재

Ÿ시· 도에 응급의료지원단(가칭) 및 전담팀이
Ÿ지자체별 역량 격차

응급

Ÿ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지역 의료
응급의료 거버넌스

기반

구성되고, 지역 자원 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
등 실질적 기능 수행
Ÿ지역 응급의료역량지수 개발, 정책 환류 및
지자체 관심 제고

자료출처: 보건복지부(2021),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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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변화
1. 구급활동일지 분석
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 구급활동 소요시간의 변화, 출동
거리 등에 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 자료원
- 경기도 내 전체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
- ’19.1.1. ~ ’20.12.31. (2개년도)
◯ 분석 방법 및 변수
- 2019년과 2020년 구급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환자 특
성) / 활동 시간 / 거리를 분석하여 비교함
-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표 28과 같음

◯ 분석 단위
- 구급활동일지 건 (구급활동 한 건당, 환자 한명으로 간주하여 해석함)

◯ 분석 제외 기준
- 구급활동 시간 기록이 결측된 값 제외(구급활동 시간 관련 변수 중 하나
라도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2019년 총 출동 건수는 690,246건이었으며 2020년 총 출동 건수는
647,399건이었음. 이중 구급활동 시간 기록이 결측된 값을 제외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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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최종 분석하였음(2019년 418,298건, 2020년 366,838건)

표 28. 구급활동일지 분석 변수
항목

일반적 특성

구급활동
거리
구급활동
시간

변수
성별
연령
환자 발생 유형
환자 체온
환자 상태 분류
출동지~현장과의거리
현장~병원까지의거리
신고년월일
신고시각
출동년월일

항목

구급활동
시간
(계속)

변수
출동시각
현장도착년월일
현장도착시각
현장출발년월일
현장출발시각
병원도착년월일
병원도착시각
귀소년월일
귀소시각
-

나.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환자 특성) 비교
◯ 2019년과 2020년 환자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음. 환자 성별, 연령 분포
및 평균 연령, 환자 발생 유형, 환자 평균 체온, 환자 상태 분류 결과는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유사했음
- 환자 성별: 2019년(남: 52.9%, 여: 47.1%), 2020년(남: 53.7%, 여: 46.3%)
- 환자 평균 연령: 2019년(54세), 2020년(55세)
- 환자 발생 유형: 2019년(질병: 61.9%, 질병외: 36.2%), 2020년(질병:
62.6%, 질병외: 35.6%)
- 환자 평균 체온: 2019년(38.7℃), 2020년(38.2℃)
- 환자 상태 분류: 2019년(응급: 24.2%, 잠재응급:40.5%, 준응급: 34.5%),
2020년(응급: 24.2%, 잠재응급:40.6%, 준응급: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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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19년, 2020년 환자 특성 비교
항목

성별

변수

유형

2020년
%

명

%

남성

292,499

55.24

270,629

56.06

미상

138

0.03

32

0.01

여성

236,821

44.73

212,068

43.93

평균 연령(세)
환자 발생

2019년
명

53

54

기타

21,833

3.16

19,598

3.03

질병

286,557

41.52

256,314

39.59

질병외

381,856

55.32

371,489

57.38

환자 평균 체온(도)

39.6

39.6

대상외

15,265

3.13

17,560

4.07

사망

3,305

0.68

3,628

0.84

환자 상태

사망추정

4,883

1

5,205

1.21

분류

응급증상

106,238

21.77

92,486

21.42

잠재응급증상

202,365

41.47

178,898

41.43

준응급증상

155,865

31.94

133,979

31.03

주) 변수별, 연도별로 결측 수 상이함
-성별: 2019(결측160,788), 2020(결측164,672)
-연령: 2019(결측167,739), 2020(결측170,622)
-환자 발생 유형: 결측치 없음
-환자 평균 체온: 2019(결측216,699), 2020(결측212,849)
-환자 상태 분류: 2019(결측202,325), 2020(결측215,645)

2) 구급활동 시간 비교
◯ 전체 시간 비교
- 구급활동 시간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음. 신
고 접수부터 소방서에 복귀(귀소)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2019년 평균
62분이었으나, 2020년 평균 74분으로 증가해 총 12분 정도 증가하였음.
구급활동 단위별 시간도 조금씩 증가했음(아래 그림 참고). 특히, 병원 도
착부터 귀소까지 소요된 시간이 2019년 대비 2020년 8분 늘어나, 구급활
동 중 시간 지연이 가장 길게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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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급활동일지 분석에 따른 구급활동 시간 비교(2019년, 2020년 비교)

◯ 월별 시간 비교
- 구급활동 소요시간을 월별로 보면 차이를 더 크게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
의 경우,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다시 11월 말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음. 이러한 확진자
추이가 월별 구급활동 시간 지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구급활
동 단위별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2019년에 비해 2020
년에 구급활동 시간 지연이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12
월에 가장 긴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음

그림 14. (참고)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2021.07.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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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출동 시간 비교] 신고부터 출동 평균 시간은 10월에 2019년이
2020년에 비해 약 4분 정도 더 소요되었음

그림 15. 2019년, 2020년 신고~출동 시간 비교(단위: 분)

- [출동~현장 도착 시간 비교]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2월
에 가장 큰 차이(3분)를 보였음

그림 16. 2019년, 2020년 출동~현장 도착 시간 비교(단위: 분)

- [현장 도착~현장 출발 시간 비교] 현장 도착부터 현장 출발 시간 또한 시
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2월에 가장 큰 차이(3분)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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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 2020년 현장 도착~현장 출발 시간 비교(단위: 분)

- [현장 출발~병원 도착 시간 비교] 현장 출발부터 병원 도착 시간 또한 시
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2월에 가장 큰 차이(4분)를 보였음

그림 18. 2019년, 2020년 현장 출발~병원 도착 시간 비교(단위: 분)

- [병원 도착~귀소 시간 비교] 병원 도착부터 귀소 시간은 월별로 소요시간
이 긴 연도가 상이하나, 12월 소요시간이 2020년이 68분으로 2019년 29
분보다 39분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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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9년, 2020년 병원 도착~귀소 시간 비교(단위: 분)

- [출동~병원 도착 시간 비교]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12월에 가장 큰 차이(10분)를 보임

그림 20. 2019년, 2020년 출동~병원 도착 시간 비교(단위: 분)

- [출동~귀소 시간 비교] 출동부터 귀소까지 소요시간은 5월을 기점으로 시
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2월에 가장 큰 차이(49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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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9년, 2020년 출동~귀소 시간 비교(단위: 분)

- [신고~귀소 시간 비교] 최종적으로 신고부터 귀소까지 소요시간은 5월을
기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12월에 가장 큰 차이(51분)를 보임

그림 22. 2019년, 2020년 신고~귀소 시간 비교(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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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활동 거리 비교
◯ 출동지부터 현장까지의 거리 비교
- 출동지부터 현장까지의 거리도 2019년 평균 2.69km에 비해 2020년 평균
2.95km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월별로 차이를 보였음.
하반기로 갈수록 출동지 부터 현장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였으며, 연도 간
차이는 12월에 가장 컸음(2019년: 2.64km, 2020년: 3.52km)

그림 23. 2019년, 2020년 출동~현장 거리 차이 비교(단위: km)

◯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비교
- 현장부터 병원(첫 번째 이송 병원 기준)까지의 거리도 2019년 평균
3.23km에 비해 2020년 평균 3.53km로 증가하였으며, 4월을 제외하고는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현장부터 병원까지의 이송 거리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장부터 병원까지의 이송 거리의 경우, 결측 데이
터의 수가 많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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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9년, 2020년 현장~병원 거리 차이 비교(단위: km)

다. 분석 결과 해석 유의사항
◯ 구급활동일지 분석을 통해, 실제로 경기도 구급대 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였고, 출동 거리 또한 일정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를 해석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가 비교적 늦은 시기인 8월(하반기) 이후에 확산
되었고, 많은 구급대원들이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한 전담구급차 동
원, 백신접종센터 파견 또한 12월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 자료
분석만으로는 구급활동 지연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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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119 상황실 병원 수용 거부 현황
◯ 2020년 9월,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제초제 및 농약중독으로 인해 응급처치
가 필요한 환자가 수용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병원선정이 지체되어 응급
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23)가 있었음
- 해당 사례를 통해 구급활동 소요시간 증가의 일부 원인이 119 이송 환자
의 초기 병원 선정과 관련이 있음을 미루어 추정하였음
- 이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내부자료24)를 통해 경기119 상황실 병원 수
용 거부 현황을 추가 분석하였음
◯ ’20.3월 ~ 11월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구급환자 수용거부 409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선정을 위한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시도 횟수는 평균 6회였으
며, 최대 28회까지 병원 수용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음
- 횟수별로 살펴보면, 0회 이상 5회 미만인 경우가 194건(47.4%),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는 126건(30.8%), 10회 이상 수용 거부 사례는 89건
(21.8%)으로 나타남
- 월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소폭 증가 후 감소하는 양상이었
으나, 하반기 이후 증가하여 9월에 가장 많은 병원 수용 거부가 나타났음.
이는 경기도가 코로나19가 비교적 늦은 시기인 8월(하반기) 이후에 확산
되었던 시점과 유사함

23)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2021), 화성시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과 환자 이송 개선 사업
24)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2021), 경기119 상황실 병원 수용 거부 현황(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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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횟수별 병원 이송 거부 현황(단위: 건, %)
(자료출처: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2021), 경기119 상황실 병원 수용 거부
현황(내부자료))

그림 26. 월별 병원 이송 거부 현황(단위: 건)
(자료출처: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2021), 경기119 상황실 병원 수용
거부 현황(내부자료))

80

GYEONGGI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2. 구급대원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 목적
- 도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1) 신고부터 병원이송까지 구급업무의 일반적인 절차와 변화
(2) 코로나19 유행이 구급 활동에 미친 어려움
(3)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 활동 기타 장애요인
(4) 구급대원의 취약성 및 개선방향

◯ 일시
- 2021년 4월 4주차 ~ 5월 1주차

◯ 방법
- 대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비대면 방식(zoom 화상회
의)로도 진행하였음

◯ 참석 대상
- 도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기관(운전)요원, 응급처치요원) 20인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 남부/북부로 나누어 10개 소방서를 선정하
였음(남부지역 소방서 6개소, 북부지역 소방서 4개소)
- 인터뷰 참여 전 연구 소개와 인터뷰 참여의사를 묻고, 인터뷰를 수락한 근
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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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결과25)
◯ 구급대원 심층 인터뷰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6가지 주제로 구분해볼
수 있음
표 30. 구급대원 인터뷰 결과(요약)
구분
코로나19 이후

Ÿ

내용
코로나19로 이후 추가된 업무로 인한 구급 활동 소
요시간 증가
환자 구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장 상황 정리 등에
어려움 발생
구급활동 시간 지연
활동 제한(낙상, 시야 확보의 어려움, 촉진 등에 제한적)
보호복 착용 구급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두려움/민원/호기심
적절한 사이즈를 포함한 보호복/보호가운의 수급 부족
보호복 착용에 대한 지침과 현장 적용 차이
보호복 착용 관련 구급대원 책임 소재
병원 선정 전반 현황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병원 선정: 신고 당시 초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초기 문진 시 코로나19 증상
파악이 불가한 경우
실제 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재이송 발생(체온 변화 등)
병원 자원 부족 및 병원별 격리실 입실 기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
병원 격리실 상황 공유 지연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환자 민원, 구급대원의 피로 가중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 발생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안에 동원되면서 구급차/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내 공백 발생
구급대원 휴가 제한 및 탑승인원 변경 등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됨
구급차 소독에 추가 시간 소요(40-50분)

Ÿ

제한된 소독장소(원거리 센터의 경우, 접근성 떨어

Ÿ

구급활동 흐름의 전반적인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통제 및 Ÿ
시민협조 어려움
Ÿ
Ÿ
보호복 착용으로 인한 구급활동 Ÿ
Ÿ
지연 및 애로사항
Ÿ
Ÿ
Ÿ
Ÿ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선정의
어려움

Ÿ
Ÿ
Ÿ
Ÿ
Ÿ
Ÿ

구급활동 시간 지연 및 관내
공백 발생
소방서 귀소 전 구급차 소독
업무 추가

Ÿ

짐)로 인한 구급활동 시간 증가

25) 본 연구에 제시된 인터뷰 결과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해결된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언급
된 문제 외에 새로이 발생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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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구급대원) 인터뷰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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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이후 구급활동 흐름의 전반적인 변화
◯ 코로나19 이후 ‘보호복 착용, 코로나19 관련 증상 사전 파악, 병원 선정
및 재이송, 병원 체류, 소독, 코로나19 관련 문서 작업 등’ 코로나19 이전
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가 구급활동에 추가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
급활동 소요 시간이 길어짐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단순 환자면 출동~귀소까지 가까우면 30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단순 고열 환자의 경우 보호복 착용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병원선정부터
신속 PCR까지 해서 병원 체류시간만 40분 (걸리고), 인근에 병원선정이 안되면
다른 관서 병원까지 고려해야 해요. 환자 이송 후 50분 동안 본서에서 구급차
소독까지 하니까.. 이렇게 되면 한 건당 출동시간이 2~4시간까지도 늘어나요.”

“출동 지령 이후 전화하는 과정에서 필히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문진해야 하고,
개인보호장비 착용이 증가했어요. 환자 접촉시에도 코로나 관련 사항을 물어보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 시켜야 해요. 환자 포함해서 동승자에 대한 발열체크도 해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대해 병원에 사전 통보를 해서 격리실 상황을 묻는
업무까지 추가됐어요. 귀소 시에도 유증상자가 탑승했다면 스팀소독을 시행해야
해요. 아마 서울은 표면 소독만 하는 것 같고 경기도만 유일하게 스팀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벨디 착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환자에게 가는
시간까지 1.5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확진자, 자가격리자 이송은 구급차 자체에서
필수 장비를 제외하고 빼낸 후 실링하는 작업까지 필요해요. 이 과정은 30분 정도
소요돼요. 만약에 음압텐트까지 사용하면 준비 시간만 1시간30분.. 보건소 구급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3-4건씩 나가구요.”

2)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통제 및 시민협조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발생함.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
스크 착용을 안내해야 하거나 유증상 의심 환자의 경우 주변인 격리 작업
을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등 환자 구조 활동 외 현장 정리에 어려움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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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 또한 코로나19 초반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증상 관
련 문진 및 격리실 입실 등에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이
존재함

“코로나19 이후에 현장 통제 및 안내 업무도 추가되었습니다. 유증상 의심이 되는
환자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으면 격리해야하고, 특히, 마스크도 쓰지
않은 상태라면 격리에 대한 안내 업무도 추가되었습니다. 통제 및 안내 업무로
확진자 및 신고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연락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접촉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도움을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구급대원이 오게 되면 옆집· 상가 등의 주변에서 확진 유무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러 질문들을 하시고, 통제하는 작업이 추가되면서 어려운 점이
생겨났습니다.”
“아파트로 출동을 가면 경비분들이 따라붙어요. ‘무슨 일이냐, 왜왔냐’... 보호복을
입고 가면 끈질기게 물어봐요. 환자 이송을 하다 보면 방역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고,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설명해도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해요. 모
보건소는 구급대가 도착함과 동시에 방역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이용하는 비상계단,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소독해주기도 해요. 이렇지 않은 현장에서는 환자 이송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환자 3분을 모셔야 했었는데, 13층, 18층,
22층 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환자를 비상계단으로 모시고 내려왔어요. 방역
업체들을 조금 더 써서 바로 방역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코로나 문진을 하는데, 전화로 상황실에서도 문진을 하고
구급대원이 또 문진하고 병원에서도 하니까 환자가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또
저희가 간호사랑 사이에서 중재하기도 해요.”
“이송 전에 ‘병원에 가면 무조건 기다릴 수 있고 장시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다.
병원 시스템이 (그렇)고 환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사전 양해를 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병원에게, 우리에게 화를 내기도 해요.
8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중략) 격리실에 간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실갱이를 벌이죠.”
“코로나19 관련 문진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민감한 분들이 한두
분씩 있어요. 열이 나서 격리실에 가야 한다고 하면, 운동해서 그렇다는 등 핑계를
대는 분들도 있고, 진료 받던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진료
가능한 병원을 데려다줬는데, 코로나19 관련 검사까지 추가되어서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민원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비용과 불편 사항 등을
항상 고시해줘요. 환자가 계속해서 억지로 우기면, 가까운 병원을 가서 의료진
얘기를 듣게 하기도 해요. 구급대원 얘긴 안 듣는데 의료진 얘긴 잘 들어요.”

3) 보호복 착용으로 인한 구급활동 지연 및 애로사항
◯ 코로나19 이후 환자 유형에 따라 보호복을 착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는
전반적으로 구급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함. 출동 전 보호복 착용으로 인해
구급활동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구급대원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복
특성으로 인해 구급 활동에 제약이 생김. 유형에 따른 보호복 착용 지침
과 현장 적용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구급대원이
보호복을 상향 조정해서 입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은 부족하
고 보호복 착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구급대원에게 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비해서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보호복을 착용한 구급대원에 대
한 대중의 인식 또한 좋지 않아 구급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침
- 구급활동 시간 지연
- 활동 제한(낙상, 시야 확보 어려움, 촉진 등 제한적)
- 보호복 착용 구급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두려움/민원/호기심
- 적절한 사이즈를 포함한 보호복/보호가운의 수급 부족
- 보호복 착용에 대한 지침과 현장 적용의 차이
- 보호복 착용 관련 구급대원 책임 소재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는 이렇게까지 보호복을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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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보호복 입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출동 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폐소생술 환자의 경우는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보호복 입는 시간이 최대 1분
정도는 걸려서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게 있죠.”
“너무 많아요. 일단 심정지 상황에서 고글은 바로 습기가 차는데, 현장에서는
응급처치가 우선이니 불편해서 벗어버리기도 하고, 보호장갑도 두 개씩 착용하고
정맥로를 확보하다보니 감각이 떨어져서 벗어버리죠. 보호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깐요. 그리고 겨울엔 괜찮은 데 여름이 다가오는게 벌써 걱정이네요. 고글
빼고 나면 땀이 주르륵 떨어져요. 온몸이 젖어버려요.”
“처음에는 보호복을 완전히 입고 운전하면 덧신 때문에 브레이크, 악셀 밟을 때
미끄러져서 매우 위험했어요. 때문에 덧신은 신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운영 중이에요.
고글도 안에 김이 자꾸 서려서 운전이 힘들어요. 의심자를 만났을 때 중간에 벗을
수도 없고 난감하죠. 고글을 벗어서 닦지는 못하고 에어컨을 틀어서 김을 조금
날리는 식으로 해결해요. 고글에 김이 서리면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자판이 안보이기도 해요. 덧신도 딱 맞게 신겨지지 않아서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경우 계단으로 환자를 들것에 들거나,
업고 내려와야 하는데 좁은 계단을 잘못 밟으면 환자까지 같이 넘어지니까 매우
위험하죠. 고글로 앞은 안 보이지 몸은 덥지 글러브도 2개씩 껴서 촉진도 안되어서
많이 힘들어요.”
“보호복 또는 가운을 입고 출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확진자 나왔냐’고 너무 많이
물어봐서 업무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환자 처치로 급하고 환자의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 말해주지 않냐’는 식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보호복을 왜 입었냐’라는 질문에 모든 출동에 입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려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목을 받는 것도 부담이고, 설령
확진자여도 거리를 유지한다면 걸리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주목에 환자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확진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다시 입기도(어제 코로나 검사 음성이었다
싶으면) 해요. (중략) 사비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장갑 같은 경우는 유난히 손이
작은 구급대원들은 (사이즈가 없으니까) xs 같은 사이즈를 구매해서 쓰는
여직원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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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사이즈의 보호복을 줘요. 보호복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말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사이즈를 맞추지 못하니까 있는 대로
주는 식이에요. 원래는 보호복이 사이즈별로 나오긴 하는데, 수급 체계가 그때그때
있는 것을 가져다주고 이런 식이라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접수를 받고 나서 보호복을 무조건 입고 출동합니다. 상황실에서 먼저
환자에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코로나19 역학관계 없다고 해도 막상 현장
나가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출동시 보호복을 무조건 입어요.”
“보호복 수량 부족으로, 무조건적으로 보호복을 입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출동 전에 현장 상황이 인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심정지인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지침대로라면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접해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보호자도 있었고 심정지인걸 인지한 순간 보호복보다는 바로 흉부압박,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끝나고 격리실에 들어가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복을 안 입고 처치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고, 질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보호복 먼저 챙겨 입을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어서 본부에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4)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선정의 어려움
◯ 병원에서 발열 환자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들을 구분해서 수용함에
따라, 구급대 환자 이송에도 변화가 생김.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원에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근거리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송했던 반면, 코로나19 이
후에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여부에 따른 ‘병원 선정’ 작업을 진행하게
됨. 병원 선정 과정에서 환자 이송에 지연이 발생하게 됨. 환자가 문진시
본인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병원 도착시 실제로 증상
이 변화하는 경우 재이송이 발생함. 그리고 병원별 격리실 수용 기준이
상이하여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한 원거리 이송이 증
가하고 있어 이송 시간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병원 선정 전반 현황
-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병원 선정 :신고 당시 초기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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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문진 시 코로나19 증상 파악이 불가한 경우
- 실제 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재이송 발생(체온 변화 등)
- 병원 자원 부족 및 병원별 격리실 입실 기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
- 병원 격리실 상황 공유 지연
-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환자 민원, 구급대원의 피로 가중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 발생

“병원 선정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에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했는데,
지금은 열이 있으면 미리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되고 격리실이 없으면 타 지역이나
다른 병원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더 먼 곳으로 연락해요. 단순 허리
통증인데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3시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발 열나지 마라’ 출동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갈 정도예요. 환자들도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가 발열이 있으면
격리실로 이송해야 해서 10군데 정도 알아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병원 수배가 되지
않으면 상황실에 요청해서 (경기 북부에서) 분당, 광주, 이천, 여주, 수원...
안된다고 하면 안양, 안산 등까지 이송해야 해요.”
“현재는 조금이라도 기침, 콧물, 가래 중 하나만 있어도 병원에서 격리실이 없으면
환자를 안 받아요. 무증상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희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유독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많이 몰리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격리실이 금방 차고, 격리실에 들어가면 환자가 바로바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변으로 알아보고 가능한 더 먼
병원으로 이송하죠. 경증환자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지만 의식이 떨어지거나 중증
외상을 입은 응급 환자들은 시간을 다투는데 그런 환자들조차 병원 섭외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힘들어요.”
“모든 4대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심정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병원에 상황 안내만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10분이면 갔던 것을 지금은 20-30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병원 선정이 안되어 CPR을 30-40분까지 하다가 병원을 구했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외상환자는 수용 가능한 병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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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서 큰 병원으로 주로 연락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보통 이송거리가 20-30분
정도 걸려서 큰 병원에서는 수용 가능하지만, 올 수 있는지 역으로 묻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격리실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병원은
진통제 먹는 것까지 격리를 시켜요. 병원 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지 72시간 이내면 격리실에 안 가도 되는가 하면, 어떤
병원은 무조건 격리실 가야 하기도 해요.”
“풀베드일 때는 문자가 오는데,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됐다는 문자는 없어요. (중략)
병상 수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병상을 확인하는 일
자체가 없었죠.”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의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신데,
이분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체감합니다. 또,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의 진료를 원하시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의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져 다니던 병원이 아닌 곳을 전전하게
됩니다.”

5) 구급활동 시간 지연 및 관내공백 발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필요한 인력을
구급대에서 동원함으로 인해 관내 구급차 및 인력이 계속 빠져있는 상황
임. 구급차/인력이 부족한 와중에 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추가 업무 등으로
전반적인 구급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관내 공백이 발생함. 이
로 인하여, 타지역 및 관할 지역 외 센터에서 서로 공백을 메워주는 상황
이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안에 동원되면서 구급차/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내
공백 발생
- 구급대원 휴가 제한 및 탑승인원 변경 등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됨

“한 건 이송으로 인한 출동시간이 길어져 관내 공백이 발생해요. 그 공백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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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메워요.”
“저희 지역의 경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2인 구급대로 유지 중이나, 인원이 없는
와중에도 생활치료센터, 접종센터 파견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고, 적은 인원으로
돌리니 구급차가 멈추게 되고, 다른 센터에서 다시 파견이 오는 악순환 상황입니다.”
“관내 공백을 고려하여, 전담구급차를 굳이 사용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비어버리면 3~4시간의 공백이 생겨버리니.. 사설구급차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순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하루에 2건 정도 코로나19 관련 출동을 나가지만
대다수가 무증상이에요. 모아서 가면 좋을 텐데...”
“휴가는 거의 못 가요. 원래도 못 갔는데, 피치 못해 휴가를 가게 되면 구급차가
멈추게 되니깐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6) 소방서 귀소 전 구급차 소독 업무 추가
◯ 코로나19 이후 소방서로 복귀 전, 구급차를 소독하는 업무가 추가됨. 확진
자 및 유증상자를 이송했을 경우 정밀 소독을 해야 하며, 이외 기타 환자
를 이송했을 시에도 기본 소독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약 40-50분). 문제
는 시군별 정밀 소독기(멸균 소독기)가 대체로 중앙 소방서를 중심으로 1
대씩 보급되어, 원거리 센터의 경우 소독을 위한 이동시간까지 길어졌음

“환자 이송 후 소독, 밀폐, 환기시키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방서에
멸균소독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이송 후 소방서에서 소독하고 센터로 돌아오면
귀소시간도 늘어나요. 유행 초기엔 락스로 구급차 표면을 소독하였으나 현재는
스팀 멸균 소독기(과산화수소 희석)로 소독해서 업무 강도는 줄었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산화수소가 입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해요.”
“지역 내 00소방서에 소독기가 있어요(1대). 문제는 외곽 센터에서 00소방서까지
오려면 3~40분이 걸려요. 소독 환자가 생기면 한 출동에 3~4시간이 걸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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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구급대원 인터뷰와 구급활동일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실제 구급활동
에 미친 다양한 영향들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
음. 병원 전 단계(이송체계)에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아래와 같음
◯ 시민 협조 및 인식 개선
- 119 신고 혹은 현장 문진 당시 본인의 증상 및 이력을 솔직하게 응답해야
함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반복 문진, 병원 격리실 입실 등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함
- 보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지나친 관심 및 질문은 줄일 필요가 있음
- 주취자 등 병력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재는 응급실 내원이 불가함. 구급
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취자 등을 수용하고 있
으면, 해당 시간 동안 구급차 및 인력이 비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
순 주취자 신고는 지양해야 함

◯ 충분한 보호장구 지급과 함께 구급활동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및 관련 지
침 개선
- 적절한 사이즈의 보호복을 포함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함
- 구급대원들의 주 활동 공간이 야외(외부 온도에 취약, 찢겨짐)임을 감안하
여 보호복을 개선해야 함. 이 외에도 운전을 하는 경방 요원과 응급 처치
를 하는 구급 요원의 활동이 다르므로, 활동 특성에 맞는 보호복 도입이
필요함
- 지침상 유증상 환자 등에 대해서만 보호복을 입게 되어있으나, 이는 현장
적용이 어려움. 문진할 때와 실제 현장에서의 환자 상태는 다를 수 있고,
구급 활동 도중 보호복 착용이 어려워 대다수의 구급대원들이 보호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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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에서 입고 있는 실정임.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아 보호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만날 경우 구급대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므
로, 실제 구급 활동 현장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완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함

◯ 병원 격리실 수용 기준 마련 및 신속한 정보(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여부)
공유
- 병원별 격리실 기준 등이 상이하여,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병
원 격리실 수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소방청의 협조가 논의되어야 함
- 격리실 자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공유되어야 함. 병원과 구급대원
개별 단위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격리실 수용을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
음. 중앙 차원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격리실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공
유해줘야 함

◯ 구급대원 활동 및 인력 지원
- 단순 이송업무 혹은 현장 대기 등을 위한 구급대원 차출을 지양하고, 민간
구급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신종감염병 이송/처치 대응체계 구축
- 자가격리자 이송/처치(보건소-의료기관-소방), 단순 발열 환자 이송/처치(의
료기관-소방)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병원 전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 중 일부는 해결되
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소방,
지자체, 중앙정부 등 관계부처 및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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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변화
◯ 제4장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변화에서 기술된 구급활동일지-국가
응급진료정보망(NEDIS) 연계자료 등의 분석 결과는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의 자체 분석 결과임

1. 구급활동일지-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연계자료 분석
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구급
활동일지-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연계자료의 양적분석을 통해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1) 코로나19 유행 이후 119구급 이송시간 변화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이송환자의 중증도 변화
(3) 발열환자의 119이송 지연

◯ 자료원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 2019.01.01. ~ 2020.12.31.
- 경기도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자료 3,274,471건 중 119구급활동일지 연
계자료 603,585건

◯ 분석 방법 및 변수
- 2019년과 2020년 119구급이송 응급실 이용현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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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환자 119구급이송 특성 / 중증응급환자 119구급이송 특성 /
발열환자 119구급이송 특성을 분석하여 비교함
-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표 31과 같음

◯ 분석 단위
- 응급진료정보 건(응급실 내원 한 회당, 환자 한 명으로 간주하여 해석함)

※ 동일환자 1일 2회 내원 시 2건의 응급진료정보 전송
◯ 분석 제외 기준
- 응급실 내원 사유가 진료 외 방문인 환자를 제외하였음
- 성별, 연령별, 주소지 정보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현황자료 분석
- 현장 출발 – 병원도착시간 0분 이하 및 500분 이상값 결측 처리
- 응급진료정보(내원수단, 환자 체온, 중증도 분류, 중증응급질환, 응급진료
결과) 중 미입력 자료 결측 처리
※ 지역응급의료기관 체온, 중증도 분류 등 미전송

표 31. 응급진료정보 분석 변수
항목
구급이송

변수
현장출발- 응급실 환자인계
시간

항목

변수

심정지

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내원 사유(질병, 질병 외)
내원환자
특성

뇌졸중(거미막하출혈,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ICISS26)

환자 체온
내원시 중증도분류
(KTAS)

뇌실질출혈, 뇌경색)
0.765미만)

응급진료결과

응급진료결과
(귀가, 입원, 전원, 사망)

26) ICIS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Edition based InjurySeverity Score), 병원
에서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외상환자 사망확률을 평가하는 도
구로 0에 가까울수록 중증외상을 의미하며, ICISS가 0.765미만 시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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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1) 119구급이송 응급환자 현장출발부터 응급실 환자 인계 시간 변화
◯ 응급의료기관 구급이송환자 현장 출발부터 응급실 인계까지 이송시간 증가
- 응급환자의 현장 출발부터 응급실 환자인계까지 이송시간은 2019년 16.3
분, 20220년 19.0분으로 계속 증가하여 환자이송 지연이 발생함
-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의 이송시간도 2019년 16.9분, 2020년 19.8분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 환자의 생존과 연계된 심정지환자의 이송시간
도 2019년 12.0분, 2020년 13.3분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가 도민의 생명
과 응급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
- 구급이송시간을 30~60분, 60분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구급이송시간 30-60분 비율은 5.7%, 10.1%로, 60분 이상 비율은 0.9%,
1.8%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정지 환자 구급이송시간은 1.3분 증가하였으나, 이
송시간 30~60분 비율은 4.3%에서 10.6%로, 60분 이상 비율은 0.9%에서
2.0%로 증가하여 코로나19이후 응급실내원환자 사망률 증가의 영향요인
으로 작용하였음

그림 28.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환자 119구급이송 시간 비교(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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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그림 30.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3대 중증응급환자 119구급 이송시간 비교(단위: 분) 심정지환자 119구급 이송시간 비교(단위: 분)

그림 31.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환자

그림 32.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환자

119구급 이송 시간 30-60분 비율 비교(단위: %)119구급 이송 시간 60분 이상 비율 비교(단위: %)

그림 33.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그림 34.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심정지환자 119구급 이송 시간 30-60분 비율(단위: %) 심정지환자 119구급 이송 시간 60분 이상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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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구급이송 응급환자의 중증도 증가
◯ 구급이송 환자 중 증증환자(한국형중증도분류: KTAS 1,2 Level) 증가,
중증 환자 비율 증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이 2019년에 비해 구급이송 환자 중 중증환자(KTAS
1,2 level)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경증환자(KTAS 4,5 level)의 비율은 감소하였음
- 2020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중증환자는 2.4%p 증가하고, 경증환자
는 5.9%p 감소하여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

그림 35. 2019년, 2020년 119구급 이송

그림 36. 2019년, 2020년 119구급 이송

중증환자(KTAS 1,2 level) 비율 비교(단위: %)

경증환자(KTAS 4,5 level) 비율 비교(단위: %)

◯ 코로나19 유행 이후 구급이송 환자의 입원률, 사망률 증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구급이송 환자의 입원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
로, 응급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구급이송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입원률과 사망
률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심정지환자의 경우, 입원률은 감소하였으나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이후 구급이송 환자는 다시 증가
하는 추세로 귀가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증환자 또한 코로나
19 유행 이전처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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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9년, 2020년 구급이송환자

그림 38. 2019년, 2020년 구급이송환자

응급실 경유 입원률 비교(단위: %)

응급실 사망률 비교(단위: %)

그림 39. 2019년, 2020년 구급이송 3대

그림 40. 2019년, 2020년 구급이송 3대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경유 입원률 비교(단위: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사망률 비교(단위: %)

그림 41. 2019년, 2020년 구급이송

그림 42. 2019년, 2020년 구급이송

심정지환자 응급실 경유 입원률 비교(단위: %)

심정지환자 응급실 사망률 비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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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열환자의 119구급이송 지연
◯ 발열환자의 현장출발부터 응급실 인계까지 이송시간 증가
- 구급이송환자 중 응급실 내원 시 체온 37.5도 이상 발열환자의 현장출발
부터 응급실 환자인계까지 이송시간은 2019년 15.5분, 2020년 19.4분으
로 계속 증가하여 환자이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19년 발열환자의 구급이송 시간은 전체 응급환자의 이송시간보다
짧았으나, 2020년 발열환자의 구급이송 시간은 더 증가하였으며, 이는 발
열환자의 수용을 위한 격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과정에서 이송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됨
- 빠른 이송이 필요한 3대 중증응급환자에서 발열환자의 구급이송 또한 코
로나19 발생 이후 지연이 발생하였음

그림 43. 2019년, 2020년 응급실내원 발열환자 119구급이송 시간 비교(단위: 분)

그림 44. 2019년, 2020년 응급실내원 발열 3대 중증환자 119구급이송 시간 비교(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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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응급진료정보 분석
가. 분석 개요
◯ 목적
-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 응급실 이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해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수 등의 변화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의료 이용 행태 변화
(3)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 이용의 부수적 피해

◯ 자료원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응급진료자료
- ’19.1.1. ~ ’20.12.31. (2개년도)

◯ 분석 방법 및 변수
- 2019년과 2020년 응급실 이용현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환자 특성 / 중증응급환자 이용 특성 / 응급진료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함
-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표 32와 같음

◯ 분석 단위
- 응급진료정보 건(응급실 내원 한 회당, 환자 한 명으로 간주하여 해석함)

※ 동일환자 1일 2회 내원시 2건의 응급진료정보 전송
◯ 분석 제외 기준
- 응급실 내원 사유가 진료 외 방문인 환자를 제외하였음
- 성별, 연령별, 주소지 정보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현황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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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정보(내원수단, 환자 체온, 중증도분류, 중증응급질환, 응급진료 결
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32. 응급진료정보 분석 변수
항목

변수

특성

변수

성별

심정지

연령

급성심근경색

주소지
내원환자

항목

중증응급질환

뇌졸중(거미막하출혈,

내원 수단

뇌실질출혈, 뇌경색)

내원 사유(질병, 질병외)

중증외상(ICISS 0.765미만27))

환자 체온

응급진료결과

내원시 중증도분류
(KTAS)

응급진료결과

(귀가, 입원, 전원, 사망)
재실시간

나. 분석 결과
1) 일반적 특성(환자 특성) 비교
◯ 환자 남녀 구성과 환자발생 유형의 구성은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유사
했음
- 환자 성별: 2019년(남: 49.1%, 여: 50.9%), 2020년(남: 48.7%, 여: 51.3%)
- 환자 발생 유형: 2019년(질병: 67.9%, 질병 외: 28.6%), 2020년(질병: 64.3%,
질병외: 29.8%)

◯ 환자의 평균연령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3.7세 증가하였음
- 환자 평균 연령: 2019년(40.7세), 2020년(44.2세)

27) ICIS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Edition based InjurySeverity Score), 병원
에서 일상적으로 생성되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외상환자 사망확률을 평가하는 도
구로 0에 가까울수록 중증외상을 의미하며, ICISS가 0.765미만 시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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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환자 특성 비교
항목
성별

변수

2019년
명

2020년
%

명

%

남성

950,165

49.13

722,127

48.66

여성

917,626

50.87

684,553

51.34

1,267,739

67.87

904,533

64.30

평균 연령(세)

40.7

44.2

환자

질병

발생

질병외

533,146

28.54

419,560

29.83

유형

기타

66,906

3.58

82,579

5.87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수 등의 변화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실 내원환자 수 감소
- 2020년 2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전월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이후 점차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에 따라 내원환자 수가 감소 및 증가를 반복하는 양상임
- 2021년 10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
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수는 2019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결과값 미제시)

그림 45.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환자 수 비교(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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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원 중증응급환자 수 변화 적음
- 4대 중증응급질환(심정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인한 응급
실 내원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영향
은 미비하였음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감소 및 증가를 반복하는 응급실 전체 내원환자의
양상과는 차이를 보였음

그림 46.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그림 47.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심정지 환자 수 비교(단위: 명)

심근경색 환자 수 비교(단위: 명)

그림 48.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그림 49.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수 비교(단위: 명)

중증외상 환자 수 비교(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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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원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증가
-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소하였으나, 내원 중증응급환자
(KTAS 1, 2 level) 수 변화는 큰 변동이 없음
- 응급실 내원 경증응급환자 감소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구성비는 증가함

그림 50. 2019년, 202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림 51. 2019년, 2020년 지역응급의료센터
증증응급환자(KTAS 1,2 등급) 구성비

증증응급환자(KTAS 1,2 등급) 구성비

비교(단위: %)

비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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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차 이용비율 증가
-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내원환자가 감소하여 119구급차 이용률은 증가함

그림 52. 2019년, 2020년 119구급차 이용률 비교(단위: %)

◯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수단 변화
- 중증응급환자(KTAS 1, 2 등급)의 응급실 내원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환자 발생장소에서 직접 119구급차를 타고 오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
를 종료하지 못하고 전원 오는 경우 119외 구급차(의료기관 구급차, 기타
구급차 등)를 이용하여 내원 함
- 코로나19 이후 119구급차 이용하여 응급실로 직접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
의 비율이 증가하고 119외 구급차를 이용하여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 비
율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전입환자(transfer in)28) 수용이 감소하였음

28) 타 의료기관에서 전입 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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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19년, 2020년

그림 54. 2019년, 2020년

증증응급환자(KTAS 1,2 등급)의 119 구급차 증증응급환자(KTAS 1,2 등급)의 119 외
이용률(단위: %)

구급차 이용률(단위: %)

3)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의료 이용 행태 변화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연령구성비 변화
- 코로나19 유행 이후 15세 이하 소아 응급실 내원환자 수 급감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전처럼 응급실 내원환자 증가하는 추세에도 소
아환자 내원은 적었음. 2020년 12월 소아환자 구성비는 11.1%로 전년대
비 12.6%p 감소한 수치임
- 85세 이상 고령노인 응급실 내원환자는 코로나19 초기에 일시적으로 감
소,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 내원환자 수가 증가하
였음
- 고령노인환자의 구성비는 코로나19 유행 전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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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15세 이하 소아환자 및 85세 고령환자 응급실 내원환자 수 및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19.01.

’19.06.

’19.12.

’20.03.

’20.06.

’20.09.

’20.12.

’21.03.

’21.06.

15세 이하
내원환자 수

27,431

36,218

40,171

10,613

17,540

11,998

10,466

15,186

17,275

15세 이하
구성비 (%)

19.0

22.5

23.7

11.4

14.3

11.4

11.1

13.9

13.2

86세 이상
내원환자 수

4,187

4,296

4514

3,052

3,899

3,598

3,411

3,997

4,470

86세 이상
구성비 (%)

2.9

2.7

2.7

3.3

3.2

3.4

3.6

3.7

3.4

그림 55. 2019년, 2020년 15세 미만 소아환자 내원환자 수 비교(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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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귀가환자) 감소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종료 후 귀가하는 경증환자는 감소
하였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입원, 전원환자 수 변화는 미미하였음
- 병원에 가기 두려워하는 심리로 인한 경증환자 내원 감소 효과가 예상됨

그림 56. 2019년, 2020년 응급실 진료 후 귀가환자(경증환자) 수 비교(단위: 천명)

그림 57. 2019년, 2020년 응급실 진료 후 입원, 전원 환자 수 비교(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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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환자 지역 유입률 및 유출률
- 경기도 내 응급실 내원환자 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유입률은 2020년
10.0%로 전년 대비 0.1%p감소하였으며, 경기도민 중 타 시도 응급실을
이용한 유출률은 18.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여 코로나19유행에 따
른 영향은 미비하였음
- 지역별로 전년 대비 유입률과 유출률 비교결과, 경기도 취약 지역 인근의
강원, 충북으로 유출률이 유입률보다 높았음
- 인구대비 응급병상이 경기도보다 여유 있는 인천지역으로 유출률 상승함

그림 58.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환자 지역 유입률 및 유출률(단위: %)

4)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 이용의 부수적 피해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 사망 환자 증가
-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여 중증응
급환자의 생존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응급환자 119 이송시간 증가, 그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가 예상됨
- 응급실 내원환자는 감소하였으나 응급실 사망환자 및 응급실을 통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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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망환자 증가는 코로나19 유행이 도민 생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35.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 및 병원 내 사망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응급실 내원 사망자
2019년

572

604

560

551

483

518

493

563

573

571

613

2020년

546

568

551

559

521

525

535

520

602

574

656

전년대비

95.5

94.0

98.4 101.5 107.9 101.4 108.5

92.4 105.1 100.5 107.0

병원내 사망자(응급실 사망자 또는 응급실을 통한 입원 후 사망자)
2019년

1,517 1,581 1,554 1,507 1,398 1,456 1,463 1,510 1,586 1,520 1,660

2020년

1,441 1,474 1,401 1,490 1,445 1,446 1,487 1,458 1,682 1,566 1,682

전년대비

95.0

93.2

90.2

98.9 103.4

99.3 101.6

96.6 106.1 103.0 101.3

그림 59. 2019년, 2020년 응급실 진료환자의 병원내 사망률 비교(단위: %)

◯ 발열환자 응급실 내원 제한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발열 및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를 응급실 내 격
리실로만 수용하기가 어려워 발열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수용이 이루어짐
- 체온 37.5도 이상 발열환자 응급실 내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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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격리실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발생함

그림 60. 2019년, 2020년 응급실 내원 발열환자 수 비교(단위: 천명)

◯ 응급실 내원환자의 입원률 및 중환자실 입원률 증가
-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가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원환자 중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중환자실 입원
률이 상승하였음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이후 내원하여 중환자실로 입원하
는 환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환자의 예후에 악영항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림 61. 2019년, 2020년 응급환자의 중환자실 입원률 비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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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의 응급실 내 재실시간 증가
- 코로나19 유행을 인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 후 응급진료가
종결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2019년 155분, 2020년 169분, 2021년 193분
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응급환자 재실시간의 증가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및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서 더욱 증가 폭이 높았음
- 응급실에서 급성기 치료 종료 후 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도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였으며, 응급실에서 최종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transfer out) 및 타 의료기관에서 전입(transfer
in)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재실시간도 증가하여 환자 예후의 악영향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62. 2019년, 2020년 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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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2019년, 2020년 4대 증증응급환자

그림 64. 2019년, 2020년 심정지 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응급실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그림 65. 2019년, 2020년 응급실 경유 입원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그림 66. 2019년, 2020년 전원환자 및

그림 67. 2019년, 2020년 전원환자 및

전입환자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전입환자 재실시간 비교(단위: 분)

117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응급실 근무자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 목적
-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 업무 및 내부조직 등의 변화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의료 이용 행태 변화
(3)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응급의료 이용의 부수적 피해
(4)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의료체계 문제점
(5) 향후 개선 방향

◯ 일시
- 2021년 5월 1주차 ~ 3주차

◯ 방법
- 대면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비대면 방식(zoom 화상회
의)로도 진행하였음

◯ 참석 대상
-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근무자 10인
- 각 기관에서 사전환자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 1인 포함 기관별 최대
2인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총 참여 기관은 6개 기관이었음 (권역센터 2
개소, 지역센터 3개소, 지역기관 1개소)
- 인터뷰 참여 전 연구 소개와 인터뷰 참여의사를 묻고, 인터뷰를 수락한 근
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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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터뷰 참여 기관
구분

기관

1

A 기관

2

B 기관

3

C 기관

4

D 기관

5

E 기관

6

F 기관

인터뷰 참여 인원
응급의료센터장 1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응급의료센터장 1인
응급실 간호사 1인
응급의료센터장 1인
응급의료센터장 1인
응급실 응급구조사 1인
응급의료센터장 1인
응급실 간호사 1인
응급의료센터장 1인

비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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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결과29)
◯ 총 6개 기관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5가지 큰 주제로 구분해볼
수 있음

표 37. 인터뷰 결과(요약)
구분

내용

코로나19 이후 응급의료

Ÿ

경증환자 내원 감소

이용 행태 변화

Ÿ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변화 미비

Ÿ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Ÿ

이송 및 전원과정에서의 종별 기능에 맞는 환자 적

코로나19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정수용 관리체계 부재
Ÿ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자원 및 역량의 격차

Ÿ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 부재

Ÿ

합리적인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환자 인식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

Ÿ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지연

이용의 부수적 피해

Ÿ

자가격리자의 의료이용 지연

Ÿ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Ÿ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

Ÿ

지역완결형 이송체계 마련

Ÿ

중증도 및 감염위험도에 기반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실 의료진 안전체계 구축

구분체계 확립
향후 개선방향

Ÿ

안전한 전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Ÿ

지역내 자원, 의료수요, 역량 등을 고려한 감염병 대
응 인프라 확충 및 체계 마련

Ÿ

합리적 응급의료 이용 기반 마련

Ÿ

공공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29) 본 연구에 제시된 인터뷰 결과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해결된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언급
된 문제 외에 새로이 발생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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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이후 응급의료 이용 행태 변화
◯ 경증환자 내원 감소
- 응급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소아를 비롯한 경증환자들의 의
료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119 이송이 증가하여 환자 중증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함
- 응급의료이용이 감소된 사유로는 경증, 소아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따
라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를 많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증환자가
병원을 잘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환자가 줄었었죠. 경증 환자가 줄고, 상대적으로 119
환자나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는 환자가 많아졌었어요. 최근에는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 수도 회복이 된 듯해요. 환자 수도 늘다보니, 예전처럼 경증도도 조금
올라갔어요.”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반적인 환자 수는 많이 줄었죠. 특히 경증환자나 소아환자가 감소했어요.
과거에는 하루에 20~30명씩 장염 같은 경증환자가 왔었는데, 현재는 하루에
2~3명정도 내원하는 수준이에요. 환자들도 진짜 아프지 않는 이상 약 먹고 참는
수준이고, 마스크나 손씻기 같은 개인 방역으로 접촉이나 전염의 기회가
적어지다보니 경환들이 많이 줄었어요.”
(E 지역센터 센터장)
“2019년도 연간 내원환자수가 21.000명대였고, 작년에 코비드 19 이후 여파로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내원환자수가 18.000명대
였어요. 119이송도 줄었다가 지역 특성 상 119 이송도 다시 늘고 있고요.
올해까지도 2020년도 상반기에 119 이송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거의 2.5배가량 늘었어요. 119 이송은 중증도가 일반 환자랑 달라요. 중증도가
높아지다보니 체력적 피로도 누적되고 사직하는 근무자도 늘어나죠.”
(F 지역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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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변화 미비
- 그러나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이용에 영향을 덜 받아
응급실 내원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응
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건수도 이전만큼 회복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
루었음

“중증환자는 어떻게든 와야 하는 환자들이다보니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체감상
흉통, 뇌졸중 환자 같은 응급환자에는 변화가 없고, 마이너한 환자는 줄었어요.”
(B 권역센터 센터장)
“초기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꼭 내원이 필요한 환자만 왔었어요. 장기화
되다보니 환자들도 병원들이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 현재는
내원건수가 이전처럼 회복추세이긴 해요.”
(B 권역센터 간호사)

- 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서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응
급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 중증도와 무관하게 응급실 전체
적인 내원환자가 감소했다는 의견이었음

“119에도 응급환자 이송을 하지 말라하기도 했고, 소방 측에서도 본원 자체가
(응급실) 기능을 하지 못하니 내부적으로 이송하지 않게 한 듯해요. 119 환자는
이송오지 않습니다. 동선분리가 되지 않으니 감기환자도 아예 받을 수가 없고, 장염
환자만 응급실에서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환자들에게 문의가 오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니 감안하고 내원하시라고 안내하고 있죠.”
(D 지역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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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불분명
-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권역센터의 응급실 의료진들은 권역센터는 중증
환자의 최종 수용이 필요하나 지역센터 및 지역기관에서 인력 및 병상 부
족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 혹은 재전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권역센터에서 경증환자의 비율이 높아져 중증환자 진료기능 수
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의견이었음

“권역센터이다 보니, 열이 나는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 격리병상이 없어서 갈 곳
없는 환자들이 결국 오게 되죠.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도 이송을 많이
와요. (중략) 권역센터여도 환자가 몰리면 수용은 결국 격리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실이 포화가 되면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온 환자부터 일반 병상으로 빼고,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단순 입원 환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병동 하나를 지정해서 코로나 검사 결과 없이 입원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병상을 비워서 환자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저희 병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경증환자 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전원
시켜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 같은 경환 뿐만 아니라, 골절, 맹장염 같은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센터이지만 소규모
병원이다 보니 동선분리도 안되고, 수술실 간호사마저 병동 및 중환자실로 파견을
가다보니 수술방도 열리지 않고..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보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작은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략) 요즘에는
전원이 필요한 환자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검사하다 상급병원
가야해서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불하며 병원을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대형병원에서 진료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경한 환자만 접수하고 전원케이스를
걸러내죠.”
(D 지역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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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였는데, 진단상 열이 날
수 있는 환자였어요. 질병청, 병원 지침 상 이런 환자도 격리병상 입원을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른 병원
사정상 전원을 받아주지 못하는 곳도 많고, 그렇다고 응급실 내 빈 병상에 환자를
상주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 상 도농 복합지역이여서
농약 음독같은 약물중독 케이스가 있어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전원 해소가 안되기도 하죠..”
(F 지역기관 센터장)

- 더불어 의료 필요도에 맞는 적절한 의료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은 의원급에서, 병원급에서 치료 가
능한 질환은 병원급에서 이루어져야하나 의원 및 지역 내 응급의료시설에
서 경증환자들의 수용이 되지 않아 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비율이 높아
졌다는 의견이 있었음

“119 이송이나 전원 오는 환자가 주가 되어야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경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달체계는 이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무너진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는 어디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맞고 열이 나면 일단 저희 병원
선별진료소로 환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백신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프면 사실 따로
할 수 있는 검사나 처치가 없는데도 오는 거죠. 이제는 소아과나 의원에서도
열나는 환자를 받긴 하던데.. 아무래도 권역센터나 규모 있는 병원 위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급에서 진료해야 할 환자가 큰 병원으로 오게
되죠. 경증 환자는 권역센터에서 작은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증환자들을 로컬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응급실 앞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약만
받아 집에 돌아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로컬에서는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면 진료를
받아주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진료를 받고 싶다보니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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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그렇게 약 받고 가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어요. 또 휴일에 로컬병원이 문을
열지 않으면 오기도 하고요. 경증환자도 갈 곳이 없고, 중증환자도 갈 곳이 없어진
상황 같아요.”
(B 권역센터 간호사)

◯ 이송 및 전원에서 종별 기능에 맞는 환자 적정수용 관리체계 부재
- (이송) 응급환자 수용 및 수용불가에 대한 지침의 부재로 응급의료기관마
다 환자 수용 기준이 상이하였음. 격리실이 포화될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서 119 이송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119 구급대와 일
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이었음

“119 구급대원 개인 차원에게 병원의 이송 책임을 지우는 것이 문제에요. 119
구급대원이 이송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병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중앙에서 구급대-병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본인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1시간 이상 벗어난 거리까지 이송할거면 차라리 이
병원에서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B 권역센터 센터장)
“음압 중환자실은 급성 심근경색환자들이 응급시술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장소로 써야하기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요. 119에서 연락 왔을 때 수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환자가 너무 원한다.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다. 갈 곳이 없다.’ 라는 사유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자리가 없어서 못 받는 건데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B 권역센터 간호사)
“예를 들어, 00소방서에서 환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격리실 자리를 비워놨는데
△△소방서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를 데려오면 그 환자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요.
병원 상황도 있지만, 00소방서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 밖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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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
(E 지역센터 간호사)
“발열이 있으면 아예 환자 수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해요. 119에서 발열이 없다하여 환자를 수용했는데 막상 응급실에서 발열
나는 경우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하니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어도 현장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암묵적인 갈등이 있어요. 119이송 시에는 외부에서 환자
체온을 재는 경우가 많아 초기체온이 낮을 수 있지만, 구급차 안에서 이송하고
오다보니 체온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듯 해요.”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 지역의료기관과 지역 소방서 내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응급환자 치료 과정
에서 일련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기본적으로 119와 병원의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병상자원의 문제로 인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중략) 구급대원들은 본인들의 코로나19 접촉 여부가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검사 특성상 환자가 입원 후 알 수 있어요. 구급대원이 개인적으로 병원에
검사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병원에서는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는 119와 병원 측이 논의해서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코로나19 양성 환자 목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은
발열이나 의심환자를 이송할 때 방호복을 입고 이송하는데 환자 이송이 끝날
때까지 방호복을 벗을 수 없는 지침이 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은 병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송을 마치고 방호복을 벗을
경우에 병원에 버려두고 복귀를 해요. 병원에는 구급대원의 방호복을 해결해줄
이유나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서 119와
병원에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적절한 지침이 없어
협력해야 할 119와 병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가 119 구급대원에게 들은 정보와 다른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126

GYEONGGI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보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119는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병원은 환자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두고 간다는 식의 갈등이
발생하곤 하죠.”
(C 지역센터 센터장)

- (정보공유 시스템의 부재) 응급실 의료진은 119 상황실 및 구급대에서 구
두로 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병원 선정에 시간이 많
이 걸리고, 의료기관에 환자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음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는 건 병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119 입장에서 황당하겠지만 전화로써의 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중략) 119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사전 수용 여부를 묻도록 하는 거 자체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알아서해라.’ 라는 식의 방침이죠. 구급대원에게 맡겨놓은
상황이 되다보니 구급대원도 힘들고, 의료진과 실랑이 하게 되고, 환자도 힘들고..”
(A권역센터 센터장)
“전화로 얘기했던 내용이랑 다르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증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땐 받아주고 싶어도 구역 내 자리가 없으면 받아줄 수 없어요.”
(B 권역센터 간호사)
“음압실과 격리병상이 119에도 공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전산 대장에
병상 사용이 잡혀 있으면 공유되는 상황판에도 사용 불가한 것으로 뜨고 환자가
귀가하면 사용 가능한 걸로 떠요. 환기나 소독 등의 시간 때문에 30분 정도는 상황
공유가 딜레이 돼서 실시간 공유는 안되는 것 같아요.”
(E 지역센터 응급실 간호사)

- (전원) 지역센터 및 기관의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환자 전원 시 전원병원을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
우 감염위험 등의 사유로 신속한 전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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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당시에는 전원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전원이 필요한
환자는 접수 자체를 안해요. 환자한테도 이게 득이고, 어설프게 검사하다가 큰 병원
가셔야 한다고, 사설구급차 비용 지불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대형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케이스를 처음부터 걸러내요. 가끔씩 전원 사례가
있긴 하죠. 저희 병원에 오기 이틀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열이 나서
컨디션 떨어진 환자가 왔어요. 혈압도 낮아서 검사해보니 백신 부작용보다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됐어요. 중환자실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였고,
지역 내 중환자실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 50km 가량 떨어진 병원을 선정하여
원거리 이송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근무자로서 전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죠.”
(D 지역센터 센터장)
“원래는 주변에 전원이 가능한 병원이 4군데 정도 있어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전원문의를 하고, 먼저 연락 오는 곳에 전원을 보내거든요. 근처 지역에서 예전엔
다 받아줬는데, 요새는 발열환자라 하면 그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하니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보내는 경우도 있죠.”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차라리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전원이나 퇴원은 쉬워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음성이 나와도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폐렴의
경우 격리실을 계속 차지하게 되고, 전원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C 지역센터 센터장)
“코로나19 이전에는 인근 00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
요청이 어렵지 않았는데, 해당 병원들도 격리병상이 많지 않아 요새 열에 아홉은
1시간 내 전원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기다려서라도 전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전원이 결정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한달에 몇 차례 씩 발생하죠. 환자
전원에 대한 원활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죠.”
(F 지역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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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자원 및 역량의 격차
- (인력)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졌으
나, 응급의료기관마다 운영 수익, 동원령에 의한 파견 등의 사유로 인력
운영에 차이가 있었음. 응급실 진료 인력의 추가 투입과 같은 인력 확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부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역시 의료기관의 규모/구조에 따라 상이하였음

“응급실 내원환자가 줄어 인력에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긴 인력으로 외부
선별진료소를 응급실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었어요. 원내 병실 자체를 축소하고,
감염병상, 감염중증병상으로 전환해서 여유 인력을 응급실이나 감염병상으로
빼다보니 전에 비해 간호사도 10명가량 늘어나면서 응급실 접점인력은 늘어났죠.”
(A 권역센터 센터장)
“병원 폐쇄 초기에는 응급실 의료진 인력 지원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응급실 진료
인력 투입은 없었죠. 보호자 발열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요원, 환자 접수 등 단계가
세분화되서 여러 부서에서 보완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선별진료소
인력이 응급실 간호사 인력에서 빠지긴 하지만, 인력을 지원해 준 건 아니고
베테랑/설명 간호사 위주로 교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병원 정상화 이후엔
임상병리사가 대체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응급실 인력이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B 권역센터 센터장)
“응급실 인력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권역센터는 크기에 따라 간호사 수가 조정되고,
저희 병원은 국가 기준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그래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 상황이죠.”
(B 권역센터 응급실 간호사)

- 지역센터 및 기관의 경우, 주로 병원 수익 구조에 영향을 받아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진 이탈 문제를 겪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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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자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상황이죠. 응급실 대기 환자는 늘어나고, 환자 수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병원 내부적으로는 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나 휴가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빠진 사람의 일을 있는
사람이 더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 응급실을 부분
운영하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 지역센터 센터장)
“힘들어서 인력들이 많이 나갔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7명에서 5명으로 줄고,
간호사도 그만 둔 사람 있어요. 신규 간호사는 매년 3월 충원되니 이들을
트레이닝해서 운영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환자 수는 적어졌지만 병원 수익 구조상
사람을 더 뽑아주기엔 어려운거죠. 전문의도 충원이 되지 않아 6개월째 5명이서
근무중이에요. 병원 전체의 수익과 예산을 고려해야 하기에 인력구조가 바뀌긴
어려워요..”
(E 지역센터 센터장)
“응급실 근무자 부족하죠. 저희 병원은 의사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심폐소생 환자가 1명이라도 내원하면 모든 의료진이 붙게 되는 데, 119에서
추가적인 심폐소생 환자를 한명 더 이송하면 손 쓸 방도가 없어요. 중심정맥관,
기관삽관 등의 집중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중증환자를 이송해오면 바로 볼 수
없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죠. (중략) 119 이송건수랑 일반 내원환자 수도 작년
후반기부터 다시 증가되고 있어 응급실 의료진 충원을 병원에 요청한 상태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업무로딩을 알기에 응급실 의사를 1명 늘려 7인 체제로
전환해주었지만, 며칠 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시 사직서를 내서.. 늘어나지만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죠. 아마 다른 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적 측면에서
타격 입어서 인력충원은 더더욱 어려울 거에요.”
(F 지역기관 센터장)

-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각종 사안에 대
한 동원 및 파견의 사유로 인력 운영에 불안정성을 겪고 있었으며, 중증도
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이 없어 환자 발생 수준에 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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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off를 내는 등 임시대응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작년 7월에 병동에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가 많아져서 도움 요청이 왔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 1명이 병동으로 파견을 가서 응급실은 5인 체제로 진료를 보고
있었죠. 당시에 중환자실도 코로나19 환자랑 일반 환자 동선확보가 되지 않아서
열지 않은 상태였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위에서 중환자실 개방하라는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12월에 열게 되었어요. 중환자실 전담 인력이 없으니 응급실을
3개월간 폐쇄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5명이 중환자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간 응급의료센터를 닫게 되면 지정에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어 올해 2월에
다시 재개원했고요. (중략) 입원실 자체도 없고, 병원에 의료진, 의료기사 인력이
부족한데 생활치료센터 파견까지 있어 업무로딩이 컸었죠. 이렇다보니 정형외과
의사여도 담당분야가 아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해야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돌리는 것도 담당과가 아니어도 보게 된거죠. 의사들 사직은 아직
없지만, 간호사들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의료원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터진 듯해요. 응급실 간호사 수도 계속
줄어 근무당 3~4명은 있어야 하는데, 요즘엔 근무당 2명이 있을 때도 있어요.”
(F 지역센터 센터장)
“코로나 이전 대비 인원이 부족한 건 맞지만 새로운 직원을 받은 적은 없어요.
응급실을 폐쇄했을 때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2~3명정도 퇴사했었고, 응급실
근무자 전부가 중환자실로 파견가라는 지시가 있었을 때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야하니 퇴사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파견 당시엔 중환자실에 환자가
많아지면 환자를 봐야 할 인원도 많아져야 하니 출근해야하고, 환자가 적어지면
급하게 휴가 내라는 등 불안정한 근무 스케줄이 이어졌어요. 스케줄표가 한달에
4-5번 바뀐 경우도 있어요.”
(F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 특수성 반영) 지역 여건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구
축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리적 접근성, 의료자원 및 응급의료 수요 분석 등
을 통해 각 지역의 응급의료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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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음

“저희 지역 특성 상 내원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에요.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가
부족하다는 경기도 서남부권의 특성이 있고, 119 이송을 수용하던 지역센터인
00병원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자들이 △△대학병원과 지역기관인 저희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00병원 여파로 119 이송이 늘어났고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20년도 1~4월 기준 119 이송 건수 대비 올해 1~4월
119 이송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야간엔 응급실 과장이
임시진료소와 응급실을 커버해야 하는데 119이송은 중증도가 일반 환자에 비해
높다보니 체력적 피로도 누적되어 사직하는 응급의학과장, 간호사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내 신도시도 진료 권역이 저희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다보니 의료수요가 저희
지역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지역에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볼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아예 119에서도 문의하지 않고 저희 지역으로 이송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19와 별개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거죠.”
(F 지역기관 센터장)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의 부재
- (격리병상) 코로나19를 계기로 격리병상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의 부재로 인해 기관별로 격리
병상 마련에 차이를 보였음.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
정을 위한 필수 확보 병상30) 외에도 코로나19 유증상 환자의 적정 수용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
였음

“응급실에 음압 격리병상 3개 병상 운영중이고, 코로나 이후에 일반 격리병상을
3개 더 늘려서 응급실에만 격리병상이 총 10개에요. 복지부랑 도 차원에서
음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지원금이 있었고, 각 병원에서 베드 수를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4) 응급실 전용 시설
기준 바)음압격리병상 :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사) 일반격리 병상 :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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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음압, 일반격리병상을 늘려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줘서
가능했죠.”
(A 권역센터 센터장)
“권역은 규정상 격리실이 있어야 해서 원래부터 응급실 내부에 음압 격리병상 4개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는 현재 쓸 수 있는 음압 격리실은 응급실
내부에 4개, 외부에 별도 건물로 마련된 2개 이렇게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 위주로 응급실 내부에서 보고 있고, 외부 음압격리실에는 경증 자가격리자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중략) 예전에는 응급실에 발열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들이
들어오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증환자 구역, 모니터링은 필요 없지만 베드에
누워야하는 환자들을 보는 구역, 경증환자 구역 등으로 나누었다면 지금은 많이
변화됐어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리스크존으로 보내고,
리스크존에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증상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
필요하지 않은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요. 의자구역이 있어 앉아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역도 있지만, 유증상환자는 입구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씌우고
크래들(침상에 씌울 수 있는 보호대)해서 베드에 누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안면부 열상이 있는 환자여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입구에서부터 베드에
눕혀 리스크존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B 권역센터 간호사)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같은 센터 급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규모나 내부
의사결정체계 등에 따라 격리병상 확충에 차이를 보였음. 지역응급의료센
터 지정을 위한 필수 확보 병상31) 외에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격리병상
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응급실 구조 변화를 통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자 하였음

“우리 병원은 메르스 이후에 음압 격리실 3 병상을 새로 개설한 상태였는데,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1. 시설기준 라. 일반격리
병상 :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을 포함한 격리병상을 3병상 이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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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신청하면서 지정이 되었고, 일반 격리실 2 병상을
추가했어요. 응급실 면적은 제한된 상태로 추가적으로 격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도 면적을 줄이고, 가벽을 생성하여 동선 분리까지 해야 했고, 현재는 음압격리실
3개, 일반 격리실 2개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해주면서
일반 격리실 2개가 음압이 아닌 것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있었죠. 지원은
부분적으로 하면 안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원을 해주려면 전액을 지원
해줘야하는 상황이죠. 격리실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상황이 아닌 경우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무작정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운영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격리실 확대는 아무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도박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C 지역센터 센터장)
“메르스 유행 이후에 1개 추가돼서 격리실 총 3개이고, 병상 자체는 그대로에요.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과 분리해서 KTAS룸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입구를 다시
설치했어요. 응급실에도 출입구를 2개 둬서 출입구에서 감염을 막아보려고 했고,
추가적으로 환자텐트를 두어 환자와 보호자 대기공간을 확보했어요. 응급실
내부적으로는 구역을 구분해서 일부 구역에는 베드 사이에 유리벽을 모두 쳐놓았고요.
이밖에 화상, 외상환자를 위해서 배수 시설을 갖춰놓은 세척 공간이 있는데, CPR
환자를 보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공간을 외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벽을 뚫어서 CPR 전용 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E 지역센터 간호사)

-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격리병상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병상 확충에 있어 특히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병
원 내부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센터 급이 아니다보니 규모 변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음압병상을 확충하려면 일반 병상 2~3개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병원은
내원환자가 다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대비 많아 현재 15개 병상만으로도 수용
한계가 있어요. 한정적인 공간 특성 상 확충하는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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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추가는 못했고, 장기화에 대비하여 최근에서야 간호사실 일부를 좁혀서
격리병상으로 1개 마련한 상태에요.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어요.”
(F 지역기관 센터장)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음압 격리병상을 확충
하지 못한 채 기존에 구비되어있던 일반 격리실을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
로 활용하고 있었음. 정부 규제가 용이한 공공병원 특성 상 격리병상 확
충, 응급실 정상운영32) 등 지침 이행을 요구 받았지만, 지방의료원의 부족
한 인력 및 자원으로는 현실적인 실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정책 방향대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라 아직도 혼란이 많아요. 침상 간격 제한으로
운영병상이 20개에서 16개로 줄었고, 격리실은 1개 있지만 음압격리가 아닌 방 한
개 따로 마련된 수준의 격리실입니다. 딱히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실 확충이 제한되죠. 현장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필요한 것 같아요. 주기마다
시행하는 응급의료센터 인증 때에 큰일이 터지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뀌는 데, 작년
3월에도 음압격리실 2개를 확보해서 12월까지 마련해놓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병원 내부적으로 자금 신청을 한다 해서 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침은
병원 수익을 고려했을 때 응급의료센터를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죠. 결국 저희
센터에서 내놓은 해결책으로 ‘올해는 불가능하다, 부탁한다.’는 식의 각서를 쓰고
일시적으로 넘어간 상태에요. 원론적인 지침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략) 격리실 확보랑 더불어서 일반 환자랑 동선분리가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 병원은 CT기계 1대에 방사선사 1명이 CT, x-ray, 병동
portable x-ray촬영까지 맡고 있어요. CT실이 응급실 옆에 있으면 검사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안되고요. 진단검사의학과에도 혈액검사 장비 1대
뿐이라 점검이 필요하다 싶으면 모든 검사가 중지되는 수준이죠.”
(D 지역센터 센터장)

32) 메디게이트(2020.02.29.), “복지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도 응급실은 정상 운영하라. 공문 논란”
http://medigatenews.com/news/170832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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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격리실 1병상 있지만, 사실상 잘 사용하지 않아요. 격리실도 응급실 가장
구석에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로 웬만하면 의심환자는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운영해요. 이미 응급실에 왔는데 증상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사용하는 용도죠.”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 더불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병원 본연의 진료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언급하며, 향후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에 대한 우
려를 보였음

“일각에서도 ‘공공병원 회복이 쉽지 않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외래진료 폐쇄 등의 사유로
정형외과 의사도 담당 분야가 아닌 코로나 혹은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게 됐죠.
휴일에도 병동 콜을 받는 당직도 서야하니 의사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체성
혼란도 있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닌 데 타과 환자들을 진료해야하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돌리는 것도 담당 과 의사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보지
못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봐야 되니까 하는 거죠. 내부적인 갈등도 있어요.
코로나19 전담병원이면 의료원 운영상의 수익 보전을 해줘야하는 데, 기본적으로
수익보전을 해주지 않아서 병원 운영 측면에서 어려워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병원 인력으로만 운영하려하고, 다시 외래를 열자는 말까지 나오는
추세죠..”
(D 지역센터 센터장)
“지속적으로 외래를 운영하지 않고, 응급실만 운영하다보면 이전처럼 회복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찾아올지
의문이에요. 환자수가 적어져서 병원 운영측면에서도 손실이 있을테고, 뿐만 아니라
개원과 폐쇄를 반복하다보면 환자들에게도 혼란이 있을 듯 하고요. 응급실과
외래를 함께 운영하는 최소한의 방안은 남겨놔야 장기적으로 환자가 찾아오는 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가 저희병원 뿐이니 센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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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
는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33)를 별
도로 운영하고 있었음. 그러나 기존에 응급실에서 수행하던 환자분류소
(KTAS)34) 업무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함께 운영함에 있어 주체 및 방
식은 기관별로 상이하였음

(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환자분류소(KTAS)를 응급실에서 전담 운영
“기존에는 KTAS룸에서 환자를 선별 분류하고 응급실을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응급실 들어오는 입구 옆 야외에 사전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에서 전담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선별진료소를 응급의학과에서 전담해 운영 중이에요. 전문의,
간호사, 원무과 직원 각 1명씩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어 있고요. 환자가 도보로
내원해서 야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엔 선별진료소에서 체크하고, 내부 건물로 오는
경우엔 건물 입구마다 발열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혹은 접촉력이 있는 경우엔 무조건 선별진료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경증환자일 경우에는 바로 약 처방해서 보내기도 하고,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하고, 외부에도 엑스레이실을 만들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폐렴이 있는 지 확인해요. 폐렴이 없더라도 열이 많이 나는
환자들은 일반 격리실로 배정합니다. 이 외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없는 환자들은
내부 KTAS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응급실 진료를 보고
있어요.”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의사)

33)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보건복지부,
2021.)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
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137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환자분류소(KTAS)를 병원/응급실 별도 운영
“병원 전체에서 선별진료소를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환자가 외래로 갈지
등을 정하는 거고, 응급의료센터 앞에선 선별요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에요.”
(E 지역센터 센터장)
“응급실 출입구를 2개 두어서 응급실과 KTAS 구역을 분리했어요. 환자들이 KTAS
구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다시 설치 한거죠.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KTAS구역에서 문진하고, 문진 시 문제가 없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활력징후 체크해보고 괜찮으면 응급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센터
앞에서 환자를 보고 증상이 있으면 격리실로 배정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환자여도 열이 나면, 응급실 외부에 마련된 엑스레이실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확인 후에 응급실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숨이 찬 환자들은 찍으나마나
격리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격리실로 들어가서 포터블로 찍기도 하고요.”
(E 지역센터 간호사)
“병원에서 컨테이너로 선별진료소를 따로 마련해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고,
야간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응급실에서 운영해요.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입구 앞에 책상 하나 두고 응급환자 사전분류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따로
마련할 수 없어서 KTAS 이후 환자들이 공통된 통로로 출입하고 있어요. 출입 후
구분된 침대번호에 따라 내과/외과/외상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나, 코로나 환자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최대한 구석 병상에서 진료하고, 아니라면 스테이션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여 진료하는 열악한 수준이긴 하죠.”
(D 지역센터 센터장)
“임시선별진료소 마련하여 발열 환자를 따로 보고 있고, 응급의학과와 내과
전문의들이 낮근무, 야간근무로 나누어 진료하면서 필요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발열체크 후에 발열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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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가 높으면 응급실 베드에서 대기하고, 낮으면 응급실 접수한 순서대로
들어와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발열이 있으면
임시진료소로 안내하고 있고, 임시진료소가 스탠바이 되면 환자를 응급실에서
모셔서 임시진료소에서 주사를 주거나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진료 장소 자체가
달라졌어요.”
(F 지역기관 센터장)

◯ 합리적인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환자인식 개선
-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명백한 비응급증상인 경
우에도 이용편의를 위해 응급실을 내원하는 등 합리적인 응급의료기관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또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전처
럼 늘어나고 있어 적정 응급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환자 인식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응급실 문턱이 낮은 수준이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응급실을 걸어서 들어오는
환자가 많고, 의사가 문진하다 보면 괜찮아졌다고 쉬다가겠다는 환자도 많아요.
기저 질환이 하나도 없는 20~30대 환자들이 타이레놀 하나 먹지 않고 열난다고
오기도 하고,, 단순 열 환자여도 야간이나 주말에 오는 환자는 격리실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타이레놀 먼저 먹어보라고 권유 해보고, 그래도 힘들면 오라고
하기도 하죠. 단순 환자일지라도 ‘출근할 때 검사결과지가 필요해요.’ 등등 빨리
치료받고 싶은 사유가 개인별로 다 있어서 오는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E 지역센터 응급실 간호사)
“우리나라는 응급실 문턱이 낮고,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환자들의 경각심도
무뎌진 것 같아요. 다시 경증 환자 비율이 늘고 있고, 환자 스스로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병원에 못가서 진료가 늦어진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 (코로나19 문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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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의료진은 코로나19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
의 비협조적인 진술로 인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음.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에 코로나
19 문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가끔씩 이지만 자신의 확진이력을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증상이 없어서 말을
안했다고 하지만.. 현재 활동성이 아니어도 PCR 검사를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 사전에 PCR 검사가 의무여서 검사를 했었는데,
코로나19 양성이 나와 재문진 해보니 확진이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생각하면 아찔하죠. 이러니 환자가 아무리 몰리는 상황에서도 문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전도상 심근경색이 의심되고, 흉통이 있어 응급한 상황에서도
선별진료 구역에서 이런 문진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전이었다면 여러 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 신속하게 환자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입구에서 질문과정에
코로나 문진이 들어가고, 감염관리실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파악하고 들여보내는 과정이 추가됐죠. 예를 들어 확진 이후 두 달 이내 환자는
격리실에서 진료 시행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던 환자는 2주 이후에 따로
코로나검사 하지 않고 귀가하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확진자는 8주 이내면
격리실에서 진료를 해요. ‘내가 임의대로 진행시켰으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B 권역센터 간호사)

- (추가 절차로 인한 다양한 민원 발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초기에 비
해 민원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음. 주로 △
보호자 면회 및 출입 불가, △입실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등 강화된
방역절차에 대한 민원이었으며, 현장 의료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된
방역절차와 더불어 민원 대응에 대한 고충을 표현함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를 인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코로나가 아닌데 왜 검사해야하는지, 이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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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았지만 PCR 재검사를 왜 해야하는 지 등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하죠.
검사를 받았어도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엔 새로 해야 하는데, 검사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이나 검사 이후에도 새로 발열이 있거나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으면 다시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요. 보호자들은 면회가 불가능한
점을 이해하지만, 진행상황 전반을 알 수 없는 부분과 의사 면담이 불가능한
부분에 민원이 가장 커요. 동의서 받을 때도 유선으로 동의절차를 설명해야하고,
정말 필요할 시에만 응급실 입구에서 보호복 입은 채로 화면을 통해 면담 시행하는
수준이라.. 이전이라면 어느 때라도 의사 면담을 받으면서 치료과정에 개입했다면,
현재는 의사를 대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진행사항을 안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의료진으로서 주 보호자를 지정하여 연락하는 과정도
추가되었고, 환자들도 이해하지만 보호자 출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아직 많아요.”
(B 권역센터 간호사)
“환자만 응급실로 입실하고 있고, 보호자는 7살 이하 영유아 환자만 보호자
동행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폐렴 소견이 보이면 내원 할 수 없기 때문에 x-ray를 찍어보고, 애매하면 CT까지
찍거든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 민원을 넣죠. 이런 환자들이 내원하면 비용 문제 외에도
판독도 해야하고, 소독도 해야하니 응급실 순환이 지연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죠.”
(E 지역센터 간호사)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센터이기에 환자 중증도가 높은 편이지만, 저희 병원에서
수용이 안되면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내해드리면
당장이 위험한데 어떻게 다시 가냐는 식의 환자 민원이 나와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이런 설명을 하느라 시간을 뺏기다보면 내부에 있는 환자처치를 할 때 손이
모자르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 병원은 공공병원이다보니, 취약계층에겐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D 지역센터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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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하기 6-7일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환자가 응급실에
왔었어요. 병원 지침상 3일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내부로
바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며
항의성 민원을 받았죠. 이해는 하지만 병원 지침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을
안고 진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F 지역기관 센터장)

3)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 이용의 부수적 피해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지연
- 응급실 의료진은 특히, 뇌졸중, 중증외상과 같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
급의료 이용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절에 따라 현장에서도 선정이 어려워 환자가 떠돌게 될 뿐만 아니라 병
원에 도착해서도 코로나19 관련 문진 및 격리실 배치 등 추가된 방역절차
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 지연을 겪게 된다는 의견이었음

“심정지 같은 중증환자가 문제죠. 중증환자는 발열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해야하지만 수용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
병원에서 50~60km 떨어진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넘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화성시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환자도 처음엔 활력징후가 괜찮았는데도 병원선정이
되지 않아 29군데를 돌다가 수용해주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례이고요.”
(A 권역센터 센터장)
“119에서 10군데도 넘게 전화했다고 받아줄 수 있냐고 묻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병원에서 안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보다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못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전화해보고 정 안되면 오라고 하긴 하죠. 환자가
떠돌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케이스씩 있어요. 심정지가 될 것
같은 환자는 병원에 밀고 들어가겠지만.. 열이 나고, 산소포화도 떨어지는 환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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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씩 길에서 병원 알아보다 왔다는 케이스도 많고요. 체온이 37.5도만 되도
병원에선 걱정되는 입장이라 지연되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죠.”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요양병원 환자들은 앉아서 진료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숨이
많이 차서 치료가 시급한 데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베드가 없으니.. 기존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왔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환자가 오자마자 어레스트가 나서 CPR zone으로 바로 입실했었거든요.
중증응급환자가 이송시간이 길어져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를 뉴스에서 접하면서
‘내가 돌려 보낸 환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료진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하남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다니는 환자들이 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경기도 까지 오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는 서울-경기권이 아니라 전국권으로
갈 정도에요.”
(B 권역센터 간호사)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119에서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환자를
수용하려 했는데, 막상 너무 고열이 나던 환자였어요. 전화상의 내용과 병원에서의
체온 차이가 심해서 받을 수가 없었죠. 돌려보냈지만, 119에서 다시 다른 병원을
선정하는 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CPR 환자인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계속 돌다가 저희 병원으로 들어온 환자도 있었어요. 저희도 당시에
수용할 상황이 아니어서 못 받았거든요. 게다가 소방서 바로 앞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00센터에서 출동한 구급차 였어서 ‘△△권역센터
응급실도 안 된다고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라고 추측은 했죠.”
(E 지역센터 간호사)
“구급차를 타고 오더라도,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나 의식이 떨어진 환자로 병원에서 기존 환자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환자에요. 이러한 환자들은
중환이더라도 선별진료소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격리실이 부족한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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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병원에 내원을 권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C 지역센터 센터장)

◯ 자가격리자의 의료이용 지연
- 일반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도 응급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더라도 음
압격리실, 입원병상이 포화상태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으며, 경증이라도
확진 환자에 준해 치료를 해야 하기에 대부분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이루
어지고 있었음. 임산부 등 자가격리 중에 병원 진료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
에 대해서 사전 병상 준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자가격리 환자를 되게 많이 받죠. 사실 자가격리 환자는 받아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자가격리 환자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도 있고 외래정도만 봐도 될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단순 처치를 하기도 하고 다른 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락해서 받기도 해요.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이어도 음압격리실에서 진료하기도 하고.. 자가격리 환자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이 있어요.”
(A 권역센터 센터장)
“자가격리 환자들은 지역 관내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경증이어도
받아주지 않고, 받는다 해도 보건소를 거치는 등등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수용이
어렵죠. 또 퇴실까지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자가격리 환자 진료 경험 상 크게
문제되는 질환은 없었어요. 주로 안과나 이비인후과 질환이었어요. 보건소부터
병원까지 이송이나 감염관리실 연계가 원활하지 않기도 하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오면 더 어렵죠. 해외에서 입국해서 자가 격리중이던 유산기가 있는 산모가
며칠간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하다가 저희 병원 외부 음압실로 내원했고, 초음파를
들고 나가 진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환자는 이틀 지나서 결국 유산되었던
사례가 있었죠..”
(B 권역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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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의료진 안전체계 구축
◯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 확진자가 적절히 격리되지 않은 경우 병원 내에 대규모 전파의 위험이 있
으며, 이는 응급실과 병원의 폐쇄로 이어져 의료자원을 심하게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35)
- 실제로 현장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유증상자 접촉으로 인해 갑작스레 근무가 배
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인력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나머지 근무자들이 투입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음

“응급실 안에 구역별로 보호복 착용에 차이가 있어요. 격리실은 5종, 일반구역은
3종을 착용해야 하는데 일하다가 급하면 지키지 않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환자를 보고 나서, 나중에 환자가 코로나 확진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장구가
미비할 경우엔 길면 2주씩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럴 땐 인력 공백이
생기니 힘들죠.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으니..”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난주에 119 통해서 심정지 환자를 받았는데, 회복이 안돼서 사망 선언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후에 코로나19 간이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갑작스레 환자가 왔던 상황이라 의사, 간호사 일부가 고글을 끼지 않고,
기관 삽관을 했었거든요. 다음날 확인된 환자 PCR 진단검사에서도 양성이
확인되어서 보건소로부터 진료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 스케줄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거죠.”
(F 지역기관 센터장)
“확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이송되기 전까지 간호사 한명이 전담해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응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5) 대한응급의학회(2020.1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확산에 따른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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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prn36)처럼 근무하는 건 없으니까요. 이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죠. 동료 간호사가 확진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문제는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어떤
날은 대신 출근할 수 있는 간호사가 채워져요. 근데 도저히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그 구역 간호사 한명 없이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간호사들이 분담해야하는 업무가 많아지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
이직 욕구, 사직욕구가 높아지기도 하죠”
(B 권역센터 간호사)

◯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
-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과
중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된다는 의견이었음. 한정된 의료인력
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응급실 체류시간이 길어져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보호복 착용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감 및 위험 노출에 따른 정신
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였음

“업무량은 줄진 않았어요. 전체 환자 수는 줄었는데 일은 더 고되진 느낌이죠. 경증
10명을 보는 것 보다 중증 1명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을
빨리 못하고, 응급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손이 많이 가서 더 힘들죠. 중환자,
폐렴 환자는 체류 시간이 엄청 늘었어요. 코로나 검사결과를 확인해야하는데 보통
검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돌려서 병원에서 하루 평균 6~7번 정도 검사를 돌려요.
시간을 잘못 맞추면 12시간 까지도 대기 시간이 걸리죠. 보호자도 검사를 해야
해서, 시간을 잘못 맞추면 보호자 검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A 권역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단 보호구를 착용하기도 해야하고.. 감염 우려로 업무에 긴장감이 생기고,
업무량도 많아져서 부담이 생겼죠. triage 간호사 같은 경우엔 각종 짐 전달,
환자의 소지품에 대한 이중체크,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문진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어요. 응급실 내 구역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응급환자가 오면 여러 의료진이

36) ‘필요에 따른 치료’라는 의학용어로, ‘PRN간호사’는 필요 시 마다 충당되는 간호사를 의미함. 보통
특정 병동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몰리는 진료과목이나 시간대에 투입되는 업무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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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서 해결했는데, 지금은 의료진들도 최소한의 노출을 위해 구역 이동이 쉽지
않아 구역 내 담당 간호사 응급환자를 혼자 해결해야 해서 업무량에 부담이
생겼고요. 기존엔 환자들도 경중증이 섞여있었다면 중증 구역은 중환자실 수준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보호구를 착용한다 할지라도 CPR을
하다보면 코로나19에 대해 파악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이
환자가 확진자일수도 있으니, 일을 하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죠.”
(B 권역센터 간호사)
“보호구를 착용하면 모든 처치에 있어서 안할 때에 비해 많이 불편하죠. 우선
착탈의가 오래 걸리고, 몸에 불편감을 주다보니 짜증도 많이 나죠. 섬세한 작업이
안되다보니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는데 닦을 수가 없으니
불편하고, 우리끼리는 숨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를 많이들 호소해요.”
(B 권역센터 간호사)
“동선을 차단해놓다 보니 외부로 돌아가야 해서 몸이 좀 고생하긴 해요. 환자
베드를 끌어야할 때는 길어진 동선을 비탈길로 올라가야 하다 보니 힘들어요.
외부로 이동하다보니 가림막 같은 게 없어서 환자까지 함께 비를 맞고 가야할
경우도 있고요. 특히, 폐렴을 배제할 수 없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2차까지 해야해서 코로나 검사 때문에 체류시간도 길어졌죠. 호흡기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도 2개 밖에 없는 데, 다 차게되면 하염없이 대기해야 할 수
밖에 없어요. 음압실이 다 차있으니 새로운 환자도 아예 못보게 되고,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검사를 받아야해서 시간이 더 지체되죠. 환자만 응급실에 계속해서 쌓여가요.”
(E 지역센터 간호사)
“방호복을 입으면 추울 때 춥고, 더울 때는 덥죠. 고글에 습기가 차서 안보이고,
글러브는 혈관 찾기가 어려워서 환자 처치 중 10에 8은 장갑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혈관을 찾아서 라인을 잡아야되는데 아무래도 섬세하게 안되니깐요.”
(E 지역센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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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형태 변화
-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함. 특히 소아환자, 경증환자의 내원이 감소하였으
나, 중증응급환자 내원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중증응급환자 비
율은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증가하고, 경증환자 내원
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소아 내원환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음
- 경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형태의 변화보다는 응급실 내원 자체에 대한 심
리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됨
◯ 코로나19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 구성비 증가
- 코로나19 이후 응급실 내원환자의 입원률, 사망률 및 응급실 재실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심리에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내원하는 환자가 발생함
◯ 코로나19 이후 격리실 수용이 필요한 발열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제한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발열 및 호흡기질환 유증상자에 대하여 응급실
내 격리실로만 수용하는 상황으로 발열 환자 수용이 제한되고 있음
- 발열환자의 이송, 전원 또한 지체되어 응급환자 수용병원을 찾기 위한 노
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발열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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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제언
1. 코로나19로 인한 부수적 피해(공백) 최소화
◯ 기존 보건의료체계 보완
-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
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하며, 특히 응급의료체계의 경우
비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 특히 구급대원의 경우, 단순 이송 업무 혹은 현장 대기 등을 위한 구급대
원 차출을 지양하고, 민간 구급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인
력 지원이 필요함

◯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완화 전략 마련
-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공공병원과 보건소는 기존의 보건의료 업
무를 중단하였거나, 업무 재배치를 통하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대응
을 실시함
- 공공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본
연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이로 인하여 의료원 운영 적자와 의료인
력 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37). 보건소 역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등의 지역 내 방역업무를 담당함으로서 기존의 건강증진사업
등이 제한을 받고 있음
- 이에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완화 전략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7) 청년의사(2020.09.17.), 코로나19 최전선 지키지만 월급 걱정해야 하는 공공병원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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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 의료기관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환자분류소 운영
방식이 상이한 상황으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의 확립과 운영 지침 마련
이 필요함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단순 발열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발열 클
리닉을 운영하여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야간에 발
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1차 의원급 지원 방안38) 및 증상 악화에 따른 전
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의 이송 이슈의 해결
- 자가격리자 이송/처치(보건소-의료기관-소방), 단순 발열 환자 이송/처치(의
료기관-소방)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함

38) 열상 봉합, 네뷸라이져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1차 의원 마련, 국가 지정을 통
한 당번제 의원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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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인식개선 캠페인
◯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협조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대형병원 응급실 쏠
림 등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응급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줌
- 이에 경증 증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는 전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단순 교통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유도하고, 단순 감
기 증상이나 발열 환자(소아 포함)은 코로나19 안심병원 혹은 외래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119 구급서비스에 신고한 환자들 역시 119 상황실 및 119 구급대원
에 의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의료기관 선정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협조와 인식 개선 캠페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19 구급대원이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단계에서 시민의식 고취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병력 파악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현장단계에
서 병력 파악이 어렵거나 방문 장소나 증상을 숨길 경우 병원 배정 등의
과정이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한 구급차 및 구급인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됨
- 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와 현장 단계에서의 시민의식 고
취가 필수적임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반복 문진, 격리실 입실 부족으로 인한 병
원 이송 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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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
가. 병원 전 단계
◯ 충분한 보호장구 지급과 함께 구급활동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및 관련 지
침 개선
- 적절한 사이즈의 보호복을 포함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함
- 구급대원들의 주 활동 공간이 야외(외부 온도에 취약, 찢겨짐)임을 감안하
여 보호복을 개선해야 함. 이 외에도 운전을 하는 경방 요원과 응급 처치
를 하는 구급 요원의 활동이 다르므로, 활동 특성에 맞는 보호복 도입이
필요함

◯ 충분한 인력 지원 및 확보
- 고질적인 구급대원 인력 부족 문제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구급대원들
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단순 이송 업무 혹은 현장 대기 등을 위한 구급대원 차출을 지양하고, 단
기적으로는 민간 구급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활용한 인력 지원과 장
기적으로는 구급대원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병원 단계
◯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지원 정책 및 안정적인 근무체계 마련
- 감염병 대응 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 및 평등한 보수체계 마련,
중증도별/질환군별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체계 확립이 필요함

◯ 응급실 내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수용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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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 내 격리병상 이용률 등의 효율화
-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의료기
관에서 급여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 신속· 적절한 응급환
자 치료를 위해서는 신속항원키트의 급여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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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효과적인 중재시스템
마련
◯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만나는
이들이 업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기적인 협의 및 적극적인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어려움 발생 시, 의료자문 및 병원 선정을
위한 자문이 가능한 ‘긴급의료 자문팀’ 발족이 필요함
- 119 현장응급의료처치 지침의 병원 선정과 이송과정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24시간 당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스템적으로 기능
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경기도 전체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해결을 위해 특히, 초기 단계병원 선정
과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메디컬 디
렉터 제도 운영을 고려해야 함

◯ 응급의료기관 내 격리실 수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시간 자원 공유 시스
템 구축
- 응급의료기관과 구급대원 개별 단위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격리실 수용을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각 응급의료기관으
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병상정보 취합, 공유하는 E-Gen의 종합
상황판39) 활용 원활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는 실시간 전송 병상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가

39) E-Gen 홈페이지(2021),
https://portal.nemc.or.kr:444/medi_info/dashboards/dash_total_emer_org_popup_for_eg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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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 구급대원 및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대상 교육 운영 등의 프로그램 마련
이 필요함

◯ 안정적이며 일원화된 이송 및 전원 등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제도화
- 병원별 격리실 기준 등이 상이하여,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원
격리실 수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소
방청의 협조가 논의되어야 함
-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병원 선정과 이송과정에서의 지침을 질환별로 세분
화하여 최종 치료병원을 선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격리병상 부재로 인해 응급환자가 원거리 이송 가는 경우가 많아 환자안
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원병원 선정 및 수용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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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코로나19 이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응급의료체계의 이슈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내 의료이용 행태 변화 및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발생

≫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등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응급의료기관 이용 기반 마련

≫

대중의 인식 개선
캠페인

정책 방향
- 기존 보건의료체계 보완
-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완화 전략 마련
- 발열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 경우(자가격리자, 단순 발열 환자 등)의
이송 이슈 해결
-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협조 및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119 신고 및 현장 단계에서의 시민의식 고취
<병원 전 단계>
- 충분한 보호 장구 지급과 함께 구급활동 특성을 반영한 보호복 및
관련 지침 개선

지역별/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자원 및
역량의 격차 발생 및 심화

≫

응급의료자원의
충분한 확보

- 충분한 인력 지원 및 확보
<병원 단계>
-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지원 정책 및 안정적인 근무체계 확립
-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격리병상 이용률 등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병원 전 단계와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잇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 부재

≫

병원 단계의

-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기관 간 간담회 운영 등 의사소통 창구 마련
- 중증응급환자 병원 선정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

효과적인

- 격리실 수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시간 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중재시스템 마련

- 안정적이며 일원화 된 이송 및 전원 등을 위한 지침 마련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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