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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응급의료 중장기 전략의 개요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995년 시행으로 응급의료의 기본적 인프라는
갖추었으나 취약한 질적 수준(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39.6%, 2005)으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응급처치 인프라의 부족과 응급실에 대한 일반인들의 만족도가 낮
음.
{ 3대 응급질환(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진료 인프라의 부족과 치료 역량
미비로 응급환자 전원율이 높음.
{ 도서산간 지방의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함.

2. 목적
{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킴
{ 빠르고 정확한 네트워킹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의 기본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유지
{ 응급의료서비스에 관계 요소를 고도화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해소된 균형 잡힌 응급의료서비스의 보장
{ 응급의료의 관리 운영의 틀 개선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

3. 목표
{ 병원전 현장 단계의 빠른 응급처치로 생존률의 증가(현재 심정지 생존율 5% 미만을
15%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3대 응급사망 질환자의 생존율 향상(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39.6% -> 15%)
{ 병원전 단계에서의 전문응급처치의 실행
{ 재해대비 응급의료의 실행
{ 취약지역에서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 응급의료 서비스의 관리운영의 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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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응급의료 서비스를 구성하는 체계의 15개 구성요소에 최근 재정 및 의료지도 부분이
포함된 국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15개 요소와 재정 상태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
축되어 있으나 인프라의 체계가 취약함. 인력 및 교육은 기본 구조는 갖추었으나
인력부족과 수준의 미달로 아직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 배출이 필요하며, 이송 시
설, 병원 및 전문치료 시설도 부족함. 기본적인 응급의료의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제3장.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의 비젼과 전략
응급의료 중장기 비젼은 “국민 모두의 생명이 존중되는 빠르고 정확한 최고의
선진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의 제공하고자 함.

1. 목표
{ 질과 편리성이 결부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본망 확충
{ 응급의료의 고도화로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해소된 균형 잡힌 최고의 응급의료 서비
스의 보장
{ 지속적인 질관리가 되는 관리운영체계로 최고의 선진 응급의료의 제공
{ 안정적인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2.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도약과 체계 완성을 위한 마스트 플랜
응급의료의 기반 구축기(1995-2004)와 질적 도약기(2005-2007)를 지나 질적 정비와 체계를
완성을 위한 마스트 프랜 제시.
{ 질적 정비기(2008-2013): 응급의료의 질적 재정비를 통하여 응급의료 기본망 확충,
응급의료의 고도화 및 응급의료의 관리운영을 체계화 함.
{ 체계 완성기(2014-2018): 질적 정비기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응급의료의 체계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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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응급의료 기본망 개선
{ 혁신적 리모델링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체질 개선
{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접근성 확보
 응급의료의 고도화
{ 사회안전과 보건의료의 연계 고리로서 응급의료의 역할 강화
{ 취약계층 및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의 확대
{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관리운영
{ 지속적 발전을 약속하는 새로운 관리․운영체계 확립
{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수가 등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제4장 분야별 추진과제
1. 응급의료 기본망 확충
1) 추진방향
 병원전 일반인에 의한 빠른 일차 응급처치 실행
 병원전 전문응급처치의 시행체계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주체간의 정보통합화 및 네트워킹화
 병원내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2) 핵심추진과제
 응급의료 안전대비영역의 강화
 현장 이송체계의 강화
 병원간 이송 체계의 강화
 소방상황실, 병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네트워킹화와 정보통합화
 병원전 전문응급처치를 위한 네트워킹화와 의료지도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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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의 고도화
1) 추진방향
 3대 응급질환에 대한 중점관리 센터 구성
 편안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병원 내 응급처치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망 구성
 야간휴일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강화
 재난의료지원팀의 구성과 특수재난 대비를 위한 체계 구성

2) 핵심추진과제
 3대 응급질환(심혈관 질환, 뇌졸중, 외상) 관리를 위한 센터 지정과 체계 구성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체계의 개선
 야간 휴일 응급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망 개선
 재난 응급의료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특수재난을 대비한 재난계획

3. 응급의료의 관리운영
1) 추진방향
 응급의료 체계 내 정보 통합화
 응급의료 체계 내 통합 정보망을 통한 질향상 체계운영
 응급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

2) 핵심추진과제
 응급의료 관리 운영체계의 개선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지표 관리 및 성과 측정을 통한 질향상 체계 확립
 수가 등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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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과제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영 계획
1. 과제의 우선순위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누어 정리

1) 단기 과제: 향후 5년 내 실행 과제
{ 응급의료 안전대비영역의 강화
{ 현장 이송 체계의 강화
{ 병원간 이송 체계의 강화
{ 응급의료 서비스 주체간 정보통합화 및 네트워킹화
{ 3대 응급질환(심혈관 질환, 뇌졸중, 외상) 관리를 위한 센터 지정과 체계 구성
{ 재난 응급의료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2) 중장기 과제: 향후 10년내 실행 과제
{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체계의 개선
{ 특수재난을 대비한 재난계획
{ 야간 휴일 응급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망 개선

2. 재정운영계획
1) 년차별 소요예산
전체 소요예산은 7,603.3억으로 1차 년도에 523.4억, 2차년도에 491.1억원,3차년도에
991.1억원, 4차년도 1,026.1억원 5차년도에 1,177.8억원의 소요됨. 중장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2) 재정운영 계획 및 확대 방안
{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후 응급의료 기금의 확충으로 2002년 50억 수준의
응급의료 기금이 2003년부터 400억 - 500억원 규모이다가 점차 감소 될 전망이므로
새로운 응급의료 기금의 충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에 의한 응급의료 인프라의 많은 개선은 되었으나 응급의료 기금의
한계로 새로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
{ 병원전 응급처치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적용이 요구됨.
{ 응급실내 처치의 고급화를 위하여 차등수가제에 의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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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활용.
{ 지역의 균등한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율 증가.
{ 응급의료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물건(술 등)에 목적세의 신설.

3. 주요 법령 개정 및 행정지원 사항
{ 선한 사마리안법(법제정)
{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처치 기구 비치(시행규칙)
{ 외상센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설립(규칙)
{ 의료지도 촉진을 위한 규칙 필요(규칙)
{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법개정)
{ 병원전 정보 통합을 위한 규칙 마련(규칙)
{ 병원전 이송업체의 보험인정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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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응급의료 중장기 전략의 개요
1. 목적
{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킴.
{ 빠르고 정확한 네트워킹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의 기본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유지.
{ 응급의료서비스에 관계 요소를 고도화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계층 간․지역 간 격차가 해소된 균형 잡힌 응급의료서비스의 보장.
{ 응급의료의 관리 운영의 틀 개선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

2. 배경
{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995년 시행으로 응급의료의 기본적 인프라는
갖추었으나 취약한 질적 수준(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39.6%, 2005)으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응급처치 인프라의 부족(119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비율
18.6%)(2006 소방방재청 자료집).
{ 진료지연, 만성적체 등 불만요인과, 감염 및 의료사고 등에 취약한 응급실(응급실 이용만
족도 25.1%, 2006).
{ 3대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인프라의 부족, 2007년 현재 전문응급의료센터는 4개소로
부족함.
{ 지역 내 치료 역량 미비로 응급환자 전원률 40%에 달하며, 장거리 이송되는 중증 환
자가 많음(보건산업진흥원, 2005).
{ 지리적 특수성 및 열악한 보건 의료로 농어촌 지역은 응급의료에 취약, 특히 도서산간은
이송체계마저 미비, 응급의료의 사각지역의 존재.
{ 탈법, 부적절 이송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환자(부적절 이송률 78.7%).

3. 목표
{ 병원 전 현장 단계의 빠른 응급처치로 생존률의 증가(현재 심정지 생존율 5% 미만을
15%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3대 응급사망 질환자의 생존율 향상(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39.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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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응급처치의 실행
{ 재해대비 응급의료의 실행
{ 취약지역에서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 응급의료 서비스의 관리운영의 틀 개선

4. 추진경과
 응급의료의 기본 인프라 구축
{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응급환자의 급증과 경제적 발전으로 국민의 응급의료
요구가 증가됨.
{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995년 시행으로 응급의료의 기본적 인프라는
구축 되었으나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취약함.
{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의 확대 보충(전전년도 도로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세출회계에서 응급의료 기금에 계상)으로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구조적 인프라 구축을 발전 시키고는 있으나 부족함.
{ 2005년부터 12월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의 응급의료 시범사업(중소도시형 및 농어
촌형)이 시행 중에 있음.
{ 2007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응급처치 기
구 비치의 확대 근거 마련.

5. 응급의료의 여건과 향후 전망
1) 응급의료의 중요성
 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
{ 사망의 많은 원인이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자살, 추락사고 및 운수사고 임
{ 특히 44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사고이며 장애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이 사고임
 응급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
- 젊은 연령층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 소득액은 2000년 기준 17조 5,100억으로 GDP의 약
3.3%에 해당함.
2) 응급의료의 수요 증가
 인구의 노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
-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1%이며, 2018년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통계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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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로 급사 및 심혈관질환 발생의 증가
- 급성심정지의 연간 발생은 3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0명에 불과하나, 5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이 발생하며, 60대에서는 300명, 70대에서는 700명, 80대 이상에서는
800명이 발생(Braunwald 등)
 각종 산업화의 발달로 각종사고 및 자살의 증가(통계청 2005)
{ 자살 시도 건수는 2000년 6440건에서 2005년 1만2,047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임
{ 자살은 2005년도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4위임
{ 한국의 자살률이 1995년 10만 명당 11.8명에서 2005년 26.1명으로 증가추세이고
연령구조를 감안한 OECD 기준 자살률도 2005년 24.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기후 환경의 변화로 자연재해의 증가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와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3)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가
- 경제수준의 증가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급화 욕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병원전 응급처치 기술의 지속적 발전
-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달과 telemedicine의 발달로 병원전 단계에서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나 응급처치가 다양화 됨
 향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될 전망
4) 응급의료의 향후 전망
 응급의료 수요의 지속적 증가
- 인구의 고령화 및 지구 온난화 및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지속적인 응급환자의 증가가
예측됨
- 인구 1000명당 응급환자수는 2004년 153명, 2005년 159명, 2006년 172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임(중앙응급의료 센터, 2006)
 응급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요구
- 현장에서부터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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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응급의료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응급의료

서비스를

구성하는

체계는

일반적으로

1973년

미국

응급의료법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Act (PL93-154)에서 응급의료체계의 15
개 구성요소로 설정 함. 최근 재정 및 의료지도 부분이 강조됨
 국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15개 요소와 재정에 대하여 전체적인 문제점 중심으
로 기술함
1. 인력(Manpower)
{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의사(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응급구
조사들이 포함되며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실행될 때 수준 높은 응
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됨.
{ 현재 응급의료체계에 관계 되는 인력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의학 전공의, 응
급구조사(1급, 2급)로 그 수는 표 1 와 같음.
{ 권역 응급의료센터 평균 근무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7명으로 24시간 진료 체
재를 위한 최소 5명에 부족한 실정임(지역 응급의료센터 1.8명)(대한응급의학
회, 2006).
{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 중 53%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6대 광역시에서 근
무하고 있으며 충북 6명, 제주도 6명, 전남 15명, 경남 18명, 충남 19명, 전북
20명, 경북 23명, 강원 28명으로 대도시 위주로 배치되어 있음.
{ 전체 구급요원 중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배치가 25.7%로 낮고 특히 지방
(강원도 2.8%)의 경우 더욱 취약함(2006. 12월 현재).
{ 구급차 대당 1급 응급구조사 수는 1명으로 24시간 탑승이 불가능함.
2. 훈련(Training)
{ 학생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단위의 기본적인 교과과정이
없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임.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도 개별 응급처
치 기관별, 지자체별 부분적인 교육은 시행되고 있음.
{ 일차반응자에 대한 교육 소방관, 경찰관, 산악구조대, 또는 봉사대원 이므로 이
들의 훈련은 기능에 따라 각각 실시되어야 함. 일차반응자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별 연간 1차례의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그림 1).
{ 20개 응급구조학과 개설대학에서 응급구조사는 3-4년간 응급구조학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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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이수한 응급구조사 1급과 5개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에서 약 330시
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

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후 자격이 인정됨(

표 1, 교육통계연보 자료, 2005).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1급이 957명, 2급이 1,919명, 간호사가 170
명 근무하고 있다(2006년 소방방재청 자료집). 2006년 현재 1,209개 구급대에
5,134명의 구급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지방보다 서울 경기지
역에 집중되어 있어 응급처치 능력과 법적 업무 범위가 2급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1급 응급구조사의 확대가 필요함..
표 1. 연도별 응급의료 인력
응급의학

응급의학

1급

2급

전문의 수

전공의 수

응급구조사수

응급구조사수

1996

51

72

346

507

1997

71

121

934

1,024

1998

98

133

1,504

1,482

1999

123

171

2,279

2,013

2000

185

182

3,032

2,429

2001

219

189

3,738

2,976

2002

254

224

4,329

3,514

2003

285

253

4,890

4,003

2004

344

261

4,999

4,410

2005

414

315

5,528

4,935

2006

466

397

6,043

5,372

2007

540

476

7,345

6,471

2008

617

554

-

-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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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급처치 교육 추이
* 1996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제외된 수치임
1997년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자료 제외된 수치임
3. 통신(Communications).
{ 응급의료 통신망은 환자 발생 신고단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나 119 소방 신고전
화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가 혼재함.
{ 병원 전 처치단계와 이송단계, 병원진료 단계를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이송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통신체계로 환자발생과 응급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망 필요함.
{ 환자와 구급차 승무원, 구급차 승무원과 병원, 병원과 병원사이의 교신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함.
{ 응급의료 기관간의 통합적인 통신망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각
기관간 TRS(trunked radio system)를 이용한 통합지휘무선 통신망이 현재 시
범사업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구축 될 예정임.
{ TRS망이 구축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방재청, 지방
자치단체, 경찰청, 군 등 관련 기관간 디지털 방식의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망
으로 상호 연계운영체계 구축 지령시스템과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의료체
계에 맞게 통화그룹을 설정하여 운영 될 예정임. 구축 대상기관은 총 1,441기
관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536개, 긴급구조기관이 189개, 긴급 지원기관이
716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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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RS를 이용한 통합 무선지휘 무선통신망
구분

시기 및 대상지역
2005. 10 ~2006. 6

시범사업

서울, 경기 일부지역
2006. 7 ~ 2007. 12

1차 사업

주요내용
TETRA 시스템의 재난 대응 기능 및 운영 검증
통합망 이용기관 확대 및 경찰청 시스템

서울, 경기 전지역
2008. 1 ~

2차 사업

최적화
전국 통화권역 확보 및 재난대응기관 상호간

전국지역 확대 및 마무리

무선통화로 확보

TETRA : trunked terrestial trunked radio

4. 이송(Transportation)
{ 2007년 NEDIS(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를 입력하
는 117개 응급의료 기관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76.5%의
환자는 구급차 이용 없이 응급실 내원함. 이중 소방구급차 이용률은 전체 응급
환자의 11.2%에서 이용함(2007, NEDIS자료).
{ 구급차는 효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미국의 경우 구급차의 구조와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으나 한국은 아래 표 3 에
내용과 같이 특수구급차와 일반 구급차에 구분 되어 있음.

표

3 .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관련)

1-1. 특수구급차
구 분

내 용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치
다.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라.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의료장비

마. 쇼크방지용 하의(MAST)
바. 부목 및 기타 고정 장치[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보호대
(Cervical, Spine-Protector)]
사. 자동제세동기

구급의약품

아.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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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만, 소방서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
통신장비

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전파지정 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에 갈음할 수
있다.

1-2. 일반구급차
구 분

내 용
가.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다. 기도확보장치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5. 응급의료기관(Emergency facilities)
{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응급병원을 선택하여야 하며, 환자의 후송과

치

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16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의 전문응급의료센터, 100
개의 지역 응급의료센터, 327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106개의 응급실 운영기
관이 있음(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집, 2006).
{ 전체 응급병상수는 6,466병상으로 13,684명당 1병상임.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시설 중 전문응급의료 센터의 지정은 부족하며, 특
히 외상센터는 현재 2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 역할의 수행이 미미하여 전국
적 외상체계를 개선할 새로운 체계와 접근이 필요함.
6. 중환자 진료시설(Critical care units)
3차 치료가 가능한 전문적인 응급 치료센터가 있어야 한다. 전문적 응급치료센터
는 중독센터,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센터, 척추손상 센터 등이며 국가적인 조직적
체계가 미미함.
7. 공공 안전기구(Public safet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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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소방서와 경찰서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모든 부분에 참
여해야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임.
{ 소방서와 경찰서는 응급의료망의 구축과 공공 안전을 위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경찰관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역할은 미미함.
8. 소비자 참여(Consumer participation)
{ 일반대중은 응급의료전달체계의 초기 발견자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응급 의료
전달체계에 항상 참여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함.
{ 일반 대중 및 일차반응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체계가 없음.
9. 치료의 접근성(Access to care)
{ 모든 환자가 치료비 지불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전달체계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22조에 미수금 대불에 관한 조항이 있어 지불 능력이 없
는 환자에 대한 미수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액수가
증가 추세임(표 4.). 그러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이 제한적임.

표 4. ‘03년부터 현재까지 응급의료미수금대불제도 이용실적
대불금 지급액
구 분
건 수

금 액

계

7,910

4,092,559

2003

1,027

959,536

2004

1,300

782,147

2005

3,219

1,449,006

2006.8.31

2,364

901,870

(보건복지부 2006 자료)
10. 전문적인 진료시설로 환자의 전원(Transfer of care)
{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능력을 구비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현재 전문 응급처치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센터, 척추손상 센터 등이
부족하며, 중환자들의 병원 간 이송을 위한 전문 구급차의 시설이 없고 관리체
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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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자기록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patient records)
{ 의사나 간호사 등에 의하여 누구나 쉽게 보고 판독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표
준화된 보고형태나 기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함.
{ 전국적 표준화된 의무기록이 없어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사용중 임.
12. 대중교육과 정보제공(Public information and education)
{ 대중이 최초의 치료자 이므로 공중교육과 안내는 효과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의 전달을 위하여 필수 사항임.
{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대중적 사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중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13. 체계의 검토 및 평가(System review and evaluation)
{ 현 응급의료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질평가와 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가 부족하며 특히 병원전단계 응급처치에 대한 질관리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 무선 통신의 모니터(radio communication monitor), 반응시간의 점검(review
of response times), 기계적 방법의 질관리(relatively mechanical method of
quality control), 결과측정(outcome)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재점검
이 필요함.
14. 재난 대비(Disaster linkage)
{ 현재 국내 재난의료대책은 많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재난 발생시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출동체계, 의료진의 현장의료지원 체계와 준
비된 장비가 미비하고,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재난 발생후
평가 체계가 거의 없는 실정임.
15. 상호협조(Mutual aid)
응급진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응급진료를 위한 모든 기관과 시설, 병원등 구성요소
간의 상호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체계의 미흡과 상호 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응급의료 전반에 협조가 부족함.
16. 재정(Financing)
{ 현재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재원은 응급의료 기금으로 응급의료 기관의
시설지원 및 응급의료 서비스제공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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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관리
운용의 근거 마련.
{ 2003년 기준 90%이상의 기금 재원이 정부 출연금이며, 전전년도 교통법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 출연.
{ 안정적인 응급의료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통법칙금의 20%가 바로
기금으로 전입이 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하며 주류세 등 에 일부
기금이 포함 되어야함.
표 5. 연도별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입

1,674

2,359

2,503

3,801

4,255

4,524

4,597

4,806

47,821

56,034

지출

109

1,049

119

363

668

801

774

677

47,821

5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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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응급의료체계 구성요소의 현황과 문제점
구성요소

현황
-119

인력

구급대원중

1급

문제점
응급구조사

비율 - 119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비율이 낮아 전문

22.9%(2006)

응급처치술 제공의 한계

-현장 출동시 1급 구조사 탑승 비율 20.2%

-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센터 전문의 진

-응급의료정보센터

비응급

관련과

의사 료의 미비

25.4%(2006)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의료지도 의사 수의 부족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
근무수(권역 3.7명, 지역 1.8명)으로 24시간 진료

훈련

체계에 미흡
* 일차 반응자들에 대한 자발적 8시간 교육

- 일반인들의 응급처치 홍보 및 교육 부족

* 응급구조사

- 소방 구급 인력의 임상경험 부족

-제한된 인원의 1급 응급구조사의 9주 임상실습 - 의사들에 대한 전문인명구조술 인증이 없어 제
- 2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서 5일간 병원실습 한적 인명구조술 교육 시행으로 응급처치 인력들
* 의사: 전문인명구조술에 대한 인증제도 없음
- 환자 신고 전화의 이원화 119, 1339, 112

통신

의 처치능력 부족
- 신고 접수의 일원화가 안 됨

- 각 응급의료서비스 관련 기관간 연계통신이 미 - 통합통신망의 미확보
비
-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소방구급차의 이용 - 병원전 및 병원간 이송체계의 미흡

이송

률이 11.2%임

- 119 구급차의 부적절한 이송

- 심정지 환자 구급차 비이용율 13.2%

- 병원간 중환자 이송을 위한 특수 구급차의 부족

- 119 구급차의 부적절 이송률 73.3%
-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율 25%
-병원간 중환자 이송 구급차 없음
-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처치 시설

100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27개의 지역응급의료
기관

집중치료 시설
공공 안전기관
대중의 참여
치료의 접근

- 중독센터 1개, 화상센터 1개소임
- 소방대원, 경찰 등에 대한 기본인명구조술 인
증제 없음
-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 심폐소생술률 9.2%

행려 및 외국인 환자가 59% 상용
나 전문 환자 이송 헬기 없음

환자기록의 표준화

- 각 병원 별 환자 기록지 독자 사용

체계의 점검과 평
가
재난에 대한 연계
성

상호협조

- 공공 안전 기관의 역량 부족
- 대중 응급처치 교육 체계의 부족

- 차상위 계층의 이용 제한

로 환자의 전원

공

전문 집중 센터(중독센터, 화상센터) 의 부족

- 대중에 의한 자동 제세동기 사용 없음
- 응급 대불제 이용건수 3219건(16억3500만원): - 응급의료비 대불제의 사용의 불편함

전문적인 진료시설 - 전문 의료 시설로 이송이 필요한 전문 구급차

대중교육과 정보제

- 전문응급처치 시설(외상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
센터)의 부족

- 전문 시설로 이송체계 부족
- 각 병원 별 환자 기록 표준화 없음

- 일차반응자 교육 프로그램 시도별 1년에 1회
시행

- 일반 대중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체계 부족

- 다양한 기관에서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
- 병원전 단계 응급처치에 관한 질관리 프로그램
없음

- 병원전 질관리 프로그램 체계 없음

- 응급의료기관 구조 및 기능 평가 년 1회
- 재난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정보센터 위주의
의료지원 체계

- 전 응급의료 기관 대상 재난의료지원 체계 부재
- 재난시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연락체계의 부재

- 재난시 상호 교신체계 없음
- 소방 상황실과 응급의료정보센터간 상시 상호 - 소방과 응급의료정보센터간 상호협조 체계의
협조 시스템 없음

부재

- 의료기관과 119 구급차간의 상호 연락체계 없 - 의료기관과 119 구급차간의 상호 연락체계 부
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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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의 비젼과 전략
1. 비젼 : “국민 모두의 생명이 존중되는 빠르고 정확한 최고의
선진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
2. 목표
{ 질과 편리성이 결부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본망 확충
{ 응급의료의 고도화로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해소된 균형 잡힌 최고의 응급의료 서비
스의 보장
{ 지속적인 질관리가 되는 관리운영체계로 최고의 선진 응급의료의 제공
{ 안정적인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3. 응급의료서비스의 과거와 미래의 질적 수준 도약과 체계 완성을 위한
마스트 플랜

그림 2.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도약과 체계완성을 위한 마스트 플랜

{ 과거: 인프라 구축 및 질적 도약
기반 구축기(1995-2004)
질적 도약기(2005-2007)
{ 미래: 질적 정비를 통한 체계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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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정비기(2008-2013)
체계 완성기(2014-2018)

4. 전략
 응급의료 기본망 개선
{ 혁신적 리모델링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체질 개선
{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접근성 확보
{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응급의료의 고도화
{ 사회안전과 보건의료의 연계 고리로서 응급의료의 역할 강화
{ 취약계층 및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의 확대
{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관리운영
{ 지속적 발전을 약속하는 새로운 관리․운영체계 확립
{ 응급의료서비스 질향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수가 등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 20 -

제4장. 분야별 추진과제
1. 응급의료 기본망 확충
1) 추진목표
 국가 안전망으로서의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및 네트워킹화로 응급환자 사망률
감소
 현장 및 이송 중 적절처치의 실행(병원전 전문응급처치의 시행)
 병원내 응급의서비스의 선진국화
2) 추진방향
 병원전 일반인에 의한 빠른 일차 응급처치 실행
 병원전 전문응급처치의 시행체계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주체간의 정보통합화 및 네트워킹화
 병원내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3) 핵심추진과제
 응급의료 안전대비영역의 강화
 현장 이송체계의 강화
 병원간 이송 체계의 강화
 소방상황실, 병원 및 응급의료 정보센터간 네트워킹화와 정보통합화
 병원전 전문응급처치를 위한 네트워킹화와 의료지도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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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 및 대비 영역
안전 및 대비영역은 응급상황에 대한 사회국가적 대비 영역으로 일차적인 대국민
응급대응과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임.
1) 현황
{ 각 광역시도별 응급처치 교육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심폐소생술 위주의 단순 응급처치
교육이 시행됨.
{ 현재 교육 참여자들은 2006년 현재 경찰공무원 7,838명(33%), 보건교사 2,397명(10%),
산업체 안전보건관계자 840명(3.5%), 체육시설의료구호 업무종사자 580명(2.4%), 구급
차 운전자 490명(2%), 인명구조요원 183명(0.8%), 관광업종사자 166명(0.7%), 기타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10,795명(45%)로 구성.(2006 응급의료 통계연보, 중앙응급의료센
터).
{ 다중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응급처치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본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기회 및 기술 부족(36.2%), 부족한 인력(22.9%), 시설 장비의 부족(21.0%),
관련법제 및 정책부재(7.6%)로 설문함(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 25.3%, 김정규, 2007).
{ 심정지 발생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도가 낮음(강병우, 2005년)
- 심정지 환자의 현장 심폐소생술 시도율(3 - 9.6%)이 낮음
- 병원 전 제세동 시행율이 낮음(1% 미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년)
- 심정지후 소생율이 4% 미만으로 선진국의 15 - 18%에 비하여 매우 낮음
{ 다중 이용시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장비 비치가 거의 없음
{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미비
2) 문제점
 응급상황을 대비한 인프라(인력, 장비, 교육 및 체계)의 부족
{ 일차반응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의 부족
- 다중 이용시설 직원들의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의 부족
-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에 관한 응급처치 의무 조항이 없음
{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기본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 다중 이용시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장비 비치가 거의 없음
{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보완 미비
3) 해결방안
(1)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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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교육, 장비확충 및 교육체계 구축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대국민 일차 응급의료 처치 의 홍보 및 교육
-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체계 마련: e-learning CPR 교육 체계 구축
- 대국민 응급처치 홍보 강화(대국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강화)
- 공공서비스 체계 내 응급처치 체계 강화
 일차반응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 강화
- 일차 반응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강의 교재 개발
- 일차 반응자 응급처치 교육의 의무화
- 일차 반응자 근무지역에 응급처치 기구의 비치
 다중 이용시설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장비 비치 및 교육
- 다중 이용시설 즉 외국의 예에서 이미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항, 터미널,
지하철(철도역), 대형백화점 및 마트, 체육시설, 공공행정기관, 대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에 제세동기의 비치
- 다중 이용시설에 제세동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제세동 장비 구축
- 다중 이용시설 운영자에 대한 응급처치 대비 의무사항 마련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 할 수 있는 관련법제 및 정책 마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규정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3)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일차 반응자 교육 프로그램 및

‘10

‘11

‘12

비고
영상 강의물 제작

강의 교재 개발
일차 반응자 교육 프로그램
실행
대국민 일차 응급처치 교육
강화 및 홍보
다중 이용시설 응급처치 의무
조항 마련
다중 이용시설의 응급처치

다중이용시설에

기구( 자동제세동기)의 비치

제세동기 비치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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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단위 : 천만원)
사업내용

일차 반응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08

‘09

‘10

‘11

‘12

비고

20

-

-

-

-

영상 강의물 제작
년간 상설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일차반응자 교육 프로그램 실행

116

116

116

116

116

권역응급센터 중심:
116개소 교육장비
및 인력 지원(소당

대국민 일차 응급처치 교육
강화 및 홍보

1000만원)
홍보 광고 및
100

100

100

100

100

e-learning체계
구축

다중 이용시설 응급처치 의무
조항 마련
다중 이용시설의 응급처치
기구( 자동제세동기)의 비치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계

10

-

-

-

-

-

-

-

-

-

10

-

-

-

-

256

216

216

216

216

다중이용시설 제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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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이송영역
1) 현황
{ 병원 전 응급의료는 일차반응서비스(First Responder Service, FRS) - 기초응급의료서
비스(Basic Life Support) - 전문응급의료서비스(Advance Life Support, ALS) - 항공
이송서비스 (Air Ambulance Service, AAS)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
나 국내 병원 전 응급의료는 이중에서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은 BLS
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단층 체계임(Single-tiered EMS).
{ 이로 인하여 환자 발생시 BLS 외에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어 응급의료의 접근성, 적
절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
{ 서비스 수준이 단층이므로 Dispatch center의 기능이 단지 출동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순위 설정 (Dispatch and priority) 등 주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중증도에 기반한 병원 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으로써
비요효과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BLS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EMS에서는 의료지도가 사실상 불필요함. 따라서 현재 소방
등 구급대원들은 의료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의료지도편람을 살펴보아도 구체
적인 의료지도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현장 혹은 이송 중 의료지도 의사를 호출할 필요
성이 없다고 여김.
2) 문제점
{ BLS 단층 체계에서는 환자의 중증도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Customized)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중증외상환자, 흉통환자, 의식 소실 환자 등 그 증상과 중증
도가 다른 환자마다 제공되는 FRS와 ALS 혹은 AAS가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
는 서비스는 천편일률적임. 따라서 중증 응급질환에 필요한 필수적인 전문처치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음 (전문처치 제공율 0%). 더구나 ALS는 현장에서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후 (신고 기준) 10분 이내 ALS 제공율은 7.3%, 15분 이내 제공율은
단지 25.3%에 불과함(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 중증 외상환자에서 ALS 프로그램인 현장 중증도 분류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적절
한 병원의 선정 및 이로 인한 시간 지연이 유발될 수 있으며, 외상성 기흉에 대한 흉
관삽관술, 병원 전 적절한 수액의 처치 등이 수행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
음. 현장 단계에서 수행하는 중증도 분류를 통하여 병원간 이송 환자의 22.4%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음(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 흉통환자에서 심근경색을 감별할 수 있는 12 유도 심전도 측정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재관류 요법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병원 전 단계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함.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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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병원 도착 후 심전도 측정,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판단, 혈관성형술 팀의 호출
등으로 병원 도착 후 재관류 요법까지 30분 이내 수행하는 경우는 단지 34%에 불과하
였으며, 평균 7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급성 뇌졸중은 병원 전 단계 뇌졸중 판별 기준 (LA Prehospital Stroke Scale 등)을 적
용하여 평가할 경우 병원 전 급성 뇌졸중의 진단 민감도가 95% 이상 정확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ALS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이송으로 재관류 요법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 시간내 도착
이 지연되고 있음. 2005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맥내 혈전
용해제 투여비율은 평균 22.6%로 보고되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표 7 .

BLS 단층서비스 모델과 ALS 중층서비스 모델의 비교
BLS 단층서비스

대상 질환

BLS+ALS/AAS 중층서비스

중증도 구분이 없는 모든 질환

중등도별 맟춤형 서비스
BLS: 1급-2급 응급구조사

제공 인력

BLS: 1급-2급 응급구조사

ALS: 전문구조사/ 의사
AAS: 전문구조사/ 의사

출동장소

소규모 인구당 배치(5만미만)

현장 도착 목표 5분 이내 90%

서비스

중규모 인구당 배치(50만-100만명)
10분 이내 90%

출동+기초처치+이송

출동+전문처치+이송

기도 유지

기초 처치+

산소 투여

약물 투여하 기도 삽관/ C-pap

수액 투여 (의사 지도 아래)

흉관 삽관

고정

심박 조율/ 심전도 전송

출혈 압박

각종 심혈관계 약물투여

기타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 뇌졸중 평가

{ 전문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LS 제공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방안, ALS 제공할 인력을 양성할 방안, ALS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법 등
이 마련되어야 함.
3) 해결방안
(1) 추진목표
{ 현재 제공되는 기초응급의료서비스(BLS)에 추가하여 전문응급의료서비스(ALS) 제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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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함.
{ 병원 이송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이송 서비스(AAS)를 제공제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BLS, ALS, AAS를 통합 하여 구급차를 출동배치하고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를 제
공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Dispatch center를 구축하고 운영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
함.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가.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전문응급의료 제공체계가 도입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둘째
ALS 제공기관의 지정 및 활성화, 셋째 ALS 재원마련 방안 마련 등이 주요함.
{ 현재 인증된 ALS 제공인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전 응급의료 의사(EMS physician)을
배치하되 점진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구조사 혹은 전문간호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하여 중장기 인력 수급 및 교육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제
도적 기준을 제정하도록 함. 전국에 5개 양성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인력 양성비용
을 지원함.
표 8 . ALS 제공기관의 성격
구분

병원

소방조직

사설구급차회사

공공보건조직

성격

민간

공공

민간

공공

기본 재원

사용자 부담

세금

사용자부담

세금

목적

영리

비영리

영리

비영리

장점

교육 훈련에 유리

일관된 정책목표

비용 효과적 운영

일관된 정책목표

단점

의료기관간 경쟁

교육 훈련에 불리

회사간 경쟁

교육 훈련에 유리

{ ALS 제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ALS
제공기관은 병원, 소방조직, 사설구급차 회사, 기타 공공보건조직 등이 담당할 수 있음.
ALS 제공기관의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구 및 지역별 ALS 센터 지정이 필요함.
필요한 ALS 인구 밀도 및 발생환자 규모, 응급의료기관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50만명 내외에 1개소, 중소도시 30만명 내외에 1개소, 지방에는 약 15만명에 1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에 약 90개(80-100개)를 배치하도록 함.
{ ALS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별 보험 수가 체계 마련을 통한 운
영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ALS는 중증 응급질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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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임으로 제공기관의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부담하되 건강보험에서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응급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항공이송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도서 및 산간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을 이송할 수 있는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체계는 항공이송 체계이어야 함. 항공이송체계는 중앙 AAS Call center, AAS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전용 항공기(비행기 및 헬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공이송서
비스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함.
{ AAS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AAS 항공 출동 센터가 지정되어야 하며 전국에 약 4개 각
센터 당 2대의 헬기를 운영함. 병원 간 이송을 위한 항공이송센터가 업무를 겸임하여
담당하도록 배치함으로써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AAS는 정부 산하 전담조직에서 운영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 ALS dispatch 센터 지정 및 전문 상담요원 교육
{ 시도 119 상황실 혹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유무선 통신망을 확보한 기관을
ALS dispatch center로 지정 운영함. 이 센터에는 EMS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자
격, 교육 및 훈련, 질관리를 수행함. 이를 통하여 중증도 기반 구급차 배치, 구급차 도
착전 응급처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중층 구급차 배치를 위하여 Dispatch
protocol을 개발하고 교육함.
{ ALS dispatch center에는 전문 의사를 배치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책
임성을 높이도록 하며, 이 센터와 연결되어 ALS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센터 운영비용
을 제공하도록 함.
{ ALS dispatch center는 행정 조직 단위 (광역시도 16개) 로 지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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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모형 개발 및 시범 적용

권역 2개소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

전문응급구조사

ALS센터 운영방안 제도화

법적 제도적 정비

ALS 센터 지정 및 협약

연간 30개씩 90개

ALS 보험 수가 개발
항공이송서비스 체계구축

2년마다 1개소

ALS dispatch center 운영

4) 소요예산

(단위 : 천만 원)

가. 비용추계
{ ALS 1개소 개설 지원 비용 (300,000천원) 및 연간 운영비 지원 (200,000천원)으로 2010
년부터 연도별 30개소 확대
개설 지원 비용 300,000천원*90=270,000천원
연간 운영비 지원 200,000천원*30 (1차년도)씩 추가 600,000천원+120,000천원+180,000천원
전체= 450,000천원
{ AAS 비용 = 병원간 이송 영역과 동일
{ ALS dispatch center 지정 및 운영비용.
설치 지원비용 1개소당 100,000천원 + 교육 훈련비용 100,000천원=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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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사업비 운영계획
(단위 천만원)
사업내용

‘08

‘09

10

100

‘10

‘11

‘12

계

비고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모형 개발 및 시범 적용
전문 인력 훈련 및 양성 지원

50

ALS센터 운영방안 제도화

10

110
50

50

50

200
10

ALS 센터 개설 지원

900

900

900

ALS 센터 운영 지원

600 1,200 1,800 3,600

권역 1개소당 5억
양성기관 1개소당 1
억씩 5개 기관 운영
연구용역

2,700
연간 30개씩 90개

ALS 보험 수가 개발

10

항공이송서비스 체계구축

10
-

ALS dispatch center 개설 지원

-

-

-

80

40

40

연구용역
병원간 이송체계와 중
복

160
16개 지역에 1개소

ALS dispatch center 운영 지원
계

80
20

120

160

360

160 1,710 2,310 2,950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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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원 간 이송영역
-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1) 병원간 전원의 문제점
 현재 국내의 응급환자 중 병원 간 전원에 의해 내원하는 환자는 10-15%로1)
외국의 4-8%2),3)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음.
 중증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직접내원 환자와 경유환자의 사망률은
1.7%와 7.4%로 4.3배 많으며, 중증도를 보정한 후에도 전원환자에서의 사망률
이 2.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표 9).

표 9. 직접내원과 전원군간의 중증도 비교
직접내원
N
사망률
RTS
ICISS

ICISS_full

평균
Z
W
평균
Z
W

1,167
1.7
11.8±0.58
97.0±4.41
2.3
1.3
95.9±0.61
4.2
4.2

전원
203
7.4
11.3±1.31
92.4±6.36
0.1
1.2
89.9±1.40
1.2
2.7

 응급의료기관 경유환자 중에서 전원 간에 악화된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전원
전에 안정적인 환자의 6.4%에서 전원 간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불안정
한 환자의 2/3에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전원하여, 전체 병원 간 전원환
자의 24.3%가 위험한 상태로 전원되고 있음.
 따라서, 전원 보내는 병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환자의 전원의 경우, 전원 보내
는 병원에서 안정적 전원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중증환자를 위한 병원 간 전
1) 안기옥 외.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적절성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17(2):138-145, 2006
2) Gordon HS et al. Impact of interhospital transfers on outcomes in an academic medical center: Implications
for profiling hospital quality. Med Care 34:295-309, 1996
3) Harrington DT et al. Transfer times to definitive care facilities are too long: a consequence of an immature
trauma system. Ann Surg 241:96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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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2) 중증환자 항공이송 현황과 문제점
 적절한 병원간 이송을 위해서는 응급용 헬기 등 이송수단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비가 필수적임. 현재 소방에서 헬기 21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자 이송
전용이 아니며, 필요시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 상존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체계적 항공이송망 구축으로 병원 전 이송 및 병원 간 이송에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3) 병원 간 전원체계의 외국 사례
 유럽에서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병원기반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출동을 하
거나, 의사 구급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에 의해 운용되는 별도의 중환자 이송
체계가 있어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 등을 통해 항공응급체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2005년
현재 51개주에서 총 753대 헬리콥터(rotor-wing; helicopter)와 150대 고정익항
공기(fixed-wing aircraft) 보유 : 인구 백만명당 약 3대 수준.
2. 해결 방안
1) 추진 목표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전문 구급차 및 응급헬기가 결합된 중환자 전용의
이송망을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 내 이송 허브로 육성하면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중
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항공 이송수요가 많은 산간이나 도서 지방을 우선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항
공 환자이송체계를 도입.
 병원 간 전원 네트워크의 구축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중증환자의 현장 이송으
로 확대.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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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중증환자 이송허브 모델 개발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중증 응급환자 전원체계를 구축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에 의한 의사
출동 이송체계를 마련함.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중증 응급환자 전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정보의

수집과 중증환자 전원병원을 결정하고 이송수단을 제공함.
 사업주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되어 시범 지역을 선정하되 그 조건으로는 지
역적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주요 응급의료기관이 몰려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이송 수요가 많고,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출동의 적응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설, 장비와 응급구조사는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원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관리하며, 출동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의사 풀을 이용함.
(2) 개발된 모델의 확대와 인력의 교육
 개발된 모델이 적용된 지역과 다른 유형의 지역에서 2차 시범 사업을 시행
 인구 밀집지역보다는 산간, 도서 지방의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 지상 이송체계
로 시작하여 준비단계를 거처 항공 이송 체계를 갖는 모델로 발전시킴.
 당직의사 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출동의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야 함. 병원 전 의료의 특징과 구급차 장비의 사용, 법적인 문제 등이
포함됨.
(3) 항공 이송 체계의 구축
 2차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전담 항공이송 체계를 구축함.
 산간 혹은 도서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상 이송체계를 먼저 구축하고, 필
요에 의해 헬기 이송체계를 도입함.
 전국을 수도권-서해중부, 호남권-서해남부, 영남권-남해, 강원권-동해산악지역
의 4개 항공이송 권역으로 설정하여 점차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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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중증환자 이송 허브 모델개발

비고
매년 1개소
씩
매년 5개소

중증환자 이송 허브 확대

씩
2년 마다 1

항공 이송 체계의 도입

개소씩

3. 소요 예산
1) 이송 허브 구축 비용추계
 독일의 경우 1년에 의사탑승차량 1대 운영비용 80만 유로(약11억원)로 그 내역
은 응급구조사 10명 3억6천, 의사 당직비 3억6천, 소모품 3억, 차량운행비 8천
으로 책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1개 권역센터 당, 초기 투자비 제외하고, 년간 운영비 약 5억
으로 추산됨. 응급구조사 8명 2억, 의사 당직비 2억, 소모품과 운영비 1억으로
책정함.

 시범 사업기간인 2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개소 당 10억 (시설장비 5억,
운영비용 5억)으로 추산되며, 매년 5개소 씩 확대할 경우 (최종 16개) 년간 50억
이 소요됨. 이후 연간 운영비 1개소 당 5억씩 16개소로 년간 80억 소요됨.
2) 중중환자 전용 항공이송체계의 도입

 시범 사업(1년 준비, 2년 사업);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개소 70억 (헬기 비용 50
억, 운영비용 20억)

 전국 4개소 중 우선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며, 추후 확대함. 이후 연간 운영비 1
개소 당 20억씩 년간 40억이 소요되며, 4개소로 확대할 경우에 년간 운영비가
80억으로 추산됨.
(단위 : 천만원)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100

100

500

500

400

16개소

중증환자 이송 허브 유지

50

100

350

600

매년 80억

항공 이송 체계의 개발 확대

10

700

700

2개소

중증환자 이송 허브 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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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송 체계의 유지
계

10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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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200

200

1,050

1,900

매년 40억

라. 응급의료 서비스 주체 간 정보 통합화
1) 현황
{ 소방 중심의 이송체계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중심의 병원 정보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정보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아 병원전 정보의 단절.
{ 응급의료 서비스 주체 간 정보 제공이 일부 이루지고 있음(응급의료정보센터 병상정보
및 시설 이용정보의 이용).
{ 구급차와 병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송 정보망 구축
이 필요하며, 이송정보망 사업이 진행중이나 아직 실질적인 통합정보망은 없음.
{ 119 구급차 이송 기록 정보가 정보센터와 병원정보 DB에 통합되지 않아 치료 단계에
서의 병원 전 정보이용이 거의 없음.
{ 119 구급차 및 병원간 이송 구급차와 병원 간 이송정보망은 원주시 중소도시형 응급의
료 시범지역에서 사용 중이며 의료지도에 효과적임.
2) 문제점
{ 이송체계와 정보체계의 이원화로 상호 연계가 미흡.
{ 119 구급차 및 병원 간 이송 구급차와 병원 간 통합 이송정보망이 없어 의료지도가 거
의 없음(2% 미만)(이강현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2006).
{ 병원 전 단계의 환자 상태에 대한 자료와 의료서비스의 자료의 응급처치시 실질적 제
공이 없어 환자 처치시 효율적 자료이용이 없음.
{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의 통합 자료 분석을 통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정
확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음.
{ 구급차와 병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이송 정보망 구축이 없어 실질적 병원 전 단계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음.
{ 119 구급차 이송 기록 정보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병원정보 DB에 통합되지 않아 병원
전 정보이용의 어려움.
3) 해결방안
(1) 추진목표
{ 유비쿼터스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 구급차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병원 간 통합 정보망 구축으로 유비쿼터스적 환자 정보
이용으로 응급처치에 실질적인 도움.
- 통합 이송 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 환자의 생체정보등 통합정보를 구급차와 병원간, 구
급차와 119 상황실 또는 정보센터간 정보를 이용한 의료지도의 제공으로 병원 전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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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의 질향상.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 구급차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기관간의 정보망 구축
{ 구축된 정보망을 중심으로 질관리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 중심 DB 구성
{ 환자의 생체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장비의 보급
(3)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기관간의 정보망 구축
구급차내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지역 응급의료 중심 DB 구성

4) 소요예산

(단위 : 천만원)
사업내용

‘08

‘09

‘10

‘11

‘12

250

250

250

250

267

800

800

-

-

-

60

56

-

-

-

1,110

1,106

250

250

267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기관 및 119 구급차 간의
정보망 구축
정보센터 중심 이송정보망 통합
DB 구축
지역 응급의료 중심 DB 구성
계

참고문헌
이강현, 허탁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부. 2006
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04
2006 응급의료 현황. 대한응급의학회. 2006
‘05 - ’10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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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구급차 1,267대 x
1,000만원

16개소 x 1억
116개소 x
1,000만원

2. 응급의료의 고도화
1) 추진목표
 응급의료의 중점관리와 편의성 향상으로 응급의료 만족도 향상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의 강화
 재난을 대비한 완벽한 재난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유지
2) 추진방향
 3대 응급질환에 대한 중점관리 센터 구성
 편안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병원 내 응급처치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망 구성
 야간휴일의 응급의료 서비스의 강화
 재난의료지원팀의 구성과 특수재난 대비를 위한 체계 구성
3) 핵심추진과제
 3대 응급질환(심혈관 질환, 뇌졸중, 외상) 관리를 위한 센터 지정과 체계 구성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체계의 개선
 야간 휴일 응급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망 개선
 재난 응급의료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특수재난을 대비한 재난계획

가. 중증질환 중점관리
1)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00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327개, 기타 응급실 운영기관 106개 총 553개의 응급실이 운영되
고

있으나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소에 불과 하며, 전국적인 외상치료 체계는

전무함(2006년 12월 현재)
 3대 응급질환(중증외상, 뇌·심혈관질환)은 국민 총 사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고 중증 외상의 경우 추정손실 년수는 1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
래함(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3억 2천만원 손실)(보건산업 진흥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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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응급질환의 치료체계의 미확립(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 외상 체계: 중증 외상치료를 위한 24시간 휴일 야간에도 수술과 치료가 가능 하여야
하나 권역 및 전문센터의 98%만 가능하고 지역센터의 경우 63%에서만 가능함. 24시간
수술이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임.
{ 심혈관 질환 치료체계 : 심혈관 질환에 대한 상시 안정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3.8%,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8.1%, 기타응급의료기관은 2.2%임.
{ 뇌혈관 질환 치료체계 : 뇌혈관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응급의료 기관은
47.5%에 불과함.
 화상 및 중독에 관한 전문처치센터의 부족
{ 전문 화상센터와 중독센터는 전국에 각 1개소만 지정되어 전국적 기능은 하지 못함.
{ 국내 중증 화상환자의 발생수는 전체 화상환자(16,734명)의 9.4%로 치료 시설이 부족
함(보건복지부, 2004).
{ 중독환자의 발생은 점점 증가 추세이며 년간 약 5만명으로 추산됨(보건복지부, 2004).
 응급의료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으나 일부 지
역에 응급의료 취약지가 존재함.
 2008년 2월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617명으로 매년 10-20%씩 증가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함. 주로 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하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함.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응급
의학 전문의 수도 24시간 전문의 근무체제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2008
년 대한응급의학회 자료).
 응급의료기금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정지원 후 시설, 장비의 개선은 눈에 뛰게
개선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기준을 맞추고 있으나 인력부분은
여전히 미흡함.
 응급의료 기관내 전문 응급처치 팀(외상팀, 뇌졸중팀, 심근경색팀)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병원단계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25.2%이며(표 10), 심근경색환자
혈전용해재 30분 이내 사용이 4.9%, 90분 이내 PCI 시행이 75.8%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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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예방 가능한 사망률 비교
Overall

1997-1998년 조사

2003-2004년 조사

Hospital

PP

P

PP+P

N

PP

P

PP+P

N

3차병원

24.4

15.6

40.0

45

15.6

13.3

28.9

45

2차병원

38.4

17.4

55.8

86

33.7

12.8

46.5

86

계

33.6

16.8

50.4

131

27.5

13.0

40.5

131

3차병원

26.7

13.3

40.0

135

16.3

8.9

25.2

135

2차병원

25.4

13.4

38.8

67

17.9

9.0

26.9

67

계

26.2

13.4

39.6

202

16.8

8.9

25.7

202

29.0

6.0

35.0

110

-

-

-

-

호주 연구(1997)

PP: potentially preventable death(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
P: preventable death(예방 가능한 사망)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운영체계 평가. 2005

표 11. 재관류까지 소요시간 및 적절성
시행까지 시간
평균±표준편차(분)
심전도 검사
적절 기준 ≤10분
혈전용해제 투여
적절 기준 ≤30분
PTCA 시행

적절
N

시행수
(%)

3.6 ±4.1
3.2 ±3.1

471
461

(97.9)

87.7 ±144.6
21.1 ±7.7

149
23

(4.9)

101.8 ±88.7

260

적절 기준 ≤90분

57.7 ±18.0

162

(62.3)

적절 기준 ≤120분

66.4 ±25.2

197

(75.8)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운영체계 평가. 2005
2) 문제점
 지역별 체계적인 전문센터의 부재로 중증 응급환자의 대도시 집중으로 불필요
한 장거리 이송을 유발.
{ 치명적인 중증 화상환자의 52%가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에 입원(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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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지역별 전문진료기관의 부재에 의한 진료역량의 미비로 응급환자의 전원률이
40%에 달함(보건산업 진흥원, 2004).
{ 3대 응급질환(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적정 시간 내 치료율이 낮음(뇌졸중
20%, 급성심근경색 50% 미만)(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이 68.8%에 불과(서울대학교, 2004)하여 자발적 투
자 유인은 어려움.
 3대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센터의 부족 및 치료체계의 미확립
{ 외상치료 체계 부재: 중증 외상치료를 위한 24시간 휴일 야간에도 수술과 치료가 가능
한 전문외상센터가 2곳 지정되었으나 실질적 기능 미흡
{ 심혈관 질환 치료체계 구축 미흡
{ 뇌혈관 질환 치료체계 부족
 화상 및 중독에 관한 전문처치센터의 부족
{ 전문 화상센터와 중독센터의 수와 치료시설의 부족함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부재
{ 외상전문의 제도가 없어 중증 외상환자들의 치료의 지연
{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팀 활성화 부재
 병원 내에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매우 부족하여 응급처치의 질이 낮고
체류시간의 증가
{ 휴일 및 야간의 전문의 수의 부족으로 야간수술 등의 시행이 어려워 전원 하
는 경우가 권역센터에서도 25%에 달함(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 응급의학 전문의는 매년 약 10-20%씩 증가 하고 있어 2012년 이후에 응급의
학 전문의 예상 배출

수가 1,000명 일 때 최소 충족인력이 될 것임.

{ 최근 전공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문의 수급의 차질이 예상됨.
 응급실 과밀화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저하
{ 이용경험자의 응급실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21.1%, ‘보통’¯30.0%, ‘불만족¯
48.8%로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음(중앙응급의료센터, 2005)
 병원 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만한 시설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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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방안
(1) 목표
 응급센터 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체계적인 3대 중증질환(외상, 뇌·심혈관질환) 및 화상 및 독극물 전문치료체계의 구축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2) 세부목표 및 시행방안
 응급센터 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 전문의들의 근무 강도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 구축과 전문의 진료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 응급의학 전공의 확보율이 80% 미만으로 전공의 근무조건 개선으로 지원율
확대
 3대 응급질환 치료 체계의 구축 및 운영평가와 지원
{ 외상 전문치료 체계의 구축
1) 1 단계: 외상 특성화 센터 지정
- 외상 특성화 센터를 인구 150만 명당 1개소를 지정하고 인구 150만 이하인 경우 광역
시 당 1개소 지정하여 외상처치를 특성화 하여 외상처치의 역량강화와 향후 외상센터의
기반 구축
- 외상 특성화 센터 41개소 지정 및 운영지원
2) 2단계: 외상전문의 도입
3) 3단계: 외상센터의 도입
- 외상특성화 센터로 외상처치 역량강화하고 외상전문의 인력의 보강후 구조적 및 기능
적 평가에 의한 단계적 외상센터의 지정
4) 4단계: 외상 리지스트리 체계 구축 및 질관리 체계 구축
- 외상처치의 질향상을 위한 외상 리지스트리 체계의 구축
{ 심혈관 센터 지정 및 운영평가와 지원
- 심혈관 센터 지정 및 심혈관질환 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뇌혈관 센터의 지정 및 운영평가와 지원
- 뇌혈관 센터의 지정 및 뇌혈관질환 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전문치료센터의 기능적 활성화
- 전문치료센터의 평가에 따른 질 향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의 실행
- 전문센터(특히 외상센터)의 경우 투자대비 수입구조가 낮아 특성화 센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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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화상 및 중독 전문치료센터의 구축
{ 전국적 화상센터 및 독극물센터의 추가 지정 및 지원체계 구축
- 화상센터: 전국적 5개소 지정 및 운영지원
- 중독센터: 전국 5개 중독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 외상전문의 체계 구축
{ 지속적인 질 평가로 전문응급처치 팀 활성화
{ 충분한 의료진으로 24시간 전문의 진료 응급센터에는 응급의료수가 차등화 제
도 도입
(3)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응급의학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수가 조절로 원가 보전율
을 정상화
외상 특성화 센터

외상센터

지정 및 운용
외상 세부 전문의

일차적 외상특성화

체계 구축

센터 지정 운영후

전문

외상센터 구축

치료

외상리지스트리 구

센터

축

구축

권역 나누어

심혈관센터 지정 및 운영
뇌혈관센터 지정 및 운영
화상, 중독 센터 지정 및 운영

전문치료센터의 기능적 활성화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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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단위: 천만원)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전문의 진료에 대한

응급의학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

-

-

-

-

차등 수가제
도입으로 해결

초기 투자비용

475

304

-

-

-

센터당 1억9천만원

574

574

574

574

574

센터당 1억4천만원

160

160

-

-

-

센터당 20억

심혈관센터 구축(41개소)

205

205

205

205

205

뇌혈관센터 구축(41개소)

205

205

205

205

205

초기 투자비용

76

-

-

-

-

센터당 1억9천만원

운영비 지원

50

50

50

50

50

센터당 1억원 지원

초기 투자비용

420

운영비 지원

75

75

75

75

75

-

-

-

-

-

2,240

1,573

1,109

1,109

1,109

외상특성화
(41개소)

센터 운영비 지원 및 리
지스트리 구축
외상센터로 추가
설립(16개 권역)

화상센터 구축
(5개소)

중독센터 구축
(5개소)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계

센터당
운영지원(5천만원)
센터당
운영지원(5천만원)

센터당 10억5천만원
센터당 1억5천만원
기능평가후 운영비
차등 지원

참고문헌
2006년 응급의료 통계연보.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승호, 김현철, 노형근, 이국종, 임근. 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방안. 보건복지부 2004.
이신호 등. 응급의료 기본계획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서비스 이해도 및 전국민 여론조사보고서, 2005
3대 응급질환 진료를 위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조사. 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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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의료시설 개선
1) 현황
- 16개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1과 4개의 전문응급의료 기관, 10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327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으나 대국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센터의 수는 43만 명당 1개소로 선진국의 100만 명당 1개소에 비해
많아 수적 과다로 투자를 분산 시켜 질적 수준의 향상에 저해요인 될 수 있음(88개소가
적당)(보건산업진흥원, 2004).
- 2004년 응급실 이용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급실 이용 만족도는 21.2%에 불과함, 이는
일반 의료의 이용만족도 60-6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주요 불만 요인은 장기간 대기(31%), 처치미흡(22%) 및 불친절(18%) 임.
-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
2) 문제점
 대국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 내의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음.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는 응급의료 시설.
3) 해결방안
(1) 목표
 응급실 진료 시설의 선진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 기기의 선진화
(2) 세부목표 및 시행방안
 응급센터 진료 시설의 선진화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진료 공간의 확충
{ 응급실 체류시간의 단축: 병원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응급환자 체류시간을 단축
{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 기기의 선진화
 응급센터 진료 인력의 확보
{ 응급의학 전문의 확대 충원
- 응급실 진료 차등 수가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전문의 확보율 상향 확대
{ 응급의학 전공의 지원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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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폭력 방지와 발생 시 적절한 처치를 위한 실질적 법적 체계의 강화
- 응급실 업무량 분산으로 업무량 과다 부과 억제
 응급센터의 기능적 활성화
{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 지속적인 질 평가로 전문응급처치 팀 활성화
(3)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비고

‘08

‘09

‘10

‘11

‘12

비고

응급실 진료 시설의 선진화

2,320

2,320

2,320

2,320

2,320

응급실 의료 기기의 선진화

1,160

1,160

1,160

1,160

1,160

-

-

-

-

-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

-

-

-

-

계

3,480

3,480

3,480

3,480

3,480

응급실 진료 시설의 선진화
응급실 의료 기기의 선진화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응급의학 전
공의 충원 확대
병원 내 전문응급처치 팀의 활성화

4) 소요예산
사업내용

인력의 확보(응급의학 전문의 및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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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센터별 년간
2억씩 x 5년간
응급센터별 년간
1억씩 x 5년간
전문의 진료에
의한 차등수가제
기능평가에 의한
팀활성화 유도

나. 야간휴일 진료주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방안
1) 현황

{ 평일야간 및 휴일 진료를 이용할 필요를 느꼈던 사람의 비율은 100명당
약 3.5명이었음(휴일및 야간진료 활성화방안, 2005,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표 12. 지역별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 필요율
지역

조사대상인구(A)

의료필요자(B)

필요율(B/A×100)

구

1,687 (43.51)

52(38.81)

3.08

시

1,692 (43.64)

60(44.78)

3.55

군

498 (12.84)

22(16.42)

4.42

계

3,877 (100.0)

134(100.0)

3.46

{ 평일에는 주로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의료이용이 많았고 휴일
에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용이 많았음.
06:00-09:00
18:00-20:00

100%

09:00-15:00
20:00-22:00

11.8

90%

12.5

80%

31.2%

15.6
40.8

60%

21.7

50%

31.1

15.6
12.5

40%

26.1

9.4

28.1

13.0

28.1
6.3

9.6
6.7
6.7
3.7

일/공휴일

전체

34.2

30%
20%
0%

14.1

26.1

저녁8시-밤2시
75.0%
70%

10%

15:00-18:00
22:00-02:00

2.6

6.6
3.9

13.0

평일

토요일

그림3. 야간 및 휴일 진료율
{ 설문에 응답한 주민들은 응급실 이외 휴일 및 야간 진료 병의원이 많아
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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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의 중요도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치않음
중요치않음

보통

중요

매우중요

계

평균점
수

응급실 이외 휴일 및 야간진
료 병의원이 많아져야 함

2(0.2)

8(0.7)

122(10.9)

430(38.4)

559(49.9)

1,121(100.0)

4.37

의학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이 있어야 함

3(0.3)

28(2.5)

135(12.0)

507(45.2)

448(40.0)

1,121(100.0)

4.22

문을 연 병의원 안내 정보체
계 강화

3(0.3)

12(1.1)

97(8.6)

394(35.1)

616(54.9)

1,122(100.0)

4.43

{ 표본추출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야간진료 제공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약 70%가 제공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14.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율
의원
주택가

상가, 공장가 등

의원 계
병원
주택가

상가, 공장가 등

병원 계

조사대상 수

야간진료 수

백분율

구
시
군
주택가 계
구
시
군
상가 등 계

51
48
14
113
37
35
1
73
186

36
32
10
78
22
26
0
48
126

70.6
66.7
71.4
69.0
59.5
74.3
0.0
65.8
67.7

구
시
군
주택가 계
구
시
군
상가 등 계

28
27
18
73
36
23
3
62
135

23
17
14
54
24
16
3
43
97

82.1
63.0
77.8
74.0
66.7
69.6
100.0
69.4
71.9

{ 하지만 의원은 약 3시간, 병원은 약 12시간 야간진료를 제공한다고 응
답하여 야간 및 휴일 진료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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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구분

야간

휴일

기관유형

기관수

의원

진료시간
평균

표준편차

54

3.0

3.0

병원

74

12.5

4.9

소계

128

8.5

6.3

의원

33

6.2

4.0

병원

56

18.2

8.7

소계

89

13.8

9.4

2) 문제점

{ 핵가족화의 증가와 야간 및 휴일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로 야간 및 휴
일의 진료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분한 야간 휴일 진료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야간 휴일에 진료가 어
디서 언제까지 제공되는지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주민은 비싼
응급의료관리료를 지불하고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자칫 의료이용의 불편함을 견디기 위해 참다가 적절 치료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과밀
화가 초래될 수 있음.
3) 해결방안

□ 세부 추진 목표
24시간 진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1) 어디에서 어떤 과목이 언제 진료가 제공되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
축
2) 지역별로 적정한 휴일 야간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율형 의사 당직제를
활성화 함
3) 심야가산제, 휴일 야간 가산제, 농촌지역 휴일 야간 가산제 등을 활성화 하여 휴일야
간 진료 제공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보완

{ 야간 및 휴일진료 접근성을 높여 24시간 진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어디에서 어떤 과목이 언제 진료가 제공되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현재 1339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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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환자를 위한 안내 시스템이지만 실제 휴일 및 야간 진료 안내도 담당
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과목이 진료를 하는지를 인터넷 또는 1339
안내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의사회, 보건소 등과 협조가 되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광역지자체별로 자율형 의사 당직제를 활성화하여 적정한 휴일 야간 진
료 제공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야간 진료 가산제 외에 심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진
료가산제, 휴일야간진료가산제 등을 도입하고 농촌지역 야간 및 휴일 진
료 공백을 덜기 위해 농촌지역 야간 및 휴일진료가산제를 개발하는 등
수가체계를 변화시킴.

□ 세부 추진 계획

{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밤 11시 1살 어린이의 감기 발열 증상
을 겪고 있는 부모가 가까운 진료실을 찾을 수 있는가?’, ‘ 밤10시 극심
한 치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가까운 진료실을 찾을 수 있는가?’ 등의 문
제를 놓고 1339, 119, 보건소 등 전화와 일정 기준의 인터넷 검색 규칙
으로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가 등의 평가를 통해 해당 광역 지자체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여 각 지자체와 해당 의사회를 함께 동
반 시상하는 방안 추진.
{ 특정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휴일야간 진료 제공 및 안내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추진.
{ 광역지자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야간 및 휴일 진료 제공 및 안내 활
성화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주무 부서와 업
무 협조 시행.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기관과 해당 지자체 담당자
와 연계한 정책 연수 및 심포지움 개최 이후 사업 지침 개발 및 시도
보건 담당자와 의사회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 심야진료가산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용역 및 업무 협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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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 예산

{ 우수 지자체 평가 및 시상 프로젝트(5개년 프로젝트로 매년 2억씩 10억
소요)
{ 야간 휴일 진료 제공 및 안내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3개년 프로젝트
로 2개 지자체 선정 추진 각 지자체 별로 매년 2억씩 총 12억 소요)
{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기구 정책 연수 및 심포지움 개최, 사업 지침 개발
및 설명회 시행(2억 소요)
{ 심야진료가산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용역(공청회 등 시행 포
함)(1억소요)
5)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13-’18

우수 지자체 평가 및 포상
프로젝트
야간 휴일 진료 제공 및 안내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기구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책
연수 및 심포지움 개최, 사업
지침 개발 및 설명회
심야진료가산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 용역 및 업무 추진
야간휴일진료활성화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변경 및
계획 작성 변경 협의 추진
6) 소요예산

(단위 : 천만원)
사업내용

우수 지자체 평가 및 포상
프로젝트
야간 휴일 진료 제공 및 안내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 등 민간기구와

‘08

‘09

‘10

‘11

‘12

‘13-’18

20

20

20

20

20

-

-

40

40

40

-

-

-

1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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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책
연수 및 심포지움 개최, 사업
지침 개발 및 설명회
심야진료가산제 등 건강보험
급여화 용역 및 업무 추진

-

5

5

-

-

-

-

-

-

-

-

-

20

75

75

60

20

-

야간휴일진료활성화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변경 및
계획 작성 변경 협의 추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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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등급 관리를 통한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 확충
1) 현황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문제는 도시지역 주민과 비교해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2005년 8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을 총 50개의 응급의료
진료권으로 나누어 응급의료센터의 배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특별시․광
역시에 설정된 38개 응급의료 진료권은 무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설
치된 반면 지방 응급의료 진료권인 18개 진료권은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는 상태였음. 지금도 특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인구감소와
농어촌 시장개방 등 농어촌 의료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1. 충남 서천군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이 운영되던 성누가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2년과 2006년 서해병원과 푸른병원의 응급
실이 문을 닫은데 이은 것이여서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
다.(YTN 2008.01.27)
2. 충남도는 응급실 운영병원의 부도로 응급환자 진료공백이 빚어졌던 서천군에
‘서천 푸른병원’을 새 응급실 운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응급실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근무하며 24시
간 응급환자를 돌보게 된다. 충남도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 서천 푸른병원에
응급 장비비 6,900만원과 응급의료 인건비 6,800만원 등 모두 1억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일보 2008.02.04)

{ 모든 농어촌이 비슷한 정도로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벽오지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농
어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 진행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에 발생한 손상 및 손상에 의한 사망에 대해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자료를 통합하여 지역 간 비교 분석한 다음 자료
에는 경증손상 뿐 아니라 중증손상 발생율 및 손상에 의한 사망자의 비
율도 모두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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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전국 구, 시, 군별 중증도별 손상 조율 및 성․연령 표준화율 비교
남

여

계

2,048.0

1,728.1

1,888.4

1,891.8

중등증

256.1

225.1

240.6

245.7

중증

25.0

18.7

21.8

22.6

1년내 사망

7.3

3.3

5.3

5.6

2,308.5

1,909.3

2,110.1

2,110.6

중등증

296.3

259.6

278.1

278.1

중증

28.8

20.9

24.9

25.3

1년내 사망

9.8

4.5

7.2

7.4

2,539.3

2,191.3

2,365.3

2,333.5

중등증

339.8

324.9

332.4

306.1

중증

47.0

34.1

40.6

34.2

1년내 사망

18.7

8.1

13.4

10.9

경증
구

경증
시

경증
군

조율*

성․연령
표준화율**

구분

자료원 : 손상통계작업단 결과보고(2006) 자료 재분석

{ 응급의료센터까지의 거리 혹은 도달 시간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사망률
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아래 그래프는 시군구별로 소속 읍면동 소재
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의 거리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시군구별 연령보정 교통사고 사망률을 분석한 일종의 생
태학적 분석결과임. 이 분석에 의하면 응급의료센터와의 거리가 멀수록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은 상관성이 높아 상관계수가 0.62(P<0.01)로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냈음.
{ 2004년 1월 현재 전국 군지역의 48.9%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응급실 전담의가 없는 등 인력⋅시설⋅장비 전
반에서 양적⋅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미흡함.
{ 읍․면단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119구급대 파견소 배치율은 45.2%
에 불과하며, 그나마 파견소의 구급차 배치율도 50.2%에 불과한 실정
임. 또한 구급차 1대당 관할 면적은 도지역이 161.9㎢ 로 도시지역
21.6㎢의 7배가 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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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통계청 2003년 사망자료 및 GIS 조사자료(2007년6월 현재)

그림 4.

기초자치단체별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평균

소요시간과 연령보정교통사고사망률 관계

2) 문제점
1.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도시지역 주민과 달라 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2. 농어촌 응급의료 공급을 담당하는 공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

{ 농어촌 벽오지에 있는 병원의 응급의료 질적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
이며 기본적 응급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공중보건의사 등
응급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지만 이를 지
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이 미흡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
3) 해결방안

□ 세부 추진 목표

{ 농어촌 지역의 벽오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균등한 응급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센터와의 거리 혹은 도
달 시간과 관계없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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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센터 강화 지역, 지역응
급의료기관 육성 필요 지역을 구분하고 차별화 하여 지원함.
{ Telemedicine을 통한 농어촌 응급의료 원격의료 및 교육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을 교통 및 소요시간과 응급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응급의
료 자원 요구를 등급화 함.
{ 각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요구에 따라 응급의료 자원이 배정될 수 있도
록 자원배분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계획과 실행 시스템을 구축함.
□ 세부 추진 계획
거시 목표
1.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사망 및 후유증이 도시민과 차이가 없도록 함
2.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도달
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산간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공공병원으로서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에 머물러 있는 응급실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강화함. 모두 11개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서 이천, 속초, 삼척, 영월, 충주, 서산, 김천,
울진, 통영, 거창, 상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응급실을 지역응급의료센터
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서 산간지역 가까이 위치한 군 지역 6개 보건의료원에 대해 현재 야
간진료기능만 유지하는 것을 개선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별도의 응급실 인력
지원을 지속 강화함.
{ 도서지역가운데 인구규모가 약 5,000명 이상이면서(2006년 12월 현재
기준) 병원이 없거나 노후한 지역인 웅진군 백령면, 완도군 노화읍, 완
도군 금일읍, 신안군 비금•도초면, 신안군 자은면은 기존 공공병원이나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함.
{ 산간지역가운데 고립정도가 심한 지역인 양구군•인제군에 대해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신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이를 지원함.
{ 야간 및 휴일진료가 불가능한 도서지역(군산시 옥도면, 여수시 남면, 여
수시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 진도군 조도면, 신안군 하의면, 신안군 흑
산면, 제주시 추자면)에 기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야간 휴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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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서산간지역 소재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도시지
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시 응급이송 처치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광역지자체의 훈련 및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과 지자체 이송비용 보조 추진.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지원시 원격의료 시스템을 병행하여 구축함.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 응급실에 「농어촌응급의료원격자문단」을 신설하고
원격화상자문시스템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4명 투입하여 24시간 응급
의료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응급의료 담당 공중보건
의사 및 관련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현장처치 및 응급이송, 응급의료 원
격자문 등에 관한 연수교육을 시행하도록 함.
{ 농어촌 응급이송시 생체정보 등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응급의료의 질향
상.
{ 군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의 응급의료기능과 운영을 평가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
립함.
{ 농어촌 지역 일차반응자로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체 응급의료인
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시행.
{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실태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전국의 농
어촌 지역을 벨트화 등급화 함.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을 응급의료 자원
요구도를 중심으로 결핍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지역별 등급화 시
행.
{ 전체 군지역을 등급화할 때 ① 현재 운영중인 군지역 응급의료 관련 의
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주어야 할 지역, ② 새로 응급의료 기관을 신설
해야 할 지역으로 나누어 시설과 장비, 인력별 투자 규모를 파악함.
{ 농어촌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요구도 등급화에 따라 자체 충족 가능 진
료 영역 및 네트워킹 필요 영역 구분.
{ 자원 요구도 등급화 및 네트워킹 필요 영역 구분에 따른 자원배분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모델 구축.
{ 농어촌 지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추진 및 지원
계획 작성 지침 제시와 이에 기초한 투자 및 연계 지원(인력 교육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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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지원 등) 계획 작성 유도 추진.
{ 보건복지부내 농어촌 응급의료 관련 부서(공공의료팀, 지역보건팀(건강
투자기획팀), 의료자원팀) 사이의 협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촌
응급의료 투자 효과 극대화 T/F 구성.
{ 이상의 일정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 현대화를 위한 지자체 평가 및 예
산 투자 계획 추진.
추진 단계 전략
1.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 우선 지원과 원격 자문 시스템 지원
2.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GPS 평가에 기초한 등급화 및 해당 소
재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기능 평가를 통한 유형화
3. 응급의료 필요 모델에 기초한 지역 등급화와 응급의료 요구도 유형화에 대한
추가 자원 소요 추정
4.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 유도, 계획 평가 및 운
영 지원을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예산 및 법 체계 문제점 분석과 대안 개발

□ 소요 예산

(1)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현대화 지원 시행
{ 11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사업 :
131억원, 6개 보건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 80억원,
도서지역 5개면 산간지역 1개군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
135억원, 8개 도서지역 야간진료실 기능 강화 사업 : 48억원
{ 농어촌응급의료원격자문단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인터넷 및 유무선 통신
을 활용한 자문 체계를 국립의료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구축 및 24시간
연중 무휴 활용 가능하도록 함) : 36억원
{ 도서산간 응급구조 체계 개선을 한국소방본부와 공동 과제로 선정 추진
: 41억원
{ 군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의 응급의료기능과 운영을 평가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
립함. : 200억원
{ 농어촌지역 일차반응자로서 일반 주민을 활용한 대체응급의료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 1억원
(2) 농어촌 응급의료 요구도에 따른 지역 등급화 기준 선정 및 조사 시행
{ 용역사업 : 농어촌의 응급의료 요구 단위 선정, 요구도를 위한 기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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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기능 및 운영 실태 조사, 응급의
료 실행 및 지원 모델 구축 : 1억원
(3) 농어촌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T/F 구축 및 운영(5개년 프로젝트로 매년 운영비 3억 소요, 총 15억 소요)
{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 응급의료 자원 투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서 지침 개발 및 실행 제시
{ 시도 및 시군구별 응급의료 자원 투자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인력 교
육 및 진료 지원 등) 계획 제출 및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투자 결정
등 운영
{ 예산 확보 및 세원 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
4) 추진일정
사업내용

‘08

‘09

‘10

‘11

‘12

‘13-’18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현대화
계획 추진
농어촌 응급의료 요구도 기준
등급화 추진 및 필요 자원 산출
농어촌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 T/F 구축 및 운영
5) 소요예산

(단위 : 천만원)
사업내용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현대화
계획 추진
응급환자 생체정보 전송으로
취약지 응급처치 질 개선
농어촌응급의료원격자문단 구성
및 운영
도서산간 응급구조 체계 개선
및 운영
군지역 소재 민간병원 응급의료
기능 및 운영 평가와 지원
농어촌 지역 일차반응자로서
대체응급의료인력양성 시범사업

‘08

‘09

‘10

‘11

‘12

‘13-’18

800

800

800

800

800

-

500

500

500

500

10

1

10

200

50

50

50

10

100

100

100

100

10

500

500

500

500

10

30

50

50

50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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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응급의료 요구도 기준
등급화 추진 및 필요 자원 산출
농어촌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부처 T/F 구축 및 운영
계

-

10

-

-

-

-

30

30

30

30

30

1340

2170

2030

2030

15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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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난응급의료관리
1) 현황
 국내에 매년 여름 태풍과 집중 호우, 겨울이면 폭설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며,
국내 재해 대응은 사후 처방에 주로 집중됨.
- 2006년 3호 태풍 위니아는 7월 9일에서 7월 29일까지 18,344억의 재산 피해와
62명의 사상자를 유발함.
 인적 재해는 교통사고, 산업사고, 폭발사고, 화재, 생물학적 사고, 화학적 사고,
방사능 사고 등의 사고성 재해가 대부분임.
-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해 상황의 수습
이외의 대책, 특히 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은 이루지지지 못하고
있음.
{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사망 458명, 부상 477명 등 총 1,399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함. 총 199명의 사상자가 발생. 사망자는 46명.
{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약 10km 해상에서 크레인부선,
투묘중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2,547 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어장 피
해는 충청남도에서 11개 읍, 면 473개소, 5,159 ha이고 전라남도에서 22,261ha
로 추산 됨. 충청남도의 해수욕장 4개면 15개소가 피해.
{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 2000 냉동 창고’에서 화재 발생. 사망
자 40명, 중상 7명, 경상 3명 등의 인명 피해 발생. 재산 피해는 71억 5천만원
으로 추산됨.



선거 유세를 포함한 대형 집회, 체육 행사, 대규모 관중이 모인 운동 경기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했으나 현장에서의 전문
적인 치료 및 병원으로의 이송등 재해 대응의 체계화된 대책은 미흡

{ 2000년 4월 18일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는 잠실야구장에서
경기 도중 급성 심장 마비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처치는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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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인근 병원에서의 치료로 심장 박동은 회복되었으나 뇌기능은 회복되지
못함. 2008년 현재까지 투병중임.

{ 국제적 분쟁과 테러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도 예외가
아님.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등 신종 수법의 테러 시도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함.
{ 2004년 10월 26일 거대한 쓰나미가 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안을 강타하여 스리
랑카에서만 29,729명의 사망자와 16,6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 재해 대응
방안은 주로 재해 상황의 복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의료지원에 대한 고
려는 미비. 특히 발생한 재해의 유형에 따른 특화된 대책이 부족함.

2) 문제점
 재해 대비 필수 자원의 비축 문제
{ 2007년 대한응급의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병의원의 비상의료용품 준
비율은 20% 불과함.
{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재해나 화재 등의 인적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당연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재난 지역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은 72시간동안 독립
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함. 식수, 식량, 전기, 가스등 소위
‘생명선 (Lifeline)'의 준비율은 11.6%에 불과하며 수액, 산소통, 드레싱 등 비
상의료용품 준비율도 20.3%에 불과함.
{ 위성통신, 신호등, 연막탄 등 비상통신장비 준비율은 4.3%에 지나지 않으며 방
사능, 화학약품 오염 환자에 대한 제염지침, 제염 장비, 오염 보관함, 제염 보
호복 등의 준비율은 10% 정도임.
{ 전문화된 재해 대비용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재해 대응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 지역이 거의 없음. 재해만을 위한 약품의 구비가 거의 없
음. 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장비를 구분하여 비축한 예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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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대응 의료 대책의 체계성 문제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재해 발생 시 관련 행정 기관의 행동양식에 대한 대응 매
뉴얼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기존의 의료자
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지원
매뉴얼이 필요함.
{ 재해 발생 시 의료지원에 대한 요청은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이루어
지므로 재해 대응팀에 의한 활동은 미미함.
{ 재해에 대한 신고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의
사소통에 문제가 많음.
{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물론이고 소규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재난 발생 시의
기본적인 대책은 준비하고 있어야 함.
 재해 의료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 현 상황에서 재해시의 의료지원은 기존의 지역응급의료센터나 대학병원, 보건
소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서류상의 준비에 불과함.
{ 재해 발생 시 병원내의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모병원은 오히려 진료
인력의 부족으로 또 하나의 재해 상황으로 악화됨
{ 특히 재해지역의 대형 병원의 상황에 상관없이 환자의 이송이 집중되면 병원
은 재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
{

비재해시에 재해 대응팀을 구성하고 재해 상황에 따른 훈련이 거의 전무. 소
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재해 대응 훈련도 재해 상황에 대한 수습에 불과

{ 비재해시 재해에서의 의료 지원을 담당할 팀을 구성하고 훈련하며 재해의 통
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함.
3) 재해 대책의 목표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처치 및 인명손실의
최소화


유형별 재해 발생에 사전 대비

 재해 발생시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이용 및 전문 인력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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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목표 및 시행 방안
 재해 신고 접수 시 전파 방안 마련
다원화된 신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안에
따라 전파.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의 협조체계 유지
- 의료기관 및 소방, 보건소, 군부대 및 행정당국 사이의 실질적인 연락망을 구축.
- 재해시 관련 기관의 자원 공동 운영을 위한 체계구축.
 재해를 위한 이동 응급의료 세트의 재해 유형별 준비
지역에 따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장비를 준비함.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안 마련
연락 및 출동 유지, 환자의 이송 등에 대한 준비와 훈련을 시행
 재해시 지역 지원업무 준비
의료지원의 필요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유관기간과의 협조를 도모
 재해대비팀의 구성 및 훈련
{ 재해의료지원팀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의 훈련과 장비에
대한 준비를 비재해 기간 동안 완료.
{ 전국 16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재해의료지원팀을 구성.
{ 각 팀은 5-6인으로 구성. 의사 2인, 간호사 2인, 응급구조사 1인, 행정요원 1인
{ 지역마다 3개의 팀을 구성하여 순환 교육 및 장비 준비.
{ 팀마다 재해장비가방, 전문심장조술장비, 무전기, 약품, 식량을 준비하여 사용
법 및 유지 방안을 마련.
{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16개 DMAT, 580-696여명의 의료 인력이 각종 재
해 상황을 대비하여 훈련되고 재해 상황시에 곧장 현장에서 활동시작.
 재해 유형별 연습 실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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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반의 재해 대책(표 17)
세부 사업 목표

사업 실행 방안

추진 담당(팀원)
-사고 접수 및 전파: 소방 상황실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①재해 신고 접수 시 전파 -응급의료세트 출동: 권역별 응급의
방안 마련

료센터 재해팀

②지역응급의료기관들의 협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권역별 응급
조체계 유지

의료 센터 재해팀

③재해를 위한 이동 응급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현장응급의
재해시 신속한 처 료 세트의 재해 유형별

준 료소장(시 보건소장)

치 및 인명손실의 비
최소화

-중증도분류반: 소방서 구조구급계

④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 장(응급구조사)
영안 마련

-응급처치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⑤재해시 지역 지원업무 준 재해 팀(응급의학과의사)
비

-이송반: 119 구급대원, 병원 구급

⑥재해 유형별 연습 실행 차 및 응급구조사
방안 마련

-운영지원반: 정보센터 상황실 직원
1인, 보건소 행정요원 1인, 운전기사
1인

5) 재해 유형별 시행 방안
가) 자연 재해
- 전염병에 대한 대책
물과 관련된 재해의 경우 식수의 공급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진 시 대책
외상환자의 발생이 빈발하므로 드레싱과 부목 등의 정형외과적인 처치에 대한 준
비가 요구됨.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요구된
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나) 인적 재해
- 대부분 물리적 손상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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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재난 대비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조율과 협조가 필수적임.
- 원유 유출 사고 등 특수 재난 시 대비 : 방재복 및 방재 방법 준비
- 집회 도중 응급 환자 대비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집회 장소나 운동장에는 급성 심정지의 발생에 대비하여
제세동기를 포함한 전문 심폐 소생술을 위한 킷의 구비가 필요함.
6) 추진일정


1차년도 : 기초조사 및 현황 평가 및 재해 신고 접수 시 일원화된 전파 방안
마련



2차년도 :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 사이의 협조 방안 마련
재해 대응팀의 구성



3차년도 : 재해 대응팀을 위한 장비 및 약품 구비
특수 재난을 위한 장비 마련(제염제독시설, 개인보호 장비, 격리병
상)
재해 유형별 대책 훈련 계획
행정 기관과의 연락체계 마련



4차년도 : 재해 대응팀의 훈련
재해 유형별 대응 훈련



5차년도 : 재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완성
사업내용

‘08

‘09

기초조사 및 현황 평가
재해 신고 접수 시 일원화된 전파
방안 마련
중앙 및 지역거점 재난 병원 구성
재해 대응팀의 구성 및 훈련
재해대응 장비 구축

재해 프로그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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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7) 소요예산
- 재해 대책 추진계획 및 예산 (116개 응급센터 중심)
사업내용

(단위: 천만원)

‘08

‘09

‘10

‘11

‘12

기초조사 및 현황 평가

10

-

-

-

-

재해 대응대책 마련

10

-

-

-

재해 대응팀의 구성 및 훈련

116

116

116

116

116

재해대응 장비 구축(일반)

232

-

-

-

-

비고

116개 x
1000만원
116개 x
2천만원
기존 시설
이용(추가

중앙 및 지역거점 재난 병원 지정

400

및 운영(특수재난 대비 장비 구축)

400

400

400

제염제독시설
지원) 권역별
1개소

재해 프로그램 완성
계

-

-

-

-

10

368

516

516

51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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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의 관리운영
1) 추진목표
 응급의료의 전체 단계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
 응급의료의 전체 단계의 관리 운영의 통합화 및 체계화
 응급의료의 전체 단계의 관리 운영의 질 향상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2) 추진방향
 응급의료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
 응급의료 체계 내 정보 통합화
 응급의료 체계 내 통합 정보망을 통한 질 향상 체계운영
 응급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
3) 핵심추진과제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 정보센터 실용적 개편을 통한 응급의료 관리
운영체계의 개선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지표 관리 및 성과 측정을 통한 질향상 체계 확립
 수가 등 응급의료 재정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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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운영체계
1) 현황
{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정책실내 의료자
원과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며 광역시도는 보건복지여성국, 지역은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담당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 국립의료원 산하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응급의료 기관종사자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 관
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대량재해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응급의료관련 업무를 하고 있
음.
{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관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 운영됨.
{ 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국 12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위탁 운영되며, 기능은 응급
의료정보 제공 및 지역응급의료 자원의 평가와 재난시 재난 대응기능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 중앙-광역-기초 조직간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가 체계화되지 못하여 효과적
인 응급의료정책 수행이 전달되지 못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이 기술적 지원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고, 분절화 되어
있어 효과적인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어려움.
{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현재 국립의료원 산하 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이
루지 못하여 조직의 취약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기획, 관리, 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 부재
3) 해결방안
(1) 추진목표
{ 중앙-광역-기초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응급의료관리체계 구축
{ 중앙-광역-기초 단계별 응급의료 관리기능의 확대 및 강화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 중앙 수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산하 독립조직으로 재편성 하여 재
난의료지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기획, 사업 지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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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함.
{ 광역 수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광역 응급의료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기획, 사업지원, 평가 기능 등을 지원함.
시도 광역자치단체 내에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업무를 담당할 응급의료계를
설치함.
{ 기초 수준
시군구 보건소의 응급의료 관리기능 강화함.

그림 5. 응급의료 관리운영체계 안
(3) 추진일정
3) 소요예산
{ 중앙 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 - 현 소요 예산으로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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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표 관리 및 성과 측정을 통한 질향상 체계 확립
1)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의료체계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취약 (예방가능 외상 사망
률 39.6%, 2005).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투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성과평가시스템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응급의료체계 성과 평가에 근거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2) 추진목표

{ 응급의료체계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08년)
{ 체계적 평가도구(예: 응급의료지수)를 활용한 시도별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평가
체계 구축 (‘08년)
3) 추진방향

{ 성과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한 근거 기반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구축

{ 시도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강화를 뒷받침하는 평가체계 구축
4) 핵심추진과제

{ 국가 응급의료체계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지수를 활용한 시도별 응급의료체계 평가 및 결과 공개
{ 응급의료지수 평가결과에 기반한 응급의료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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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가 등 응급의료재정
1)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의 응급의료수가체계는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유
지,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수가체계는 응급의료수가체계는 응급의료
의 질 향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균등 분포, 효율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의 구축 등을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의 원가 대비 진료수입의 비율인 원가보전율은 66.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병원들이 응급실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를 기
피하는 요인임. 또한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병원의 평균 원가보전율
인 87.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4)
{ 병원전단계 전문 응급처치에 대한 수가체계가 없어 병원전 처치 질 향상의
근본적 햔계가 있음.
{ 휴일 및 야간 응급진료의 요구는 증가하나 인력 및 재원의 투입에 대한 인
센티브가 없어 구조적으로 취약 함.
{ 외상 및 화상 센터와 같은 전문센터의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은 일반 응
급의료기관에 비하여 더욱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 전문센터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응급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
율은 도시 지역에 크게 낮아, 이들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이용의 접
근도가 떨어지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음.
{ 따라서 전반적인 응급의료수가 원가보전율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센터, 농어
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을 일반 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수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응급의료 수가체계는 응급의료의 질 향상, 응급의료기
관의 지역적 균등 분포, 효율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4) 김용익 등.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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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바람직한 응급의료수가체계가 요건

2) 해결방안
(1) 추진목표
 응급의료체계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의 접근성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체
계 시행
 전문응급센터의 활성화 위한 응급의료수가체계 시행
 병원 전단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응급의료 수가체계의 시행
 휴일 및 야간 응급진료에 대한 수가체계의 시행
(2) 세부추진과제 및 시행방안 (그림 6. 참조)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을 일반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인상
(정책 1)
{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료 인상을 통하여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
율을 일반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인상함(1 단계).
{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10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
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일반 수가의 원가보전율과 균형을 고려함.
{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료 인상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원
가보전율 변화를 고려하여 수가 인상안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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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응급의료수가 개선안 및 원가보전율 변화
수가개선안

의료기관 종류

Ⅰ

Ⅱ

Ⅲ

Ⅳ

응급의료관리료

응급 의료행위료 가산

원가보전율

권역응급의료센터

45,000원

(6.2)

80%

(21.3)

111.8%

(27.5)

지역응급의료센터

40,000원

(7.1)

80%

(13.9)

87.4%

(21.0)

지역응급의료기관

10,000원

(-0.7)

80%

(8.9)

43.8%

(8.2)

권역응급의료센터

50,000원

(8.3)

70%

(17.1)

109.7%

(25.4)

지역응급의료센터

45,000원

(10.4)

70%

(11.1)

87.9%

(21.5)

지역응급의료기관

20,000원

(2.2)

70%

(7.3)

45.1%

(9.5)

권역응급의료센터

55,000원

(10.3)

55%

(10.8)

105.4%

(21.1)

지역응급의료센터

50,000원

(13.6)

55%

(7.0)

87.0%

(20.6)

지역응급의료기관

30,000원

(6.3)

55%

(4.9)

46.8%

(11.2)

권역응급의료센터

65,000원

(13.4)

*

*

97.7%

(13.4)

지역응급의료센터

60,000원

(18.1)

*

*

84.5%

(18.1)

지역응급의료기관

30,000원

(6.3)

*

*

41.9%

(6.3)

* 현재와 같은 의료기관종별가산 적용

 전문센터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 2)
{ 전문센터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환자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응급센터의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일반 권역센터의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운영
보조금을 지급함.
{ 농어촌 취약지 응급환자 수요가 적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평균 응급환자 수를 기준으로 특별 운영 보조금을 지급함.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정책 3)
{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기능 평가제도를 발전시켜 응급의료
기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질향상 인센티브 수가제도
를 도입함.
{ 질 향상 인센티브 수가 수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제도의 인센
티브 수가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함.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기관 수 유지 (정책 4)
{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은 수가 수준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수요 대비 공급
이 과다할 경우에도 낮아짐. 도시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수요에 비하여 응
급의료기관의 수가 과다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거리와 시간)와 응급환자 수를 근거로
응급의료진료권별로 적정 응급의료기관 수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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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의료기관 수를 초과하는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등급 또는 일반 의
료기관의 수가를 적용함.

그림 7. 수가체계개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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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1 단계 (‘08~’09)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을 일반 의료수가 수준으로 인상 (매년 약 5% 추가 인상)
 전문센터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도입
 질향상 인센티브 수가 도입 시범 사업 실시
2 단계 (‘10~’12)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율을 100% 수준으로 인상 (매년 약 5% 추가 인상)
 전문센터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질 향상 인센티브 수가 도입
3) 소요예산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을 일반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인상
(정책 1)
{ 응급환자의 수요 및 진료비 수준은 응급의료수가체계 개편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추정하였음. 이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편안 중 응급환
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며,
기존 자료로는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원가보전율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전율
인 87.5%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7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
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권고 받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를 적용한다면 109억원의 보험재정이 절
감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원가보전율이 87.5%일 때 응급의료에 소
요되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은 현재보다 631억원이 증가한 2,959억원으로 추
정됨
{ 한편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원가보전율인 66.4%가 병원급 의료기
관의 평균 원가보전율인 87.5%가 되기 위해서 응급실 이용 환자가 부담해
야하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현재보다 803억원이 증가한 3,329억원임
 전문센터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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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센터와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규모와 별도로 추정
하지 않았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정책 3)
{ 별도 추정 필요함.
표 19.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종합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관리료

세부정책대안

적용

추가소요재정
(단위: 백만원)

유지

-

63,016

폐지+

-

109,071

-

-

- 10,897

응급의료관리료 및 행위료 인상

지정취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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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과제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영 계획
1. 과제의 우선순위
1) 단기 과제: 향후 5년내 실행 과제
{ 응급의료 안전대비영역의 강화
{ 현장 이송 체계의 강화
{ 병원간 이송 체계의 강화
{ 응급의료 서비스 주체간 정보통합화 및 네트워킹화
{ 3대 응급질환(심혈관 질환, 뇌졸중, 외상) 관리를 위한 센터 지정과 체계 구성
{ 재난 응급의료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2) 중장기 과제: 향후 10년내 실행 과제
{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체계의 개선
{ 특수재난을 대비한 재난계획
{ 야간 휴일 응급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성과 이송망 개선
2. 재정운영계획
1) 년차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사업명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응급의료 안전대비영역의 강화

362

75.6

71.6

71.6

71.6

71.6

현장 이송체계의 강화

715

2

16

171

231

295

병원간 이송체계의 강화

451

10

16

130

105

190

298.3

111

110.6

25

25

26.7

682

208

141.3

110.9

110.9

110.9

244.2

36.8

51.6

51.6

51.6

52.6

병원 응급의료 시설의 선진화

1740

-

-

348

348

348

696

취약지 응급의료 서비스 증대

913

80

84

83

83

83

500

5,405.5

523.4

491.1

991.1

1,026.1

1,177.8

1,196

응급의료 서비스 주체간
정보통합화
응급질환(심혈관 질환, 뇌졸중,
외상) 관리를 위한 센터 지정과
체계 구성
재난 응급의료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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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년

2) 재정운영 계획 및 확대 방안
{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후 응급의료 기금의 확충으로 2002년 50억 수준의
응급의료 기금이 2003년부터 400억 - 500억원 규모이다가 점차 감소 될 전망이므로
새로운 응급의료 기금의 충원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금에 의한 응급의료 인프라의 많은 개선은 되었으나 응급의료 기금의
한계로 새로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유지 확대 적용.
{ 병원전 응급처치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병원전 처치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 응급실내 처치의 고급화를 위하여 차등수가제에 의한 건강보험의 적용.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지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활용.
{ 지역의 균등한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율 증가.
{ 응급의료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물건(술 등)에 목적세의 신설.
3. 주요 법령 개정 및 행정지원 사항
{ 선한 사마리안법(법제정)
{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처치 기구 비치(시행규칙)
{ 외상센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설립(규칙)
{ 의료지도 촉진을 위한 규칙 필요(규칙)
{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법개정)
{ 병원전 정보 통합을 위한 규칙 마련(규칙)
{ 병원전 이송업체의 보험인정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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