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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병원 간 전원은 그 빈도도 외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많고, 대부분
의 병원 간 전원에서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병원 간 전원 중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칙에 따른 병원 간 전원이 법
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포함하고 있는 병원
간 전원에 관한 법적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지침서의 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병원 간 전원의 안
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에 위협을 주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
침서를 마련하였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구축한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국의 15개 병원을 표본으로 전원환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전국 60개 응급
의료센터의 의료기관 경유환자는 12.0%, 전원환자는 2.6%였음.
병원 간 전원의 위험도를 두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음. 한가지는 직접 내원
한 환자와 의료기관을 경유한 환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5주간 표본병원을 내
원한 외상환자 1199명을 비교하였음. 직접내원 환자와 경유환자의 사망률은
1.7%와 7.4%로 4.3배 많으며, ICISS를 이용한 생존가능성을 산출하여 중증도를
보정한 후에도 전원환자에서의 사망률이 오드값 2.951로 의미있게 위험한 것으
로 분석되었음. 두 번째 방법으로 응급의료기관 경유환자 중에서 전원 간에 악
화된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전원 전에 안정적인 환자의 6.4%에서 전원 간에 환
자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불안정한 환자의 2/3에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전원하여, 전체 병원 간 전원환자의 24.3%가 위험한 상태로 전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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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원위험군의 위험요소는 병원전 분류 부적절과 전원 전 기도확보,
호흡유지, 순환유지의 처치 부적절이었음. 병원간 전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119 구급대에 의한 병원전 환자분류가 필요하며 기도확보 및 호흡, 순
환 유지의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인자를 감소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시
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시하였음. 첫 번째 개선방안은 현재 최초 병원이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119 구급대의 이송병원 결정을 위한 중증도 분류 지침
을 만들어 이송병원의 수준을 결정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되어 수용가능한 병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병원 간
전원 환자의 22.4%를 감소시킬 수 있음.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 응급의료기관

의 수준별로 각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시설과
장비의 이용 원칙에 관한 병원내규를 마련하여 항시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병원
간 전원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임. 이를 통해 병원 간 전원의 정당성을 확보하
고 불필요한 전원을 줄일 수 있음. 세 번째 개선방안으로 중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임. 이는 병원 간 전원의 책임이 있는 전원보내는 병원의 진료 능력
이 필요한 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를
갖추어야 함.
병원 간 전원 지침서의 내용으로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가능케
하고, 전원의 결정과정과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첫 번
째로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원의 정의와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정의하였음. 두 번째로 전원의 결정기준으로 정당한 전원의 이유가 있어야 하
며, 이에 대한 환자 혹은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함. 세 번째로는
전원 시에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로 환자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
께 전원할 병원에 의뢰하여 수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전원 중에 갖추어야 할 인
력과 장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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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1. 병원 간 전원의 현황
 현재 국내의 응급환자 중 병원 간 전원에 의해 내원하는 환자는 10-15%
로1) 외국의 4-8%2),3)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음.
 병원 간 전원은 응급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
전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상당수가 중증
환자이므로 병원 간 전원이 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함.4)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전국 60개 응급
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진료정보망(ED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98,557명의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전원 온 환자는 51,356명으로 10.3%였
으며, 내원 환자 중 전원 간 환자는 12,553명으로 2.5%였음.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전원 된 경우 반복적인 절차와 검사로 인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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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앞의 각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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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승 및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조장하고 있음.

2. 병원 간 전원의 문제점5)
 전원환자의 80% 이상에서 전원과정 중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전원환자의 2/3에서 전원받을 병원의 수용가능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음.
그러나 실제 전원의뢰 시에 거부당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동의여부의
확인이 의료기관간 이송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당시의
연구는 2차병원이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2차병원에 의한 전원의뢰에 대한
전원거부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가 있음.
 중증외상환자의 2/3에서 의료기관간 전원 도중에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구급차의 종류나 동승인력의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남.
 상기 연구의 자료는 병원 간 전원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병원과 환자 수가 적어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음. 또
한 조사기간 중 총 2차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제 전원의뢰에 대한
거부가 많았으나 조사지 작성이 잘 되지 않았다는 언급이 있었음.

3. 병원 간 전원 지침서의 필요성
 병원 간 전원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있어 지침서를을 마련하고 준수
할 때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음. 예를 들어, 호흡부전 환자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7~83쪽

응급의료 기본계회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연구보고서.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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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호흡기 치료 전문기관으로 이송되어 결과가 좋았으며, 뇌졸중 환자와 급
성심근경색 환자에서도 전원이 환자 치료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
고함6). 그러나 이는 병원 간 전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철저
하게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임.
 병원 간 전원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환자를 전원할 경우 전원
을 보낸 병원과 의료진에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응급환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병원의 진료능력을 넘어서는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해당 의료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응급환자 이송
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2006년 안7)등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병원 간 전원에 필요한 요건들
(전원대상병원에 대한 수용능력 판단, 전원시 첨부해야 하는 진료의뢰서 및
의무 기록, 전원시 환자의 동의, 전원 대상환자에 대한 의학적 상태 판단,
전원시 이송수단에의 장비 및 동승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지침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제2절 연구의 목적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이 환자의 상태악화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하여, 그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분석함.

 병원 간 전원에서 위험요소들을 평가하고, 각 요소들의 위험 인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6) Koppenberg J, Taeger K. Interhospital transport: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Curr Opi
Anesth 15:211-215, 2002
7) 위의 각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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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배포하여 응
급의료기관 및 평가기관에서 활용토록 함.
 병원 간 전원에 대한 법체계를 검토, 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한 법률적 강화
방안을 마련.

제3절 연구수행체계
1. 국내의 병원 간 전원의 현황 파악
 2006년에 확대된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이용하여,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60개 응급의료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전원환자의 규모와 현
황을 조사함.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직접 조사는 60개 응급의료센터 중 9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2. 병원 간 전원의 안정성 평가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평가는 1)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전원 간의 환자의
상태변화, 2) 직접내원 군과 병원 간 전원 군 간의 진료결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함.

3. 병원 간 전원의 위험요소 분석
 병원 간 전원에서의 위험요소 평가는 병원간 이송의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
를 1) 병원전 최초 이송병원 선정, 2) 병원 간 전원에서의 응급처치, 3) 병
원 간 전원에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4) 기타 병원 간 전원의 안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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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4. 병원 간 전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병원 간 전원의 주요 요소인 119 소방구급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
의료기관의 세 요소들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의 위험요소들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5. 병원 간 전원의 지침서 개발
 병원 간 전원과 관련되어 외국의 법적 제도와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에 필수적인 내용을 선별함.
 병원 간 전원의 지침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상황에서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내용이
지침서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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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정보망(EDIS)

자료 수집체계 구축

전원의 안정성 평가

직접 내원 환자와의 사망률 비교
전원간 환자상태의 변화 분석

전원의 위험요소 분석
최초 병원 선정 적절성
처치,이송 적절성
전원과정의 적절성

최초병원 선정 지침 마련

병원간 전원의 개선 방향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역할
기관 수준별 전원 환자 수용 능력

<그림 1>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전원 지침서 개발 계획

응급환자의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표본병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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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규정들
1. 외국의 병원 간 전원과 관련된 법체계
1)미국의 관계법령의 구조와 내용
 1986년 미국의회는 "환자를 유기하는(patient dumping)"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를 제정
하였는데, 이는 병원이 응급 진료를 위해 응급실을 내원한 개개 환자에 대
하여 보험 형태, 지불능력 등 환자의 필요나 병원의 진료 능력과 관계없는
근거로 인해 환자에게 의학적인 선별검사와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함.


EMTALA는 그 개념적인 뿌리를 병원 인가에 관한 Common Law와 주의
제정법에서의 기원 뿐 아니라 1946년의 Hospital Survey and Construction
Act(Hill Burton)에서 찾을 수 있음. 이는 개개 환자에 대한 보호보다도 더
광범위한 목적 즉, 지역사회와 공중 보건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음.8)



EMTALA는 메디케어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들에 독자적이고 합법적인 치
료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즉, 병원 응급실을 찾는 모든 환
자들에게 차별없이 적절한 검사와 안정화를 위한 치료 또는 의학적 근거에
의한 전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 다시 말해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와 치
료는 각 의료기관의 절대적인 의무임.

 응급상황인지 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치료와 병원
간 전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자와 의료인에게 응급상황에서 치료해야 하
는 의무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8) Sara Rosenbaum, Brian Kamoie. Finding a Way Through the Hospital Door: The Role of
EMTALA in Public Health Emergencies. Journal of Law, Medicine&Ethics, 31(2003):59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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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TALA는 병원과 의료인에게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치료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부과함으로써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선별적인 검사, 안정화를 위한
치료와 의학적인 이유에 근거한 적절한 전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창출하게 됨.

2) EMTALA의 역사 및 배경
 1946년 Hill Burton Act는 병원 설립을 제한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들에 대하여만 연방정부가 승인을
하였음. 이 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료서비
스를 강제하고 병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규모의 자선적인 치료, 제한된 기
간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구분되는

필요요건들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보조금과 융자들은 공공의 비영리 의료기관에만 이용 가능하게 되
었지만, 영리 의료기관들이 성장하면서 1970년대 초 의회는 중대한 부분으
로 가정된 병원의 병상수의 과잉공급을 우려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을 중단함.
 1985년 의회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의 한 부분으로 EMTALA를 통과시킴.
{ 이 제정법은 “환자 유기(patient dumping)"의 관행 즉, 응급 진료를 하는 과
정에서 응급실을 내원한 개개 환자에 대하여 보험 형태, 환자의 지불능력
등 환자의 필요나 병원의 진료능력과 관계없는 근거로 인해 환자에게 의학
적인 선별검사와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금
지함.
{ EMTALA는 병원들의 메디케어 참여 조건을 통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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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노력으로 법은 응
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메디케어 제공자 약정에 관하여 두 개의 대전제를
부여함.
{ 의무조항은 메디케어 또는 개개 환자의 보험 상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첫째,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절한
(appropriate)” 의학적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만약 환자가
의학적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병원은 적절한 안정화를 위한 치료
를 제공하거나 제정법과 시행규칙 상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합당한 의학적
으로 적절한 전원을 해야만 한다는 조항임. 다만, EMTALA의 해석과 적용
은 인구 집단에 근거한 보건 정책 구조 안에서 뿐 아니라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3) EMTALA 개요 및 운영체계
 EMTALA의 필요요건
①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필요로 하거나 의학적인 상태가 치료
를 요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의학적 선별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② 만약 병원이 그 환자가 의학적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 병원은 더
욱 자세한 의학적인 검사를 진행하거나 그 의학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키려
는 치료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
③ 병원이 환자를 안정화 시킬 수 없다면, 그 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적
절한 전원을 해야만 한다는 것.
 법은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지불방법이나 보험 상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의학적 선별검사와 안정화를 위한 치료를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
 EMTALA는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만약 그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특화
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전원을 수용하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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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함.
 메디케어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응급실에 전원과 관련된 환자의 권리들을
구체화하는 표시를 광고하도록 하고, 전원 받거나 전원 보낸 환자의 의무기
록을 보관하고 담당의사와 환자의 의학적 응급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제공한 의사의 명단을 기재하도록 함. 이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
하면 계약 위반으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1994년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9)는 EMTALA의
시행규칙들과 다른 제정법 상의 필요요건들을 발표하였음.
 1998년 5월 CMS는 의학적 응급상황이 무엇인지, 환자가 안정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당 의사 명단을 보유해야하는 필요요건 등을 포
함하는 몇몇 주제들을 포함하는 지시와 정책 해석에 대한 Interpretive
Guidelines를 발표하였음.
 1999년 11월 CMS와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는 공동으로 개개 환
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병원들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돕
기 위하여 EMTALA 규정의 적용에 초점을 맞춘 Special Advisory
Bulletin을 발표하였음.
{ 여기서 병원들이 환자가 의학적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 의학적 응급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제공할 때까지 개개 환자들의 건강보험이나 보
험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음.
{ 환자들에게 만약 보험자가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다면
환자가 치료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환자로부
터 치료비 지불에 대한 약정을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
9) 2001년 6월 secretory of HHS는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HCFA)의 명칭을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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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병원들이 선별검사와 치료를 지연시키지 않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막지 않는 한 적절한 등록 과정을 따라 환자에 대한 보험정보를 묻도
록 권고함.
{ 예를 들어, 만약 환자가 통상적인 대기시간 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병원을 떠나고, 특히 병원이 그 환자가 퇴원한 이유와 그 환자가 병원에 있
었다면 시행하려하였던 의학적 선별검사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면
EMTALA에 대한 위반일 수 있음.
 2000년 4월 CMS는 EMTALA에 적용하는 선별검사, 교외 병원 응급실
(off-campus hospital based department)에서의 치료와 안정화에 대한 필요
요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칙들을 발표함.
 2003년 9월 최종적으로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MS
에서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응급 환자들의 치료하는데
있어서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들을 명확히 하는 최종적인 규칙을 Federal
Register로 발표하여 현재는 그에 근거하여 EMTALA가 운영되고 있음.
 현재 미국에서는 CMS와 OIG가 공동으로 EMTALA를 집행하는데, CMS가
EMTALA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해야할 책임이 있음. CMS의 지
역 사무실과 주의 조사기관에 접수된 고소는 환자, 다른 병원 또는 병원 자
체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여러 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주의 조사관은 병원을 허가하거나 재승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반을 알아낼 수도 있음. CMS의 지역 사무실은 소환과 조사권 발동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각 주의 감독관이 제기한 EMTALA 위반사례들을 선별
하게 됨.
 지역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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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잠재적인 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공개적이
지 않은 현장실사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함; 응급실 운영기록검토, 고소
사건을 포함한 의무기록의 표본조사; 사건과 관련된 병원 직원과 의사들과
의 면담; 회의. 조사기관은 5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0-15일 후
보고하여야 함.
 의학적인 판단 또는 의사의 행위가 의문점이 있고 조사 기관의 관점에서
동료 의사의 검토가 EMTALA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면, 조사

기관은 지역 사무실로 하여금그러한 검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CMS는 의사의 검토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적절한 의사의 검토는
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자격을 갖추었고 동료에 의한 심사 경험이
있는 의사인 심사위원에 의한 주의 PRO(Peer Review Organization)와의
계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됨.10)
 EMTALA의 집행 절차는 다수의 기관들과 조직들을 포함한다.(그림2.)

10)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EMERGENCY CARE EMTALA
and Enforcement Issues.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2001. p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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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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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al Office는 주의 조사관과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위반 여부에 대한 결
정을 위해서 PRO의 소견을 이용하여 만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CMS
regional office는 병원의 메디케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CMS가 EMTALA 위반을 결정하였을 때, civil monetary penalties 가능성
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Office of Counsel to the Inspector General로 사건
이 넘어가게 되는 동시에 제기된 위반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한
다면, CMS는 그 사건을 PRO에 60일 이내에 의학적 견해를 듣기 위해 보
내야만 함.
 OIG(Office of Inspectoe General)는 특정 EMTALA 제정법상의 필요요건
들에 대한 순응과 위반에 대해서만 civil monetary penalties 평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춤. OIG는 병원에 대하여 위반 시에 최고 50000달러의 벌금을 부
과하고, 100병상 이내의 병원에 대해서는 25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음. 해
당기관의 관련된 의사가 법을 위반하였다면 최고 50000달러의 벌금과 OIG
에 의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음.11)
 요약하자면, EMTALA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에 근거한 치료지연에 의
해 상해를 입거나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임. 이러한 EMTALA의 집행에 대해 미국 의
회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의 Office of
Inspect General(OIG)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와 CMS와 계약한 주의 조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짐.
 최근 몇 년간 EMTALA 위반에 대한 CMS의 현장조사의 빈도가 급속하게
증가해 왔고, 이러한 조사들 중의 많은 부분은 의사, 간호사, 관련된 의료기
관이 응급상황, 산과적 또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11) Howard A.Peth,Jr. 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EMTALA): guidelines
for compliance. Emerg Med Clin N Am 22(2004):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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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관련된 것들이었음.12)


2003년 9월에 HHS와 CMS에서 추가적인 Federal Register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규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규칙과 연방기관과 조직들의 해석들
을 밝혔는데, 이 발표된 최종적인 규칙에는 EMTALA의 입원환자에 대한
적용, 병원 자산에 대한 범위, 병원 소속 구급차에 대한 EMTALA의 적용,
담당의사의 의무, 선별검사 또는 치료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등이 포
함됨.

 EMTALA 운영에 있어서의 종종 CMS의 OIG에 의한 해석 방식과 연방 법
원에 의한 그 법에 대한 해석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법의 용어
자체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 외국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지침서
1) 중증 성인 환자의 이송에 대한 지침서13)
 영국의 Intensive Care Society에서 1997년 최초로 출판된 지침서는 다양
한 의료 자원에 대한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기준
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들을 제시하였음.
 이 후 영국의 Department of Heath에서는 ‘Comprehensive Critical
Care'를 출판하면서 중증 환자의 이송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고
Intensive Care Society에서 이를 검토하여 발전시킴.
 이 지침서는 영국 외에도 중환자 치료 환경을 갖춘 곳에서의 중환자 이
12) Howard A.Peth,Jr. Th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EMTALA): guidelines
for compliance. Emerg Med Clin N Am 22(2004):225-240.
13)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the critically ill adult developed The Intensive Care Societ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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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병원 간 이송뿐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각 부서로
의 이송 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음.
 이 지침서에 따르면 병원 간 전원의 적응증은 전원을 요청하는 해당 의
료기관에서 특정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때, 전
문가에 의한 검사가 불가능하고, 시설이 갖추어진 중환자실 부족 시로
정하고 있음.
 특징적으로 영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된 지역에 따라
Critical Care Network을 형성하여 전원을 발생시키고 협조하는 것을 담
당하고 있으며, 각 네트워크에서는 의료진과 관리자가 전원 절차 및 전
원에 대한 지침, 질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 책임을 맡고 있음.
{ 각 네트워크 단위 내에서 각 병원은 수용능력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구분
된 단위 내에 속하게 됨.
{ 이 네트워크 내에서 관련 자문위원, 상급 간호사, 구급차 제공업자, 병상
관리자, 지역 단위로 보건의료관련 지방 행정관원들이 정기적인 논의를
함.
{ 담당자들은 입원과 퇴원 방침, 전원 의뢰에 대한 방침과 이송 지침, 중증
의 응급환자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료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 확보, 이에 대한 질관리 등을
담당하게 됨.
 지침서의 구체적인 내용
{ 신뢰성 있는 조직의 구성(organisation within trusts)
{ 이송수단의 특화(vehicle specifications)
{ 장비(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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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accompanying personnel)
{ 이송 결정과 윤리(transfer decision and ethics)
{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이송할 것인지에 관해(wether retrieve or send
the patient)
{ 이송수단의 선택(selection of transport mode)
{ 이송의 준비단계(preparation for transport)
{ 이송 중 감시(monitoring during transport)
{ 이송 중 치료(management of during transport)
{ 항공이송의 고려(aeromedical considerations)
{ 전원 받는 병원에의 인계(handover to receiving hospital)
{ 기록(documentation)
{ 질관리(quality assurance)
{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 보험과 보호(insurance and indemnity)

2) 중증 환자의 이송에서의 최소기준14)
 이 지침서는 특징적으로 병원 전 단계 이송과 병원 간 전원으로 구분하
여 기술하고 있으며, 병원 간 전원을 응급(emergency)과 준응급
(semi-emergency)으로 나누어 이송 지침을 기술하고 있음.
 이 지침서는 구체적으로 이송을 의뢰하는 부분과 협조 및 의사소통, 책
임, 문서화, 평가를 통한 질 향상에 대하여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주된 내용은 이송 수단, 장비, 이송 중 감시 장치, 인력 기준 및 이송 인
력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비와 감시 장치에 대하여
14) Minimum standards for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by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sethetists
and
Royal
Australasian
College
of
Emergency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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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respiratory support)와 순환계(circulatory support), 적정 처치
에 대하여 산소화, 통증 조절, 환자의 불편감 등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
인 항목들에 대하여 권고 사항들을 정함.

3) 병원간 이송 지침서15)
 메릴랜드 주의 병원 간 이송 지침서는 특징적으로 병원 전단계의 중중도
분류에 의한 센터로의 이송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의 MIEMSS에서 개
발하여 적정수준의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치료 시설로의 전원을 위해 메릴랜드주의
모든 병원에 배포.


이러한 특화된 치료시설은 소아와 성인의 외상센터를 포함하여 화상,
눈에 대한 외상, 손과 상지를 포함하는 외상, 두부외상, 약물중독, 고압산
소치료센터 등으로 구분되며, 신생아와 산모를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구
분하여 기술되어 있음.

 각 특화된 센터로의 이송 적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지침서의 내용은 미국의 응급환자 전원에 대한 성문법인 EMTALA에
준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송수단을 정하고, 전원 받는 병원에 환자
에 대한 정보 전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전달 될 의무기록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각 질환군의 해당 환자에 대하여 이송 전 시행되어야 하는 처치와 검사,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또한 특화된 각 센터의 위치, 전화번호, 담당자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
15) Interhospital Transfer Guidelines Manual developed Maryland Institute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s by Maryl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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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미국의 병원 간 이송을 담당하게 되는 사설이송단체에 대하여
확보된 장비, 인력, 연락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이 지침서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인 문서화 된 ‘Certification of
Transfer’ 에는 해당 환자의 전원에 대하여 위험/이득(risk/benefit)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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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료 수집 과정과 기본 조사결과

제1절 응급환자진료정보망
1.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의 개요
 2004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6개 권역응급의료센타를 중심으로 응급환자진
료정보망(EDIS: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였
음. 2006년에 4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타를 포함하여 61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DIS)으로 명
칭을 변경학고 전체 응급의료센타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117
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임.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DIS)은 표준화, 전산화된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전국적으로 산출하여 의료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응급의료기
관의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정보수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응급환자진료진료망으로 수집되는 정보(표준 응급진료정보)는 다음과
같음.
{ 환자신상정보와 의료기관정보(8개): 환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보험유형, 요양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코드, 진료의사면허번호
{ 환자내원정보(9개): 발병 일시(발병 일자, 발병 시간), 내원사유(질병여부,
의도성, 손상기전), 내원 일시(내원 일자, 내원 시간), 내원 경로 및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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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초기평가정보(8개): 주 증상 및 기타 증상, 응급증상 유무, 내원시
반응, 내원시 활력징후(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
흡수, 체온)
{ 응급진료내용과 결과(6개): 응급진료 결과, 주 진료과, 응급실 퇴실 일시
(퇴실 일자, 퇴실 시간), 퇴실시 진단, 응급실 내 처치내용
{ 최종진료결과(입원환자에 해당, 5개): 입원 후 결과, 퇴원일시(퇴실 일자,
퇴실 시간), 수술명, 최종 진단명
 본 정보망의 자료의 신뢰도는 입원후 항목 외에는 90% 이상의 입력율과
80% 내외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음16). 이러한 정확도는 2006년 61개 기관으
로 확대적용과 더불어 직접적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면서
개선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응급진료결과는 100%의 입력율과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됨. 또한 중증도 판정의 중요 항목인 환자의 생체징후
와 퇴실진단명 혹은 퇴원진단명은 입력율이 각각 약 80%, 30∼50%로 입력
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일치율은 90% 정도로, 입력된 자료로 중증도를
판정하는데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2. 병원 간 전원 환자 현황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의 자료를 사용하
여 병원 간 전원환자 현황을 조사함. 전체 61개 병원에서 전원율이 0.1%
미만으로 보고된 7개 병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16) 응급환자진료정보망 구축(2차) 자문/평가 용역 보고서. 현대정보기술(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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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개 병원에 123일 동안 내원한 전체 429,253명의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전원된 환자의 수는 51,296명(12.0%)이었음. 각 병원의 경유환자
점유율은 편차가 커서 최고 35.9%(전남대병원)에서 최저 1.03%(제주한라병
원)를 보였고, 30%가 넘는 병원은 3개 병원으로 모두 지방 국립대병원 이
었음.
 전체 내원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는 11,040명으로 2.6%의
전원률을 보였음. 경유 내원환자의 비율이 30%가 넘는 위 지방 국립대병원
의 경우 10% 이상의 전원율을 보이고 있었음.
 전원환자 11,040명의 전원 이유 중 39.9%가 환자의 사정이었으며, 병원사정
으로 전원된 경우가 27.7%, 경증이나 장기환자로 전원간 경우가 12.5%, 기
타 사유가 19.9%였음.
 병원 사정의 자세한 이유를 보면 해당 병원의 진료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원된 경우가 12.6% 였으며 중환자실 부족(6.4%)이나 병실부족(2.5%) 등
의 시설문제로 전원보낸 경우가 8.9%,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하여 전원보낸
경우가 6.3%였음.
 다른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 중 다시 전원된 환자는 전원보낸
환자의 30.9%를 차지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경유한 환자 중 해당 의료기
관의 수용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보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3. 병원 간 전원환자의 특징

1) 지역적 차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큰 차이를 보임. 지방이 수도권보다 전원보내는 경우가
두배 이상 많고, 재전원률도 두배 가까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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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이유에서 수도권의 병원 간 전원의 주된 이유는 병실부족이나 중환자
실 부족이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환자 38.4% 중에서 2/3를 차지하는 반면
에 지방에서의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환자 40.9% 중에서 1/10 만이 병실,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되며 경증의 환자로 작은 병원이나 장기 병원으로
전원보낸 환자가 오히려 많아 전체의 2/5 가량 되었음.
 불필요한 병원 간 전원을 줄이기 방안 마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함. 수도권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고, 중증 환자
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점 병원의 설정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의 경
우는 초기 환자 상태의 평가를 바탕으로 중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경증
혹은 장기 환자의 흡수가 필수적임.
<표 1> 병원 간 전원율의 지역간 차이
병원 수

내원 환자수

경유내원

전원

재전원율

수도권

21

187,439

9.27%

1.38%

18.6%

지방

33

239,169

14.18%

3.53%

34.7%

<표 2>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지역간 차이

수도권
지방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수술/처치
불가

상급병원

17.2%

7.9%

8.2%

4.1%

1.0%

28.3%

33.3%

3.1%

0.9%

5.7%

15.1%

16.1%

43.4%

15.7%

경증/장기

환자사정

기타

2) 기관 수준 별 차이
 권역응급의료센타와 지역응급의료센타 간에도 큰 차이를 보임. 권역응급의
료센타의 경우 전원보내는 경우가 지역응급의료센타보다 두배 이상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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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원률도 두배 가까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권역응급의료센타 a사이에도
도 두드러져 비교적 작은 2개 권역응급의료센타와 수도권 2개 권역응급의
료센타는 10% 이내의 경유내원 환자수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권역응급의
료센타는 평균 25% 정도의 경유내원 환자 비율을 보임.
 전원 이유에서는 명확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음. 권역응급의료센타에서는
경증환자의 전원이 많고, 중환자실 보다는 병실부족으로 인한 전원이 많음.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타 역할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임. 반면 지역응급의료
센타에서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와같은 차이는 병원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대병원과 부
산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병실부족으로 인한 전원이 많고, 특히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경북대병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권역응급의료센
타의 개선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음. 이와같은 현상은 지역응급의료센타
사이에서도 나타나고있음. 효과적인 병원 간 전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
타에서 병원 간 전원안내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야 함.
<표 3>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병원 간 전원의 차이
병원수

전체건수

경유환자

전원환자

재전원율

권역센타

12

120,360

18.44%

4.21%

41.4%

지역센타

42

306,248

9.50%

1.95%

22.1%

<표 4>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차이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수술/처치
불가

상급
병원

경증/
장기

환자
사정

기타

권역센타

7.3%

0.8%

5.5%

3.6%

19.1%

43.6%

20.0%

지역센타

5.6%

3.9%

6.9%

20.2%

7.0%

36.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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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본병원의 선정
1) 표본 선정의 필요성과 목적
 병원 간 전원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자료는 법적 요건
의 준수 여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실제 이러한 문제점이 얼
마나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음.
 병원 간 전원의 문제는 전원보낸 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전원보낸 병원
의 도착 시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전향적 연구가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음.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의 자료에서 병원 간 전원의 현황이 지역간 차이가 많
으므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병원의 선정을 통해 지역간 차이를 반
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병원 간 전원의 문제가 이전에는 주로 3차 병원 혹은 지역응급의료센타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어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병원 혹
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문제점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전원의뢰거부율이 5.8%라는 보고17)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타 3 개병원
의 조사 결과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지역 및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편차를 반영하여 병원 간 전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수준을 고려한 표본병원의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표본병원 선정
 응급환자진료정보망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위한
17) 보건산업진흥원.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연구보고서. 2005. 3.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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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병원을 선택함. 수도권과 지방을 4:6의 비율로, 권역센타와 지역센타를
3:7의 비율로 하고,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함을 원칙으로 함.
 총 9개 병원을 선택하여, 수도권이 4, 지방이 5개 병원이 포함되었으며, 권
역센타가 3개 병원, 지역센타 6개 병원을 선정함.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군에 324개 기관이 지정되어있
으나 무작위 추출을 통한 선정은 불가능하였음. 조사 협조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표본 추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타와 연계된 병원으로 6개 지역응
급의료기관을 수도권에서 3개, 지방에서 3개를 선정함.
 표본 선정된 9개 응급의료기관의 4개월간의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총
91,857명이었음. 이중 의료기관 경유 내원환자는 19.1%이었으며 전원환자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수의 3.6%였음. 이는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통한 조
사결과보다 50% 정도 높은 경유 환자율을 보였으며, 재전원율이 48.8%로
매우 높아 병원 간 전원의 문제점을 잘 보여줄 것으로 사료됨.
 전원 이유를 살펴보면 환자 사정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50%이상이었으며,
병원 사정으로 전원되는 경우에 경증과 장기 환자의 전원이 1/3을 차지하
여 실제 문제가 되는 중증환자의 전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사료됨.
<표 5> 표본병원 선정
권역센타

지역센타

2차 병원

병원 (표본수)

16 (3)

96 (6)

324 (6)

수도권(표본수)

3 (1)

47 (3)

82 (3)

13 (2)

49 (3)

242 (3)

지방(표본수)
조사대상

전원받은 환자와 전원보낸 환자

전원보낸 환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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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본병원의 전원환자 조사
1. 전원받은 환자
1) 조사 방법
 표본 선정된 9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2006년 10월 9일부터 11
월 14일까지(5주)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병원 간 전원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지 작성함.
 조사대상 병원의 지역 분포는 서울 2개 병원, 경인 2개 병원, 강원 1개 병
원, 충남 1개 병원, 경북 1개 병원, 경남 1개 병원, 전남 1개 병원이었음.

2) 조사지의 내용
 환자의 나이, 성별,
 병원전 단계 정보: 전원보낸 병원에 내원한 수단, 전원병원 내원을 결정한
사람,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 환자의 발병시간, 전원보낸 병원 내원시간.
 전원병원 내 정보 및 전원시 정보: 전원보낸 병원 내원시 생체징후 및 글라
스고우 혼수점수, 진료과목, 진료한 의사의 수준, 전원보낸 병원에서와 전원
시 처치, 전원보낸 병원 출발시간, 병원 간 전원시 전원받을 병원에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병원 간 전원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
었는지 여부, 병원 간 전원 이유, 전원수단, 동승인력.
 전원받은 병원 정보: 전원받은 병원 도착시간, 전원받은 병원 도착시 생체
징후와 글라스고우 혼수점수, 질환군, 전원받은 병원에서의 입퇴원 결정시
간, 응급진료결과, 입원 후 생존퇴원 여부, 최종 진료과목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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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는 전원받은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전원보낸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전원보낸 병원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였음.
 중증질환의 정의는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호흡부전, 기타 숔, 다발성 외상
환자의 상태가 한번이라도 비정상으로 기록된 환자로 하였음.
 환자의 상태는 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 호흡수가 10회 미만 혹은 30회
이상,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8점이하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비정상으
로 정의하였음.

3)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의 정의 및 원인 분석계획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의 원인으로 ①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 및 선정 부적
절, ② 병원단계 및 이송단계 처치 부적절, ③ 최초 이송 병원 선정에 필요
한 정보 부적절의 세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 병원전 환자분류의 오류의 정의는 중증환자 중 119 구급대로 지역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하여 병원 간 전원이 발생한 경우로 하였음.
{ 병원단계 및 전원단계 처치 부적절의 정의는 중증환자에서 기도확보, 산소
투여, 순환확보, 전원중 모니터링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하였음.
- 기도확보의 경우 최초 내원병원에서 출발할 당시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8점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기도유기지, 후두마스크, 기도
삽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산소투여는 호흡수 10회 미만, 30회 이상에서 산소가 투여되지 않은 경우
- 수축기 혈압이 정상보다 낮은 환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맥로가 확보되
지 않은 경우
{ 병원 간 전원에 필요한 정보 부적절의 정의는 119 구급대로 전원 보낸 병
원에 내원한 환자에서 병원사정으로 병원 간 전원이 된 경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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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라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의 원인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전원보낸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의 환자 상태를 비교하여 정상-정상군, 정상
-비정상군, 비정상-정상군, 비정상-비정상군으로 분류하여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의 원인을 분석함.
 병원 간 전원을 받은 병원에 의뢰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의 응급진
료결과, 생존퇴원여부가 다른지 분석함.

4) 전원받은 환자 현황
 연구기간 중 병원 간 전원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28,226명이었으며 그중 전
원받은 환자 수는 3,497(12.4%)명이었음. 이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받은
환자는 1,523(43.6%)였음.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받은 환자의 평균연령은
50.5±22.1세였고, 이중 남자 905명(59.4%), 여자 571명(37.5%), 성별을 알 수
없는 환자가 47명(3.1%)이었음.
<표 6> 병원 간 전원받은 환자 현황
센터
수준
권역
센터

지역
센터

합계

병원명

응급센터
내원환자

전체 전원
받은 환자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
강릉아산
계명대
단국대
영동세브란스
이대목동
인하대

2,735
4,974
3,401
1,872
2,977
2,075
3,820
5,829
3,944
28,226

596
448
841
583
328
440
115
565
422
3,497

경유환자
비율
21.8
9.0
24.7
31.1
11.0
21.1
3.0
9.7
10.7
12.4

조사대상
환자빈도
348
153
444
140
112
210
19
50
47
1,523

응급의료
기관
전원율
58.4
16.0
52.4
24.0
34.1
47.7
16.5
8.8
11.1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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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받은 병원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내원 환자수는 수도권 18,567명으로
이중 전원받은 환자는 1,550명으로 8.3%였음. 이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
된 환자는 269명으로 전원환자의 4.8%였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연구기
간 중 9,659명의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이중 전원받은 환자는 1,947명으로
20.2%였으며 이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된 환자는 1,254명으로 64.4%를
차지하고 있었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체 전원율과 응급의료기관에서
의 전원율이 수도권보다 높았음.
70
60
50
40
30
20
10
0
수도권

지방
전원율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율

<그림 3> 지역별 전원율과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율

 지역별로 전원을 보낸 병원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p=0.007). 수도권지역에
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되는 비율이 지방보다 높았고 지역응급의
료기관에서 전원되는 비율은 지방에서 더 자주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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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기관

지방

<그림 4>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전원율

 전원받은 병원의 수준에 따른 환자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내원환자
11,110명 중 1,855명으로 17.0%이었으며 이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받은
것이 945(50.9%)명이었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17,119명 중 1,943명(11.3%)
이 전원받은 환자였으며 이 중 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받은 경우가
578(29.7%)명이었음.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수준은 권역응급의료 센터 52명(3.4%), 지역응
급의료센터 323명(21.2%), 지역 응급의료기관 1,148명(75.4%)명이었음. 전원
보낸 병원의 수준을 알 수 없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5) 전원보낸 병원에서 체류한 시간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서 내원부터 출발까지의 시간은 1,285명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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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었으며 최소 0분에서 최대 1,440분이었고 중앙값은 120(20∼900)분이었
음.
 전원을 보낸 병원에서 출발하여 전원을 받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은 총 1,447명에서 기록되었으며 중앙값 50(15.0∼150.0)분, 전원받은 병원에
도착하여 입⋅퇴원이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은 1,472명에서 기록되었으며 중
앙값은 131.5(7.0∼1,574.8)분이었음.
 병원 간 전원으로 인하여 지연된 시간은 1,277명에서 계산할 수 있었으며
전원보낸 병원 도착부터 전원받은 병원도착까지로 정의하였고 중앙값은
182(55.0∼982.2)분이었음.

6) 전원환자의 중증도 및 진료결과
 질환군별 분류
{ 기타 비중증 질환이 868명(57.0%)로 가장 많았으며 중증질환은 651건
(42.7%)였음.
{ 중증환자는 737(48.4%)명이었음. 중중질환 중 다발성 외상 188명(18.8%)으
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중풍 181명(11.9%) 였으며 급성심장질환, 호흡부
전, 기타 쇽이었음.
<표 7> 전원받은 환자의 질환별 분류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호흡부전
기타 쇽
다발성 외상
중독
기타 및 미상
합계

빈도
140
181
62
51
188
29
872
1,523

퍼센트
9.2
11.9
4.1
3.3
12.3
1.9
5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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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 결과 일반병동 입원이 705명(46.3%)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입원이 334명(12.87%), 귀가 216명(14.2%), 재전원이 195명(12.8%)이였음.
<표 8> 전원받은 환자의 응급진료 결과
귀가
재전원
중환자실 입원
일반병동 입원
응급실내 및 도착전 사망
가망없는 퇴원
기타 및 미상
합계

빈도
216
195
334
705
27
7
39
1,523

퍼센트
14.2
12.8
21.9
46.3
1.8
0.5
2.6
100.0

 응급실 내 사망 및 도착전 사망, 입원 후 사망을 합한 사망 환자는 80명
(5.3%)이였음.
<표 9> 전원 받은 환자의 사망여부
생존퇴원
사망
미상
합계

빈도
1,232
80
211
1,523

퍼센트
80.9
5.3
13.9
100.0

2. 전원 보낸 환자
1) 조사 방법
 병원 간 전원을 받은 환자 조사 대상 병원 이외에 같은 지역의 응급의료기
관 6개소를 정하여 병원 간 전원을 보낸 환자의 조사를 실시함
 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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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었음.
 병원 간 전원을 보낸 환자에 대하여 전원대상 병원의 수준, 의뢰부서, 전원
의뢰결과, 의뢰의 수용 여부, 수용거부의 이유, 의뢰의 수용 및 거부를 결정
한 의사의 수준을 추가로 조사하였음.

2) 전원보낸 환자 현황
 병원 간 전원보낸 환자수
<표 10> 전원보낸 환자현황
센터수준
권역센터
(N=81, 평균 0.6)

지역센터
(N=123, 평균 0.7)

2차 병원
(N=131, 평균 1.54)

합계

병원명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
강릉아산
계명대
단국대
영동세브란스
이대목동
인하대
굿모닝병원
성모자애
속초병원
세강병원
홍성의료원
홍익병원

내원환자
수
2,735
4,974
3,401
1,872
2,977
2,075
3,820
5,829
3,944
1,042
2,306
1,093
797
1,476
2,758
41,099

빈도

퍼센트

3
25
34
20
18
17
16
32
15
12
6
32
21
38
11
336

0.1
0.5
1.0
1.1
0.6
0.8
0.4
0.6
0.4
1.2
0.26
2.93
2.00
2.57
0.40
0.82

 전체 전원보낸 비율은 0.82%였으며 권역센터에서 전원을 보낸 환자 중 응
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의 비율은 평균 0.54%였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의 경우 0.64%,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35%로 보고되었음.
 최종의뢰를 수용한 병원 수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한 경우는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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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였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한 경우 178명(59.3%), 지역 응급의
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는 94명(31.3%)였음.

3) 병원 간 전원 환자의 중증도
 질환별 전원보낸 환자
<표 11> 전원보낸 환자의 질환별 분류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호흡부전
기타 쇽
다발성 외상
기타
미상
합계

빈도
28
30
19
7
20
195
1
300

퍼센트
9.33
10.00
6.33
2.33
6.67
65.00
0.33
100

제 3 장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평가
제1절 안전성 평가 계획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평가는 우선 표본 응급의료센타에 외상으로 내원하
여 입원한 환자 중 직접내원군 전원군 사이의 사망률의 차이가 있는지 응
급환자 진료정보망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상태가 변화를 측정하여 환자 상태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
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음.
 직접내원과 전원군간의 비교를 통하여 병원 간 전원이 환자의 치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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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냄으로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전원안전성평가

환자의결과분석

전원위험요인분석

응급환자진료정보망

표본병원조사

외상환자
환자상태
직접내원

전원

전원보낸병원

위험요인

전원받은 병원

최초병원선정적절성
전원보낸병원의수준

정상

정상

중증도보정

환자의질환
전원전및전원중처치및감시
- 기도유지, 호흡유지, 순환유지
전원의뢰여부

치료결과(사망률)비교

전원전병원체류시간
비정상

비정상

전원간이송시간
동승인력수준
병원간이송시구급차의사용

<그림 5>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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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접내원군과 전원군의 비교
1. 연구방법
 연구기간 중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외상(ICD 10th code: S00.0∼T19.0)으로
내원한 환자 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함. 사망은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판단하였음.
 직접내원 환자군은 연구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정보망에 보고된 환자의 반
응, 생체징후, 진단명을 이용하였으며 전원환자군은 직접 수집한 자료의 환
자반응과 생체징후, 진단명을 이용하였음.
 외상환자에서 ICISS full model18)로 생존율을 계산하여 중증도를 보정하여
정하여 전원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생존율(Ps)를 이용하여 직접내원군과 전원군 사이의 W와 Z 통계량을 구함.
 Z통계량은 실제 생존환자수(A)와 질적 표준에 근거한 기대 생존환자수(E)
를 비교한 것임. 값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음. Z통계량이 1.96보다 클
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짐. 실제 사망환자와 기대사망환자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다면 임상적 의미를 W 통계량으로 측정하게 됨
 W 통계량이 양이면 100명당 생존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100명당 생존자 수가 더 적다는 것을 뜻함19)20)21)22)
18) 1. Kim Y, Jung KY. Utility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y severity
score: detecting preventable deaths and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J Trauma. 2003 Apr;54(4):775-80.
2. Kim Y, Jung KY, Kim CY, Kim YI, Shin Y. Valida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Edition-based Injury Severity Score (ICISS). J Trauma. 2000 Feb;48(2):280-5.)
19) Boyd CR, Tolson MA, Copes WS. Evaluating trauma care: the TRISS method. J Trauma
1987; 27: 370-378.
20) Brenneman FD, Boulanger BR, McLellan BA, Culhane JP, Redelmeier DA. Acute and
long-term outcomes of extremely injured blunt trauma victims. J Trauma 1995; 39: 3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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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R은 하의 연구23)의 수치를 따랐으며 b값은 위의 각 주의 2번째 논문에
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음.

<그림6> z와 w 통계량을 구하는 방정식

21) Champion HR, Copes WS, Sacco WJ, et al. The Major Trauma Outcome Study: establishing
national norms for trauma care. J Trauma 1990; 30: 1356-1365.
22) Peitzman AB, Courcoulas AP, Stinson C, Udekwu AO, Billiar TR, Harbrecht BG. Trauma
center maturation: quantification of process and outcome.Ann Surg. 1999 ;230(1):87-94.)
23) 하범만. 응급실 내원 외상환자 사망률 변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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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연구기간 중 표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199명이
었으며 이중 생존환자는 1,162명(97.3%) 사망환자는 32명(2.7%)이었음.
 직접내원 환자는 996명(83.17%), 전원받은 환자는 203명(16.9%)이었음.
<표 12> 직접내원과 전원군의 생존율

생존(N=1,167)
사망(N=32)

직접내원(N=996)

전원(N=203)

979(98.5%)

188(92.6%)

17(1.7%)

15(7.4%)

P값
<0.00

 생존군의 ICISS full model로 구한 생존율(Ps:Probability of survival)은
96.0%였으며 사망환자의 생존율은 62.0%였음.(p=<0.00)
 직접내원군의 ICISS full model로 구한 생존율은 95.9%였으며 전원군의 생
존율은 89.9%였음.(p=<0.00). 전원군의 생존율이 직접내원군의 생존율보다
낮았으며 이는 전체 생존율 평균 95.6% 보다 낮은 수치로 전원이 환자의
사망의 위험요인임을 짐작케 함.
 계산한 생존율을 중증도로 하여 중증도를 보정하여 전원이 사망의 위험요
인인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함. 전원은 p=0.108로 사망의 위험인자로 경계
성 유의함을 보였음.
 ICISS full model에서 통계량은 Z(직접) =4.2, Z(전원)=1.2이었으며 ±1.96을
경계로 하였을 때 직접내원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음. W 통계량은
W(직접)=4.2, W(전원)=2.7이었음. 이는 계산한 생존율에 비해 실제 직접내
원군에서 생존환자가 100명당 4.2명 많다는 것을 의미함.
 ICISS model에서의 직접내원군의 생존율은 97.0±4.41%, 전원군의 생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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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36%로 직접내원군과 전원군간의 생존율 차이를 보였음(p<0.000)
 ICISS로 중증도를 보정하여 전원이 사망의 위험요인인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함. 전원의 Odd ratio는 2.951(95% CI 1.373∼6.343)으로 사망의 위험인
자로 확인됨.
 ICISS model에서 Z값은 Z(직접) =2.3, Z(전원)=0.1이었으며 ±1.96을 경계로
하였을 때 직접내원군에서 통계적 의의를 보였음. W값은 W(직접)=1.3, W
(전원)=0.2로 계산된 생존율에 배해 직접내원군에서는 100명당 1.3명이 더
생존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13> 직접내원과 전원군간의 중증도 비교
N
사망률
RTS
ICISS

ICISS_full

평균
Z
W
평균
Z
W

직접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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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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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병원 간 전원 전⋅후의 환자상태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환자상태
{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생체 징후 및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측정된 환
자는 1,392명(91.5%)였으며 평균 RTS는 11.5±1.3이였음.
{ 출발당시 생체 징후 및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측정된 환자는1,419명이었고
평균 RTS는 11.6±1.3였음.
{ 병원 간 전원을 받은 병원 도착당시 생체징후 및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측정된 환자는 1,485명이었으며 평균 RTS는 11.6±1.2였음.
{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와 출발시, 전원받은 병원 도착당시 RTS 평균의 차
이는 없었음(p=0.78)

1.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현황
 전체 1,532명 중 전원보낸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생체징후나 글
라스고우 혼수점수가 결측된 환자는 145명(9.5%)이었음. 이는 기본적인 환
자상태도 점검하지 않은 채 전원을 보낸 것으로 판단됨.
 환자 상태가 기록된 1,378명 중 정상-정상군은 1,070명(77.6%)로 가장 많았
으며 정상-비정상군은 74명(5.4%), 비정상-정상군은 80명(5.8%), 비정상-비
정상군은 154명(11.2%)였음. 각군의 남녀의 비율의 차이는 없었음.(p=0.63)
 병원 간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74명으로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정상인 환자 1,148명의 6.4%를 차지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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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 전원 중 환자상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병원 간 전
원 된 환자는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도착당시 비정상인 환자 246명
중 65.8%를 차지하고 있었음.
 이상으로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환자는 환자의
상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환자(145명) 와 전원 중 악화된 환자(74명), 불안정
한 상태로 전원된 환자(154명)으로 전체 전원환자의 24.3%를 차지하고 있
음.

2. 환자상태 변화
1) 질환별 환자상태 변화
 급성심장질환 환자는 대부분 정상-정상군(80.9%)에 속하였으며 정상-비정
상군은 8.1%였음.
 뇌중풍 환자는 대부분 정상_정상군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
상군은 25.1%였음.
 호흡부전 환자는 정상-정상군(47.2%)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은
24.5%였음.
 다발성 외상환자는 정상_정상군 67.7%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은
19.8%였음.
 기타 쇽 환자에서 병원 간 전원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가장 높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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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환자 상태 변화별 질환분류
N-N(1070)
N-AB(74)
AB-N(80)
급성심장질환
83.7%
8.1%
3.0%
뇌중풍
58.5%
7.6%
8.8%
다발성외상
66.7%
5.1%
8.5%
호흡곤란
47.2%
9.4%
18.9%
기타 쇽
28.6%
14.3%
28.6%
중독
73.1%
3.8%
7.7%
기타
88.7%
3.7%
2.6%
미상
100.0%
0.0%
0.0%
N-N: 정상-정상군,
N-AB: 정상-비정상군
AB-N: 비정상-정상군,
AB-AB: 비정상-비정상군

AB-AB(154)
5.2%
25.1%
19.8%
24.5%
28.6%
15.4%
5.0%
0.0%

2) 전원보낸 병원 수준별 환자상태 변화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 수준별 환자상태의 차이는 없었음(p=0.96)
 전원보낸 병원 수준에 따라 중증도와 악화된 환자의 비율이 별 차이가 없
음. 이러한 결과는 병원 간 전원의 문제가 병원 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5> 전원보낸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환자 상태의 변화
권역센타
지역센타
지역기관

빈도(%)
빈도(%)
빈도(%)

N_N(1,067)
41(3.8)
231(21.6)
798(74.6)

N_AB(74)
3(4.1)
17(23.0)
54(73.0)

AB_N(80)
2(2.5)
13(16.3)
65(81.3)

AB_AB(154)
4(2.6)
24(15.6)
126(81.8)

3. 환자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최초이송 내원 수단 및 병원 선정자
 119 구급대에 의해 전원보낸 병원에 이송된 환자 579명 중 중증 혹은 비정
상 RTS 환자는 383명(66.1%)으로 다른 전원수단으로 이송된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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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보다 2배 가까이 많았음.
 정상-정상군에서는 119 구급대로 내원한 환자가 3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정상-정상군에서는 58.8%,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66.2%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음.
 119 구급대로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환자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이중
9%가 병원에 도착 후 상태가 악화되었음.
100%
80%
60%
40%
20%
0%
N-N

N-AB

AB-N
119

AB-AB

119외

<그림 7> 전원 보낸 병원 내원수단별 환자상태 변화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을 선정한 사람은 환자나 보호자가 840명(55.2%)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9 구급대원이 472명(31.0%)으로 많았음.
 119 구급대로 전원 보낸 병원에 내원한 579명 중 병원을 선정한 사람은 구
급대원이 469(81.0%)이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선정한 경우는 87명으로
15.0%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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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60%
40%
20%
0%
구급대원

환자

기타/미상

선정자

<그림 8> 최초 이송 병원 선정자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최초 이송 병원선정자의 차이를 보였음(p=0.00).
 정상-정상군에서는 환자/보호자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
에서는 28.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비정상-정상군에서는 환자/보호자가 선정한 경우가 43.5%로 구급대원이 결
정한 경우와50.0% 비슷하였음.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구급대원이 선정한 경우가 55.2%로 높았으며 환자/
보호자가 결정한 경우는 28.6%였음.
 환자의 초기 상태가 비정상(중증)일 경우 구급대원에 의해 최초병원이 선정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119 구급대의 병원전 중증도 분류의 도입이 적절
한 병원 선택과 불필요한 전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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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간 환자가 악화되는 경우(N-AB)는 최초 병원 선택을 환자/보호자가
한 경우가 많았음. 이송병원 선정에 있어 구급대원에 의한 병원 결정권을
강화하고 병원전 환자분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100%
80%
60%
40%
20%
0%
N-N(1067)

N-AB(74)

환자(757)

AB-N(80)

구급대원(425)

AB-AB(154)

기타/미상(193)

<그림 9> 최초 이송 병원 선정자 별 환자 상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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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이유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 간 전원이유에 차
이가 없었음(p=0.29).
 정상-정상군과 정상-비정상군에서는 보호자 희망이 병원사정보다 많은 경
향을 보였음.
 보호자가 원하여 전원하는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임을 적극 설명하고 안정화를 위한 처치와 노력이 필요
함.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을 보내는 의사와 기관의 적절한 행위를 위한 지침서
가 필요함.
100%
80%
60%
40%
20%
0%
N-N(1067)

N-AB(74)
환자희망

AB-N(80)
병원사정

<그림 10> 전원이유별 환자 상태 변화

AB-AB(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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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시간의 차이
 사후분석 결과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이송시
간, 체류시간,지연시간의 차이가 있었음. 정상_정상군과 비정상_비정상군사
이에 이송, 체류, 지연시간의 차이가 있었음.
{ 체류, 이송, 지연시간의 경우 정규분포하지 않아 log를 취하여 정규분포로
변환하여 분석한 값임.
<표 16> 환자상태 변화별 전원보낸 병원에서의 체류시간 및 이송시간

이송시간

체류시간

지연시간

N-N
N-AB
AB-N
AB-AB
합계
N-N
N-AB
AB-N
AB-AB
합계
N-N
N-AB
AB-N
AB-AB
합계

N
1,009
71
79
139
1,298
1,009
71
79
139
1,298
888
62
70
128
1,148

평균
3.93
3.72
3.76
3.76
3.89
3.93
3.72
3.76
3.76
3.89
5.30
5.39
5.15
5.04
5.26

표준편차
0.72
0.76
0.61
0.68
0.71
0.72
0.76
0.61
0.68
0.71
0.83
0.86
0.77
0.81
0.83

p 값
0.02

0.02

0.03

 중증환자에서 병원사정으로 병원 간 전원이 된 환자의 지연시간에 대한 분
석을 시행하였음. 병원사정으로 이송된 환자의 경우 이송, 체류, 지연시간
모두 병원사정이 아닌 이유로 전원된 환자보다 짧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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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전원이유별 체류 및 이송시간

이송시간
체류시간
지연시간

병원사정
병원사정아님
병원사정
병원사정아님
병원사정
병원사정아님

N
327
369
327
369
292
333

평균
3.94
3.78
3.94
3.78
5.49
5.05

표준편차
0.72
0.66
0.72
0.66
0.83
0.74

p 값
0.02
0.02
0.00

3. 상태변화 별 진료 결과
1) 응급진료 결과
 정상-정상군은 일반병동 입원(55.65%)이 가장 많았으며 귀가(16.92%), 중환
자실 입원(16.45%)순이었음.
 정상-비정상군은 중환자실 입원(41.89%)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병동 입원
(28.3%), 재전원 (16.22%) 순이었음.
 비정상-정상군은 일반병동 입원이 38.75%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입원
37.50%, 재전원 11.25%였음.
 비정상-비정상군은 중환자실 입원이 42.2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병동 입
원 26.62%, 재전원 18.18%였음.
 정상-비정상군의 중환자실 입원이 비정상-정상군의 중환자실 입원율보다
높아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서의 안정화가 환자의 응급진료 결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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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환자 상태 변화별 응급진료 결과
귀가
재전원
중환자실
일반병실
사망(응급실)
사망(도착전)
가망없는 퇴원
기타
미상

N-N(1067)
181(16.9)
129(12.1)
176(26.5)
542(50.7)
9( 0.8)
0( 0.0)
2( 0.2)
18( 1.7)
13( 1.2)

N-AB(74)
3( 4.1)
12(16.2)
31(41.9)
21(28.4)
6( 8.1)
1( 1.4)
0( 0.0)
0( 0.0)
0( 0.0)

AB-N(80)
7(8.85)
9(11.3)
30(37.5)
31(38.8)
2( 2.2)
0( 0.0)
0( 0.0)
0( 0.0)
1( 1.4)

AB-AB(154)
4( 2.6)
28(18.28)
65(42.2)
41(26.6)
8( 5.2)
0( 0.0)
5( 3.2)
2( 1.3)
1( 0.6)

합계
195(14.3)
178(12.9)
302(21.9)
635(46.1)
25( 1.8)
1( 0.1)
7( 0.5)
20( 1.5)
15( 1.1)

2) 생존퇴원 여부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생존의 차이가 있었음
(p=0.00)
 정상-정상군에서는 사망이 2.2%에 불과하였으나 정상-비정상군에서는
21.6%, 비정상-정상군에서는 10.0%,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17.5%를 보였
음.
 정상-비정상군의 사망률이 비정상-정상군의 사망률보다 높아 병원 간 전원
을 보낸 병원에서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19> 환자 상태 변화별 생존퇴원 여부
생존(1,109)
사망(75)
미상(194)

빈도(%)
빈도(%)
빈도(%)

N-N(1067)
903(84.4)
24(2.2)
143(13.4)

N-AB(74)
46(62.2)
16(21.6)
12(16.2)

AB-N(80)
62(77.5)
8(10.0)
10(12.5)

AB-AB(154)
98(63.6)
27(17.5)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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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병원 간 전원 중에 악화된 환자의 사례분석
1. 사망환자의 사례분석
 병원 간 전원시 상태가 악화된 환자 중 16명이 사망하였음.
 지역센타에서 전원한 것이 6건, 지역기관에서 전원한 것이 10건이었음. 상
급기관으로 전원한 것이 14건이었음.
 기도확보, 호흡, 순환유지가 필요하였던 환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
되지 않은 경우는 7건이었음
 지역센타에서 전원보낸 경우가 6건 있었으며 이들 중 1가지 이상 처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4건이었음. 이중 병원사정으로 보낸 경우가 4건이었음
 16세 여환은 지역센타에 내원하여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응급처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권역센타로 의뢰절차 없이 전원되었음.
 85세 남환은 지역센타에 내원하여 경련, 뇌중풍 의증을 진단받았으나 기도
확보, 호흡, 순환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원되었음. 위 환자가 보
호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하더라도 필수적인 응급처치는
시행되어야 함.
 89세 남환의 경우 위장관출혈로 진단받은 환자로 출발당시의 환자의 상태
는 안정적이었으나 정맥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원하였고(출발당시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순환유지가 필수적인 환자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음)
이송도중 환자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환자는 부적절한 이
송수단을 이용하였고 동승인력수준도 부적절하여 이송시 환자상태의 악화
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음.

남 60 지역센터 미상

여

여 59 지역센터

여 67 지역기관 119외

남 31 지역기관

4

5

6

7

8

지역센터

남 37 지역센터

3

119

119

119

119

119

남 85 지역센터

2

119

여 16 지역센터

수단

수준

1

환 성 나
자 별 이

내원

보낸
수준

권역

권역

구급대원 권역

보호자

구급대원 지역

구급대원 지역

미상

구급대원 권역

구급대원 권역

구급대원 권역

선정자

받은

11

12

8

10

8

12

10

6

9

12

8

7

7

4

8

6

도착 출발

보낸병원

RTS

0

10

6

7

7

4

7

5

병원
도착

받은

<표 20> 병원 간 전원시 악화된 환자 중 사망환자 16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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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

0

0

2

3

2

(수)

부적절

처치

x
x

외상성간파열,
혈복증,

x

미상

○

○

○

x

의뢰

바이러스성 간염

혈심낭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중독

뇌중풍 의증, 경련

외상성 뇌출혈

추정진단

x

x

○

○

미상

○

x

x

○

○

○

○

○

x

○

○

○

x

○

x

x

○

x

○

보호자
동의 환자 병원
희망 사정

전원이유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인력

동승

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수단

이송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선정

구급대원 지역

119

16 여 49 지역기관

지역

지역

구급대원 지역

의사

119

13 남 74 지역기관

권역

구급대원 권역

119

119

12 남 34 지역기관

보호자

15 남 84 지역기관

119

11 여 81 지역기관

구급대원 권역

보호자

119

10 남 60 지역기관

구급대원 권역

14 남 64 지역기관 119외

119

남 89 지역기관

9

10

3

11

11

11

12

10

12

10

3

11

11

10

12

8

12

9

0

3

10

10

11

9

11

1

0

0

0

1

0

1

0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폐암

흡인성 폐렴

미상

○

○

○

○

x

x

○

외상성
뇌출혈,외상성 기흉
복막염 의증

○

상부위장관 출혈

○

○

x

미상

○

x

x

x

x

x

○

○

○

x

x

○

○

x

x

○

x

○

○

x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부적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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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치 부적절의 사례 분석
 각 사례들 중 처치 부적절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① 기도확보
혼수상태의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 내 출혈 환자의 이송 시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서 기도확보 없이 병원 간 전원이 이루어졌음. 환자는 이송 중 의식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2차적인 뇌손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뇌중풍 환자
의 전원 시 의식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기도기의 삽입 등의 방법으로라도 기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산소화가 필요함. 또한 이송 전 뇌컴퓨터 단층
촬영 등으로 뇌중풍이 진단되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또는 혈압조절을 위한 약물 등의 투약이 고려되어야 함.
② 호흡보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폐암환자를 보호자와 환자의 희망에
의해 현재진료연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최초병원 내원 당시 29회 이상의 빠
른 호흡수를 보였지만 동맥혈검사 등 환자의 호흡부전의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
노력이 없었음. 기도확보나 정맥로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이송 중 산소포화도
등의 감시장치 없이 단순히 산소만을 투여하면서 이송하였으며 이송시간은 약
한 시간 30여분 걸림. 전원받는 병원 도착 약 5분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심정지 발생하였고 응급실내에서 사망하였음.
이 환자의 경우 최초내원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기관내삽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감시와 충분한 산
소가 공급되면서 이송이 이루어졌다면 이송 도중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가 발
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이송 시 응급구조사에 의한 심정지의 인지되었
음. 동승인력 수준의 적절성은 법적기준이 아니라 동승인력이 심정지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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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③ 순환보조
토혈을 주소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 한 환자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최초병
원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은 90mmHg이상이었으나 정맥로 확보나 산소투여
등의 처치가 불가능한 자가용을 환자를 이송하였음. 전원 중 환자의 혈압이 저
하되었음. 최초 병원 내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더라도 환자의 주
소가 토혈이며 전원을 의뢰 한 추정적 진단명이 위궤양에 의한 상부위장관출혈
로 평균적인 의사라면 환자가 이송 중 출혈로 인해 혈압의 저하 등 불안정한
상태로의 악화 가능성을 예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 없이 환
자를 이송한 것은 부적절함.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그 중증도와
환자 상태의 안정/불안정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 판단
근거는 내원 당시 측정되고 기록된 활력 징후, 주증상, 손상기전, 기저질환, 추
정적 진단명 등 객관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④ 이송 중 심폐소생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 20분전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추정되었고 글라스
고우 혼수점수가 3점, 수축기 혈압이 50mmHg미만인 환자를 아무런 이송 중
감시장치 없이 일반의가 동승하여 이송이 이루어졌음.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
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았으며 전원 대상 병원에 도착전 사망상태로
내원함.
이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없어 전원이 결정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이송 중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정지를 인지하고 심폐소생술을 행
할 수 있는 감시장치와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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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정당하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없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
력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정화를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수액의 투여 또는 혈
압상승제 등의 투약이 필요하며 법률적으로 규정된 응급구조사 이상의 인력이
동승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동승인력의 탑승이 필요함.
⑤ 이송 중 환자 감시장치
43세 중증 두부 외상 환자의 전원 과정에서 의뢰없이 응급의료기관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전원이 이루어졌음. 전원받은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여 재
전원 되었음. 병원 간 전원 의뢰 시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반
드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를 해야 함. 이것은 이 환자의 경
우처럼 지리적 연고 및 보호자 희망에 의한 전원에도 해당함. 응급수술을 필요
로 하는 외상환자의 전원 시 의뢰없이 전원이 이루어질 경우 전원 받은 의료기
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재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

제5절 요약
 전체 1,532명 중 전원보낸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생체징후나 글
라스고우 혼수척도의 결측된 환자는 9.5%였음. 병원 간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6.4%였고 전원시 환자상태의 안정화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전원이 된 환자는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비정상 상태
로 보인 환자의 65.8%를 차지함. 이는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안정화가 이
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전원간 환자가 악화되는 경우에 최초 병원 선택을 환자/보호자가 한 경우
가 많았음. 이송병원 선정에 있어 구급대원에 의한 병원 결정권을 강화하고
병원전 환자분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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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보호자 희망이 병원사정보다 많은 경향을 보임.
보호자가 원하여 전원하는 경우라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안정화가 우선임을 적극 설명하고 안정화를 위한 처치와 노력이 필요
함. 이러한 상황에서 전원을 보내는 의사와 기관의 적절한 행위를 위한 지
침서가 필요함.
 정상-비정상군의 사망률이 비정상-정상군의 사망률보다 높아 병원 간 전원
을 보낸 병원에서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외상환자에서 전원환자 군과 직접내원 군의 비교한 결과 중증도(ICISS) 보
정 후 전원은 사망의 위험요인이었음( Odd ratio= 2.951(95% CI 1.373 ~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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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병원 간 전원의 위험요소
제1절 최초이송 병원 선정
1.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
 최초이송 병원에 내원한 수단은 119 구급대를 이용한 환자가 579명(38.0%)
이였으며 119 구급대 이외의 수단으로 내원한 환자가 944명(62.0%)였음.
 최초이송 병원을 선정한 사람은 환자나 보호자가 840명(55.2%)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119 구급대원이 472명(31.0%)으로 많았음.
 119 구급대로 최초이송 병원에 내원한 579명 중 병원을 선정한 사람은 구
급대원이 469(81.0%)이었으며 환자나 보호자가 선정한 경우는 87명으로
15.0%였음.
 중증-비정상 환자 383명 중에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는 289명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전원보낸 병원 수준별 내원환자의 중증도
권역센타
(N=28)

지역센타
(N=125)

지역기관
(N=426)

중증-비정상

빈도(%)

14(3.7)

80(20.9)

289(75.5)

383(100.0)

경증-정상

빈도(%)

14(7.1)

45(23.0)

137(69.9)

196(100.0)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중-비정상 환
자는 237명으로 119 이송환자의 42%에 달함. 이는 전체 전원환자의 15.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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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119 구급대의 병원전 환자 분류 및 이송병원 수준 결정으로 15.6% 정도의 전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병원 정보부족
 119 구급대로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한 567명의 환자 중 병원사정으로 전원
된 환자는 305명으로 52.7%였음.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305명의 환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9명(3.0%), 지
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4명(17.7%),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242명(79.3%)이
전원되었음.
<표 22> 119로 전원보낸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전원이유
보호자희망
병원사정
인력문제
시설
장비

빈도
322
305
217
69
53

퍼센트
55.6
52.7
37.5
11.9
9.2

 119로 내원한 환자의 전원이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
지 않았음
 병원사정 중 인력, 시설, 장비 부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병원정보가 매
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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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전원이유 중 병원사정 (인력/시설/장비)

인력

빈도(%)

권역센타
8(3.69)

시설

빈도(%)

1(1.45)

지역센타
30(13.82)
17(24.64)

장비

빈도(%)

1(1.89)

8(15.09)

지역기관
179(82.49)
51(73.91)
44(83.02)

<표 24> 119로 내원한 환자들의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전원이유
권역센타

지역센타

지역기관

환자희망

빈도(%)

19(5.90)

72(22.36)

231(71.74)

병원사정

빈도(%)

9(2.95)

54(17.70)

242(79.34)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305명의 환자 중 중증환자는 203명(66.6%)으로 경증
환자 102(33.6%) 보다 많았으며 119로 내원하여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환자
의 35.8%를 차지하고 있었음.
 119로 내원하여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응급의

료기관의 수준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
음.
<표 25> 119로 내원한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중증도
중증질환
(N=203)

경증질환
(N=102)

권역센타

빈도(%)

5(55.56)

4(44.44)

지역센타

빈도(%)

32(59.26)

22(40.74)

지역기관

빈도(%)

166(68.60)

7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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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병원선정 부적절
 119 구급대로 이송되어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한 환자 567명 중 환자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병원이 선정된 경우는 428명
(75.5%)였음. 이는 전체 전원환자의 28%에 해당함.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472건 중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로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236건(50.0%), 병원정보 부족으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250건(53.0%)였으며 이를 합하여 병원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부적절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346건(73.3%)였음. 이는 전체 전원의
22%에 달함. 119 구급대의 적절한 병원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이용으로
불필요한 전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4. 구급활동일지 분석
1) 분석 목적 및 방법
 병원 간 전원의 발생원인으로 여겨지는 119 구급대에 의한 환자분류 오류
및 병원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이송병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병원전 환자상태와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의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전원보
낸 병원 도착당시의 환자상태를 토대로 한 환자분류 오류로 분류를 병원전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분류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병원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아 본 연구 결
과의 상이함.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 중 119 구급대로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된 환자들이 구급활동일지 상에서는 누가 이송병원을 결
정하였는지 조사하여 이송병원 선정의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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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송병원 선정자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함(일치도 분석. 유의수준 0.05).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환자의 병원전 의식상태와 수축기 혈압, 호흡수 등
의 생체징후 측정여부와 환자의 주증상 및 응급/비응급의 평가, 기타 평가
소견 기록 현황을 살펴봄.
 병원전 환자상태와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환자상태
의 변화를 분석함(paired t-test, 유의수준 0.05이하)

3) 이송병원 선정자
 119 기록지가 도착되어 분석된 환자는 170명이었음.
 이송병원 선정자
{ 이중 이송병원 선정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60건 이었으며 119 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선정한 것이 59건, 환자나 보호자가 선정한 것이 101건이었음.
{ 이송 병원 선정자를 알 수 있었던 152건에서 구급활동일지와 전원받은 병
원에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청취하여 기록한 결과를 비교하였음.
-119 구급대가 이송병원을 결정하였다고 모두 답한 경우는 48건이었으며 환
자와 보호자가 결정하였다고 모두 답한 것이 19건이었음.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결정하였다고 기록되었으나 전원받은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이 결정하였다고 기록된 것이 77건, 119 구급기록
지에는 119 구급대가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원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결정하였다고 기록된 것이 8건 있었음.
-두 기록상의 일치율은 카파값 0.44(p=0.39)로 중간정도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음.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병원이 선정된 경우가
56건으로 36.8%에 지나지 않아 119 구급대원에 의한 전문적인 이송병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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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두 기록상의 차이로 보아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병원 선정부적절
에 대한 재평가가 고려되어야 함.
<표 26>구급활동일지와 병원기록 상의 이송병원 선정자 차이
전원받은 병원 기록
환자/보호자
구급대원
(N=27)
(N=125)

이송병원 선정자
환자/보호자
(N=96)

빈도(%)

19(70.4)

P 값

77(61.6)

구급활동일지

0.265
구급대원
(N=48)

빈도(%)

8(29.6)

48(38.4)

4) 환자평가
{ 119 구급대로 이송되면서 환자의 의식상태가 확인된 것은 167건(98.2%)였
으며 A가 104건(62.3%), V가 63건(37.7%)였으며 P와 U로 기록된 경우는
없었음.
{ 119 구급대로 이송되면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한번이라도 측정된 것은
89건(52.4%) 였음.
{ 119 구급대로 이송되면서 환자의 호흡수가 한번이라도 측정된 것은 51건
(30.0%) 였음.
{ 119 구급대로 이송되면서 환자의 증상이 하나라도 기록된 것은 153건
(90.0%) 였음.
{ 환자의 의식상태, 수축기 혈압, 호흡수 중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1건
(0.6%), 1가지만 기록된 것이 52건(30.6%), 2가지가 기록된 것이 69건
(40.6%), 3가지 기록된 것이 25건(14.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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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치를 토대로 RTS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경우는 48건에 불과하였음.
 119 구급이송 기록지와 전원보낸 병원에서의 측정치 비교 분석
{ 의식수준은 A를 4점, V를 3점, P를 2점, U를 0점으로 하였을 때 병원전 의
식수준의 평균은 3.6±0.49였으며 전원보낸 병원 도착 당시 의식수준은
3.2±1.33이었음. 두 측정치 사이의 차이는 -0.4±1.33(p=0.00)으로 전원보낸
병원 도착시 의식수준이 병원전에 비해 더 악화되었음.
{ 수축기 혈압의 측정치를 90mmHg이상을 4점, 75∼89mmHg를 3점, 50∼
74mmHg를 2점 1∼49mmHg를 1점, 0mmHg를 0점으로 하였을 때 병원전
수축기 혈압은 3.9±0.37이었으며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수축기 혈압은
3.8±0.58으로 두 측정치 사이의 차이의 평균은 -0.1±0.54(p=0.49)로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수축기 혈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호흡수의 측정치를 분당 10∼29회 사이를 4점, 30회 이상을 3점, 6∼9회 사
이를 2점 1∼5회 사이를 1점 0회를 0점으로 하였을 때, 병원전 호흡수 평균
은 4.0±0.20이었으며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호흡수는 평균 4.0±0.14였음.
두 측정치 사이의 차이의 평균은 0.0(p=0.57) 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병원전 측정한 RTS는 평균 11.5±0.69였으며 와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RTS는

평균

11.2±1.19였음.

두

측정치

사이의

차이의

평균은

-0.3±1.13(P=0.129)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119 구급대의 측정에 비해 전원받은 병원 도착당시 RTS가 호전된 경우는
10건(21.3%), 변화없는 경우 25건(53.2%), 악화된 경우 12건(25.6%)였음.
119 구급대에서 측정한 RTS가 정상이었던 경우 (26건) 중 RTS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20건(76.9%), 악화된 것이 6건(23.0%)였음.
{ 전체적으로 의식수준에서만 현장에서의 환자 상태보다 병원도착 시의 환자
상태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병원 도착 시의 상태로 최초 병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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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식수준에 의한 판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병원전 환자분류
{ 조사된 170건에서 모두 ①주증상, ② 의식상태 ③ 수축기 혈압, ④ 호흡수
⑤ 응급도 평가, ⑥기타 평가 소견 중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었음. 이중 1∼
2가지만

기록된 경우는 10건(5.8%),

3∼4가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91(54.5%), 5∼6가지 기록되었던 것이 69(40.6%)였음.
{ 주증상은 157건(92.4%)에서 한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었음.
{ 응급도가 기록된 것은 153건이었으며 응급은 112명(65.9%), 비응급이 41명
(24.1%)였음. 대상 환자가 모두 중증이거나 비정상 RTS를 보였던 환자임을
고려하면 비응급으로 표시된 24.1%는 명백한 환자분류 오류임. 다만 의식
상태로 인한 중증도 분류에서는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

5) 결과 고찰
{ 119 기록지 분석결과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병원 선정율이 병원조사에 비
해 낮았음. 119 구급대가 전문적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요구되고 있음.
{ 119 구급대의 환자의 의식상태 측정율을 매우 높았으나 의식상태의 측정이
대부분 A와 V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환자에게 통증자극을 주어 반응을 보
는 적극적이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함. 이러한 것이 전원
보낸 병원 도착당시 의식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원인 중 하나일 것
으로 여겨짐. 그러나 이송 중 의식상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응급처지가 이
루어 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함.
{ 기타 수축기 혈압과 호흡수의 측정율도 낮아 병원전 환자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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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축기 혈압은 이송 중 악화 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 역시 적절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환자 분류의 시행율을 92.7%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필수
적인 생체징후 측정과 병력청취에 따른 전문적인 환자분류가 가능했던 경
우, 즉 6가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44건(25.9%) 에 지나기 않았음.
119 구급대에 의한 환자분류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함.
{ 119 구급이송 기록지와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환자상태를 비교하여 이송
병원 선정을 재평가하려던 노력은 48건에서 가능하였으며 119 구급대 이송
중 악화된 것이 12건(25.6%)이었으며 병원전에서는 환자상태가 안정적이었
으나 이송 중 악화된 환자는 6명에 불과하여 이송병원 선정 재평가는 의미
없을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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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원이유 부적절
1. 전원이유의 적절성
1) 전원받은 환자
 병원 간 전원의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가 희망한 것이 827명(54.3%)로 가
장 많았으며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것이 753명(49.4%)였음.(복수응답 가능)
100%

80%

60%

40%

20%

0%
환자희망

병원사정
인력

시설

장비

<그림 11> 전원이유-전원받은 환자

 환자 및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된 경우 지리적 연고 때문이 84건, 인적연
고 78건, 과거진료 106, 현재 진료연고 41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구체적인 이
유를 알 수 없었음.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환자는 753(49.4%)건이었음.(복수응답 가능)
{ 인력이 부족하여 전원한 것은 576(37.8%)건 이었고 그 중 전문 과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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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95(68.6%)건이었고 전문의 부재가 188(32.6%)었음.
{ 인력부족의 경우 주 진료과별 분포는 내과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
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순이었음.
<표 27> 인력부족으로 전원한 경우 주진료과 분포

내과계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안과/이비인후과
응급의학
기타/미상
합계

빈도

퍼센트

569
128
210
48
128
51
22
79
3
117
27
113
28
1523

37.4
8.4
13.8
3.2
8.4
3.4
1.4
5.2
0.2
7.7
1.6
7.4
1.8
100.0

인력부족일
경우빈도
189
36
78
29
53
35
10
32
1
44
14
40
15
576

퍼센트
32.8
6.3
13.5
5.0
9.2
6.1
1.7
5.6
0.2
7.6
2.4
6.9
2.6
100.0

{ 전원보낸 병원 수준별 병원사정의 차이가 있었음(P=0.00, P=0.16, P=0.02)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보낸 경우 인력부족이 25%를 차지
하고 있었고 시설부족 3.85%, 장비부족 9.65%였음.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보낸 경우 인력부족은 29.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설부족은 11.76%, 장비부족은 3.41%였음.
{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보낸 경우 인력부족은 40.77%였으
며 시설부족은 7.23%, 장비부족은 9.41%였음.
{ 전원보낸 응급의료기관 수준이 낮을수록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원보내는
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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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병원 수준별 병원 사정으로 인한 전원이유
권역센타
(N=52)

지역센타
(N=323)

지역기관
(N=1148)

인력(N=576)

빈도(%)

13(25.00)

95(29.41)

468(40.77)

시설(N=123)

빈도(%)

2(3.85)

38(11.76)

83(7.23)

장비(N=124)

빈도(%)

5(9.62)

11(3.41)

108(9.41)

{ 전원 이유가 인력부족일 경우 전원 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른 주 진료과의
분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계와 신경외과, 성형외과의 인력부족
으로 인한 전원이 많았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계와 정형외과, 신
경외과, 소아과 순으로 인력이 부족하였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내과
계와 신경외과의 인력이 부족하였음.
{ 권역센타에서 인력부족으로 전원보낸 환자 13례를 분석하였음.
<표 29>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른 주진료과의 분포

내과계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응급의학
기타/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N=13)
3(23.8)
1( 7.7)
2(15.4)
1( 7.7)
0( 0.0)
2(15.4)
1( 8.0)
0( 0.0)
0( 0.0)
0( 0.0)
1( 7.7)
2(15.4)

지역응급의료센터
(N=95)
27(28.4)
6( 6.3)
10(10.5)
4( 4.2)
16(16.8)
5( 5.3)
0( 0.0)
10(10.5)
0( 0.0)
8( 8.4)
3( 3.2)
6( 6.3)

지역응급의료기관
(N=468)
159(34.0)
29( 6.2)
66(14.1)
24( 5.1)
37( 7.9)
28( 6.0)
9( 1.9)
22( 4.7)
1( 0.2)
36( 7.7)
36( 7.7)
2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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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이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원을 보낸 권역센타는 모두 강원, 전남, 경남의 4개 병원이었으며 이
중 학회참석 1례를 제외한 12례가 모두 3개 병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강원지
역에 위치한 권역센타의 경우 신경외과, 내과, 산부인과의 환자를 인력부족으로
전원하여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력조차 부족하여 다른 권역센
타에 비하여 권역센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짐작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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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5
52
31
미상
50
38
38
60
43
30

52

남
여
남
남
여
남
여
여
남
남
여

남

나이

여

성별

응급의학

내과
내과
내과
미상
성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
응급의학
응급의학

내과

진료과목

전공의

전공의
전문의
전공의
인턴
전공의
미상
전문의
전문의
전공의
전문의
전문의

전공의

진료의사

지역센터

권역센터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권역센터
권역센터
권역센터
지역센터
권역센터
권역센터
지역센터

권역센터

받은수준

신경외과

내과
내과
응급의학
내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진료과목

<표 30>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인력부족으로 전원보낸 환자의 13례

뇌출혈

상부위장관출혈
패혈증성 쇽
서맥
비출혈
안면골 골절
안면골 골절
뇌출혈
상부위장관출혈
안면골 골절
대동맥박리
임신 29주 산모

심부전

진단명 (보낸병원)

전문과목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의 부재
전문의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의 부재
전문의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과목 부재
전문의 부재

전문의 부재

인력부족 이유

태아 심박수 저하

서맥의 원인감별
지혈 치료 안되어

학회참석

기타 기술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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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보낸 환자
 보호자나 환자의 희망한 것이 5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병원사정인 것이
73.0%였음. 병원사정 중 인력문제가 36.9%였고 시설 55.0%, 장비 12.6%였
음.
100%
80%
60%
40%
20%
0%
환자희망

병원사정
인력

시설

장비

<그림 12> 전원이유-전원 보낸 환자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른 전원이유의 차이(p=0.04)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보호자희망으로 전원을 보내는
경우가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다 높았음.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병원사정으로 전원을 보내는 경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높았음(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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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60%

40%

20%

0%
권역센터

지역센터
환자희망

지역기관

병원사정

<그림 13> 응급의료기관별 전원이유

{ 전체 병원사정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33%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서는 6.67%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20%, 지역응급의료
기관에서는 54.84%로 증가하였음(p=0.00)
{ 전체 병원사정에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52%였으며 시설부족은 권역응급
의료센터 사정 중 90%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전제 병원사정에서 장비가 부족한 경우는 12.12%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의 경우 24.19%가 장비부족으로 전원을 보냈음.(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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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60%
40%
20%
0%
권역센터

지역센터
인력

시설

지역기관
장비

<그림 14>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전원이유(병원사정)

 보낸병원 수준별 인력부족의 주진료과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신경외과와 응급의학과의 주진료환자가 인력부족
으로 전원됨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학과가 주진료하는 환자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원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응급의학과가 주진료하는 환자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원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과계 환자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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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인력부족으로 전원보낸 경우 주진료과의 분포-전원보낸 환자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회과
응급의학과
기타/미상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권역응센터
N=2
0( 0.0)
0( 0.0)
1(50.0)
0( 0.0)
0( 0.0)
1(50.0)
0( 0.0)

지역센터
N=8
2(23.0)
1(12.5)
0( 0.0)
0( 0.0)
1(12.5)
4(50.0)
0( 0.0)

지역기관
N=31
9(29.!)
0( 0.0)
2( 6.5)
1( 3.2)
3( 9.7)
12(38.7)
4(12.9)

N=41
11(26.8)
1( 2.4)
3( 7.3)
1( 2.4)
4( 9.8)
17(41.5)
4( 9.8)

 보낸 수준에 따른 시설부족
{ 시설부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환자실 부족으로 시
설부족의 60%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환자실부족은 85%를 차지하고
있었음.
{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실부족으로 인해 전원을 하는 경우는 시설
부족의 35~40%를 차지하고 있어 응급의료센터의 중환자실과 병실부족이
전원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
{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된 례는 123건 중 84건으로 68.29%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시설부족은 모두 중환자실 부족이었음. 지
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시설부족의 44.74%, 지역응급의료기관의 78.31%j가
중환자실 부족이었음.(p=0.00)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부족으로 전원을 보낸 경우의 42.11%가 병실부
족으로 인한 것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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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전원이유 중 시설부족

{ 장비부족은 대부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의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부
족한 장비로는 혈관조영기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음. 혈관조영술이 필요하
리라고 판단되는 급성심장병환자, 대량 객혈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전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
{ CT가 없어 전원을 보낸 경우는 전제 장비부족의 7.25%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있었음.
{ MRI가 없어 전원을 보낸 경우는 전체 장비부족의 21.77%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없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18.18%, 지역응급의
료기관 23.15%였음.
{ 장비부족 중 혈관조영술이 안되어 전원을 보낸 경우는 전체 장비부족의
38.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20.0%, 지역응급의료센터
45.45%, 지역응급의료기관 38.89%였음. 그러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음
(p=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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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내시경이 없어 전원을 보낸 경우는 전체 장비부족의 20.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권역센타에서는 40%, 지역센타에서는 27.27%를 차지하고 있었음.
통계적으로 보낸병원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3) 전원이유 분석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 제안
 권역센타에서 전원받은 환자와 전원보낸 환자의 전원이유 중 병원사정의
차이가 나타남. 권역센타에서 전원받은 환자의 경우 시설부족이 3.9%에 지
나지 않으나 전원보낸 권역센타의 전원이유에서는 시설부족은 90%를 차지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권역센터간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본 연구의 표본 병원으로 선정되어 전원보낸 환자를 조사한 권역센타(경기
A, 전남A, 경남A)의 경우 권역센터의 인력은 충분하나 시설이 부족한 병원
이고 전원받은 병원 조사에서 전원을 보낸 권역센타(강원B, 전남B, 경남B
등)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가 시행된 권역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으로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는 권역센터임. 인력이 충분한 권역센타와 인력이 부
족한 권역센타로 나누어지며 각 병원이 중복되지 않음.
 따라서 병원 간 전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강화 방
안, 특히 권역센타의 기능강화 방안은 각 센터별로 취약한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별화 되어야 할 것임.
 지역센타의 경우도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이유는 인력부족이 여전히 가장
많으나, 시설, 장비 부족도 비교적 많은 전원 이유임.
 지역센타에서 시설 부족의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더불어 병실 부족도 큰
이유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예비병상의 운영을 강화하여야 할 것
임.
 지역센타도 각 센타간의 격차가 심하므로 특성화를 통해 차등화와 상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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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함.

제3절 전원간 처치 부적절
1. 전원보낸 병원 및 전원시 시행한 처지
 병원단계 및 전원단계 처치 부적절의 정의는 중증환자에서 기도확보, 산소
투여, 순환확보, 전원중 모니터링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 하였음.
{ 기도확보의 경우 최초 내원병원에서 출발할 당시 글라스고우 혼수점수가 8
점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기도유기지, 후두마스크, 기도삽
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산소투여는 호흡수 10회 이하, 30회 이상에서 산소가 투여되지 않은 경우
{ 수축기 혈압이 정상보다 낮은 환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맥로가 확보되
지 않은 경우
 전원에 구급차 이용여부, 동승인력(응급구조사 이상) 적절성, 감시장치(심전
도, 혈압, 산소포화도), 지연시간을 분석함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의식상태가 글라스고우 혼수점수 8점 이하인 경
우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를 부적절하다고 정의하였
을 때, 기도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는 175명 중 128(73.1%)명이었음
 기도확보영역에서 기도유지기가 삽입된 경우 22건, 기도삽관이 54건이었음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호흡수가 비정상적인 경우 산소가 투여되지 않
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정의하였을 때 71명의 환자 중 20(28.2%)명에서 산
소가 투여되지 않았음.
 호흡유지 영역에서 산소가 투여된 경우가427건이었음.

79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이하였을때 어떠한 방법
으로든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착한 경우를 부적절하다고 정의하였
을 때 83명의 환자 중 44(53.0%)에서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았음.
 순환유지 영역에서 말초정맥로가 확보된 경우가 619건이었으며 중심정맥삽
관이 된 경우 19건 있었음.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이 시행된 경우 4건 있었으며 제세동이 2건에서 시
행되었음.
 기타 사지고정이 42건, 경추고정이 27건 있었음.
 전원중 모니터링 영역에서 심전도감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84건, 혈압 89건,
맥박수 74건, 호흡수 71건, 산소포화도 64건 있었음.

1) 질환별 기도확보의 적절성
<표 32> 기도확보의 적절성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다발성외상
호흡곤란
기타 쇽
중독
기타
미상

적절
6(100.0)
11(21.2)
11(22.9)
9(60.0)
4(36.4)
2(28.6)
4(11.1)
47(26.9)

부적절
0( 0.0)
41(78.8)
37(77.1)
6(40.0)
7(63.6)
5(71.4)
32(88.9)
128(73.1)

전체
6(100.0)
52(100.0)
48(100.0)
15(100.0)
11(100.0)
7(100.0)
36(100.0)
175(100.0)

 급성심장질환을 제외하고 모두 기도확보가 필요한 환자에서 적절하게 기도
확보가 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70%이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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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별 산소투여의 적절성
<표 33> 산소투여의 적절성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다발성외상
호흡곤란
기타 쇽
중독
기타
미상

적절
9(100.0)
3(75.0)
6(75.0)
12(80.0)
4(57.1)
1(50.0)
16(61.5)
51(71.8)

부적절
0(0.0)
1(25.0)
2(25.0)
3(20.0)
3(42.9)
1(50.0)
10(38.5)
20(28.2)

전체
9(100.0)
4(100.0)
8(100.0)
15(100.0)
7(100.0)
2(100.0)
26(100.0)
71(100.0)

 기타 쇽과 중독의 경우 호흡유지가 필요한 환자에서 산소가 투여되지 않은
것이 42.9%, 50.0%였음.

3) 질환별 정맥로 확보의 적절성
<표 34> 정맥로 확보의 적절성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다발성외상
호흡곤란
기타 쇽
중독
기타

적절
7(63.6)
2(22.2)
10(66.7)
3(75.0)
11(73.3)
6(20.7)
39(47.0)

부적절
4(36.4)
7(77.8)
5(33.3)
1(25.0)
4(26.7)
23(79.3)
44(53.0)

전체
11(100.0)
9(100.0)
15(100.0)
4(100.0)
15(100.0)
29(100.0)
83(100.0)

 뇌중풍과 중독의 경우 순환이 유지되어야 할 환자에서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80% 가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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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간 전원 중 모니터링
<표 35> 전원 중 모니터링 시행율

☓
급성심장
질환
뇌중풍
다발성외
상
호흡곤란
기타 쇽

심전도
○
t

121

19

140

☓
123

혈압
○
17

t
140

☓

맥박
○

t

호흡수
○
t

127

13

128

(86.4) (13.6) (100) (87.9) (12.1) (100) (90.7)
167
14 181 166
15 181 170

(9.3)
11

(100) (91.4)
181 172

(92.3)
176

(7.7) (100) (91.7)
12 188 172

(8.3) (100) (93.9)
16 188 173

(6.1)
15

(100)
188

(93.6)
58

(6.4) (100) (91.5)
4
62
58

(8.5) (100)
4
62

(92)
58

(93.5)
42

(6.5) (100) (93.5)
9
51
40

(6.5) (100) (93.5)
11
51
41

12

140

산소포화도
☓ ○
t
127

13

140

(8.6 (100) (90.7)
9 181 168

(9.3)
13

(100)
181

(95)
172

(5) (100) (92.8)
16 188 180

(7.2)
8

(100)
188

(8)
4

(100) (91.5)
62
58

(8.5) (100) (95.7)
994
62 957

(4.3)
5

(100)
62

(6.5)
10

(100) (93.5)
51
41

(6.5) (100) (91.9)
10
51
46

(8.1)
5

(100)
51

(100) (80.4) (19.6) (100) (90.2)

(9.80

(100)

(82.4) (17.6) (100) (78.4) (21.6) (100) (80.4) (19.6)

140

☓

 거의 모든 중증질환에서 이송 중 모니터링이 시행은 10%안팎에 지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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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구급차의 종류에 따른 분석
<표 36> 전원시 사용된 이송수단의 종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사설
병원구급차
119
자가용
대중교통
미상
합계

빈도
692
448
26
246
58
1
8
44
1,523

퍼센트
45.4
29.4
1.7
16.2
3.8
0.1
0.5
2.9
100.0

 병원 간 전원시 이송수단의 적절성에 따른 이송중 모니터링 시행율: 이송수
단이 적절할수록 높은 모니터링 시행율을 보임.
<표 37>이송수단 적절성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율
심전도

혈압

78(6.7)

부적절
P 값

적절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83(7.1)

68(5.8)

66(5.7)

60(5.2)

6(1.7)

6(1.7)

6(1.7)

5(1.4)

4(1.1)

0.001

0.001

0.001

0.001

0.001

 병원 간 전원시 이송수단으로 사용된 구급차의 종류(특수/일반)에 따라 이
송중 모니터링 시행율의 차이를 보임. 특수구급차에서 높은 모니터링 시행
율을 보임.
<표38>구급차 종류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율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수

특수

53( 6.8)

일반
P 값

산소포화도

58( 7.5)

48( 6.2)

46( 5.9)

44( 5.7)

30( 4.3)

30( 4.3)

25( 3.6)

24( 3.5)

18( 2.6)

0.024

0.007

0.015

0.0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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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률 준수 여부
 전원시 이송에 사용된 수단은 사설이송단체 구급차가 가장 많아 1,140건
(74.9%)이었으며 병원구급차 298(19.6%)건, 119 구급차 3.8%였음. 119 구급
차를 비롯한 특수구급차는 694(45.6%)대였음
 동승인력은 운전사 단독이 442명(29.0%)로 가장 많았으며 적절한 경우가
569명(37.4%)였음. 적절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것이 404명으로 가장
많았음.
 병원 간 전원에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전원한 환자는
588명(38.6%)였으며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고 전원한 환자는 576명(37.8%)
이었음

100%
80%
60%
40%
20%
0%
전원온 환자
동의함

전원보낸 환자
동의없음

미상

<그림 19> 명시적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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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온 환자의 50% 이상에서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확인되지 못
하였음. 전원보낸 환자에서도 40%이상에서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거나
확인하지 못한 채 전원하였음.

1. 의뢰
 전체의 56.2%, 조사된 예 중 2/3 (67.1%)가 전원받을 병원에 전원의뢰를 하
지 않고 전원하고 있음.

(1) 전원보낸 병원 수준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라 병원 간 전원을 받는 병원에 의
뢰하였는지 여부에 차이를 보였음(p=0.00)
 지역응급의료 기관의 의뢰율이 가장 낮았음.
100%
80%
60%
40%
20%
0%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뢰함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뢰하지않음

<그림 20> 응급의뢰 기간 수준별 의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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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이유
 전원이유에 따른 의뢰여부의 차이가 있었음.(p=0.00,p=0.02)
 보호자가 희망한 경우 77.4%에서 의뢰하지 않고 병원 간 전원을 함.
 병원 간 전원의 이유가 병원사정 경우에도 의뢰를 하지 않고 전원한 것이
70.3%에 달함.
<표 39> 전원이유에 따른 의뢰율
의뢰함

의뢰하지않음

전체

보호자원함

빈도(%)

187(22.6)

640(77.4)

827(100.0)

병원사정

빈도(%)

224(29.7)

529(70.3)

753(100.0)

(3) 중증도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의뢰여부는 차이가 없
었음(p=0.20)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음.
 중증질환의 의뢰율이 경증질환보다 높았음(P=0.00)
 질환별 의뢰율은 30-40% 수준으로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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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질환별 의뢰율
의뢰함

의뢰하지 않음

전체

급성심장질환

빈도(%)

37(26.4)

103(73.6)

140(100.0)

뇌중풍

빈도(%)

58(32.0)

123(68.0)

181(100.0)

다발성외상

빈도(%)

62(33.0)

126(67.0)

188(100.0)

호흡곤란

빈도(%)

21(33.9)

41(66.1)

62(100.0)

기타 쇽

빈도(%)

22(43.10

29(56.90

51(100.0)

중독

빈도(%)

7(24.1)

22(75.9)

29(100.0)

기타

빈도(%)

194(22.4)

674(77.6)

868(100.00

미상

빈도(%)

1(25.0)

3(75.0)

4(100.0)

빈도(%)

402(26.4)

1,121(73.6)

1,523(100.0)

(4) 체류시간
 의뢰에 따른 체류시간의 차이-의뢰한 경우 체류시간이 유의하게 짧았음.
의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체류시간이 지연되지는 않음.
<표 41> 의뢰여부에 따른 체류시간

체류시간

의뢰함
의뢰하지 않음

N

평균

표준편차

393

3.78

0.66

1,047

3.94

0.72

2) 전원보낸 환자에서의 의뢰율과 의뢰결과
(1) 의뢰율
 300명의 환자에서 336건의 전원의뢰가 시행됨
 336건의 전원의뢰 건수 중에서 의뢰여부

p값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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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의뢰율과 의뢰경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전원받을 병원
의뢰하지 않음
미상
합계

빈도
5
244
70
17
336

퍼센트
1.5
72.6
20.8
5.1
100.0

빈도
264
5
3
6
6
28
24
336

유효 퍼센트
78.8
1.5
0.9
1.8
1.8
8.4
6.9
100.0

 336건의 의뢰 중 의뢰부서
<표 43> 의뢰경로-의뢰 부서
응급실
진료의뢰센터
병동
외래
의국
기타
미상
합계

(2) 의뢰결과
 첫 번째 의뢰에서 거부당한 사람의 빈도는 의뢰된 249건 중 51건으로
20.5%의 거부율을 보임

88

의뢰결과
100%
80%
60%
40%
20%
0%
의뢰결과

수용

거부

미상

<그림 18> 의뢰결과

 받은 병원 수준별 의뢰결과: 의뢰수용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낮았음.
의뢰거부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가장 낮았음
<표 44> 전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의뢰결과

수용

빈도(%)

권역센터
(N=32)
27(84.4)

지역센터
(N=203)
159(84.4)

지역기관
(N=100)
87(87.0)

273(81.5)

거부

빈도(%)

5(15.6)

38(18.7)

8( 8.0)

51(15.2)

미상

빈도(%)

0( 0.0)

6( 2.5)

5( 5.0)

11( 3.0)

전체

 보낸 병원 수준별 의뢰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원의뢰를 거부당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경우 거부율이
17.6%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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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전원보낸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의뢰결과

수용

빈도(%)

권역센터
(N=80)
57(71.3)

지역센터
(N=124)
108(87.1)

지역기관
(N=131)
108(82.4)

273(81.5)

거부

빈도(%)

22(27.5)

6( 4.8)

23(17.6)

51(15.2)

미상

빈도(%)

1( 1.3)

10( 8.1)

0( 0.0)

11( 3.3)

 전원의뢰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의뢰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p=0.61).
(의뢰결과를 알수 있는 환자에서만 분석을 시행함)
<표 46>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의뢰결과
중증-비정상(N=139)

경증(N=149)

수용

빈도(%)

118(84.89)

130(87.25)

거부

빈도(%)

21(15.11)

19(12.75)

 의뢰거부 회수
{ 300명의 환자 중 75%는 1회의 의뢰거부 후 전원되었으며 이 중 6명은 결
국 의뢰수용의 동의 절차 없이 전원되었음. 대부분 전원받을 병원이 전원
의뢰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의로 전원
간 경우가 있었음.
{ 4회 이상 전원 의뢰를 거부당한 환자가 1례 있었으며 이 환자는 75세 급성
췌장염 환자로 과거진료연고와 경제적 이유로 전원을 원한 사례로 과거 진
료연고 병원(타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인근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및 기
관으로 전원의뢰 되었으나 모두 거부당하고 결국 처음 내원한 병원에 입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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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의뢰거부 회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빈도
30
7
2
1
40

유효 퍼센트(%)
75.00
17.50
5.00
2.5
100

빈도
99
173
21
41
336

유효 퍼센트(%)
30.0
52.4
6.4
11.2
100.0

 의뢰 수용 결정의사 수준
<표 48> 의뢰 수용 결정 의사의 수준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미상
합계

 결정의사 수준에 따른 의뢰결과의 차이(의뢰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서만
분석).
{ 전문의의 92.93%가 전원의뢰를 수용하였으나 전공의의 83.24%만이 의뢰를
수용하였음.(p=0.001)
<표 49> 의뢰 수용 결정 의사의 수준에 따른 의뢰결과

수용
거부
전체

전문의
92(92.9)
7( 7.1)
99

전공의
144(83.2)
29(16.8)
173

일반의
12(57.1)
9(42.9)
21

미상
25(8075)
6(19.4)
31

전체
273(84.3)
51(15.7)
324

 의뢰거부의 이유( 중복으로 답할 수 있게 함): 응급수술불가 5건, 인력문제
7건, 시설문제 37건, 장비문제 1건, 기타 1건, 미상 2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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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수술 분가의 이유는 수술 일정이 밀려 현재 수술실 사용 중 1건, 응급
수술 중 2건 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이유를 알 수 없었음.
{ 인력문제는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1건, 지역응급의료센터 5건, 지역응급의
료센터 1건 이었으며 인력부족의 구체적 이유는 해당 전문의, 혹은 전공의
의 휴가(병가), 학회참석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3건, 해당 세부전공 전문의
없음 1건, 이전에 전원받은 환자 진료 중 1건(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거부
함),알 수 없는 이유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안됨 1건, 알 수 없는 인력
부족 2건 이었음

(3) 재전원율
 의뢰된 환자에서의 재전원율은 9.0%였으나 의뢰되지 않은 환자의 재전원율
은 14.2%로 높았음.(p=0.004)
<표 50> 의뢰 여부에 따른 재전원율
의뢰함
(N=402)

의뢰하지 않음
(N=1,121)

전체

재전원 외

빈도(%)

366(91.0)

962(85.8)

1,328(87.2)

재전원

빈도(%)

36(9.0)

159(14.2)

195(12.8)

2. 동의여부
 전체 환자의 56.5%에서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전원함. 조사된 환자 중에
서는 66.9%가 동의 없이 전원함.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 간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의 차이를 보임(p=0.01).
{ 정상-정상군에서는 37.4%가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며 정상-비정상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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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비정상-비정상군에선 43.8%,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32.5%에서 명
시적 동의가 없었음.
{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오히려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
원한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음.
<표 51>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명시적 동의표시율
정상-정상

빈도(%)

동의함
422(39.4)

동의없음
400(37.4)

미상
248(23.1)

정상-비정상

빈도(%)

19(25.7)

45(60.8)

10(13.5)

비정상-정상

빈도(%)

23(28.8)

35(43.8)

22(27.5)

비정상-비정상

빈도(%)

65(42.2)

50(32.5)

39(25.3)

전체

빈도(%)

529(38.4)

530(38.5)

319(23.1)

3. 동승인력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원된 경우가 63.1% 였음.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 간 전원시 동승인
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음(p=0.00)
{ 정상-정상군에서는 68.6%가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으며 정상-비정
상군에서는 41.9%, 비정상-정상군에서는 47.5%,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42.9%에서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표 52>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동승인력의 적절성
적절(N=509)

부적절(N=869)

전체 (N=1,378)

정상-정상

빈도(%)

336(31.4)

734(68.6)

1,070(100.0)

정상-비정상

빈도(%)

43(58.1)

31(41.9)

74(100.0)

비정상-정상

빈도(%)

42(52.5)

38(47.5)

80(100.0)

비정상-비정상

빈도(%)

88(57.1)

66(42.9)

15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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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에서 동승인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음(p=0.00).
{ 중증질환에서는 동승인력의 수준이 48.3%가 적절하였으며 경증질환에서는
27.1%만이 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표 53>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동승인력 수준의 적절성
동승인력수준

적절(N=569)

부적절(N=954)

전체(N=1,523)

중증질환-비정상

빈도(%)

356(48.3)

381(51.7)

737(100.0)

경증질환-정상

빈도(%)

213(27.1)

573(72.9)

786(100.0)

 전원 보낸 병원 수준별 전원시 동승인력 수준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 수준별 전원시 동승인력 수준의 차이가 없음
(p=0.54)
<표 54> 응급의료기관 수준별 동승인력 수준의 적절성
적절(N=509)

부적절(N=869)

전체 (N=1,378)

권역센터

빈도(%)

23(44.2)

29(55.8)

52(100.0)

지역센터

빈도(%)

124(38.4)

199(61.6)

323(100.0)

지역기관

빈도(%)

422(36.8)

726(63.2)

1,1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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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원 위험군 분석 요약
 전원의 위험요소: 전원보낸 병원에 내원당시 생체징후와 글라스고우 혼수점
수가 정상이었던 환자 중에서 전원받은 병원 내원시 비정상으로 악화된 환
자를 분석하여 환자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찾아냄으로서 전원에
따른 위험인자를 밝혀내고자 함.
 전원의 회복요소: 전원보낸 병원에 내원당시 생체징후와 글라스고우 혼수점
수가 비정상이었던 환자 중에서 전원받은 병원에 도착당시 정상으로 회복
된 환자군을 비교 분석하여 환자상태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는 무엇
인지 밝혀내고자 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119의 병원선정 적절성1,2, 전원보낸 병원의 수
준, 질환, 전원보낸 병원에서 시행된 처치의 적절성, 적절 동승인력, 적절
이송수단을 사용함.

1. 전원의 위험요소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 생체징후 및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정상이었던
환자 중 전원받은 병원 도착당시 비정상으로 악화된 환자군의 위험요소는
환자의 질환, 호흡과 순환유지 부적절, 병원전 환자 분류 오류에 의한 부적
절한 최초이송병원 선정, 병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최초 이송병원 선정 부
적절이었음.
 전원위험군의 위험요소는 병원전 분류 부적절과 전원 전 기도확보, 호흡유
지, 순환유지의 처치 부적절이었음. 병원 간 전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119 구급대에 의한 병원전 환자분류가 필요하며 기도확보 및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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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유지의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은 두 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적절한 병
원간 이송수단, 동승인력 수준, 이송시 모니터링의 사용은 전원위험군에서
오히려 높았음.
<표 55> 전원의 위험요소

질환(급성심장질환=1)
뇌중풍
중증외상
호흡부전
기타 숔
중독
기타
미상
기도유지 부적절
호흡유지 부적절
순환유지 부적절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
병원정보 부족

유의확률

Exp(B)

0.00
0.44
0.01
0.18
0.01
0.99
0.01
0.99
0.99
0.00
0.00
0.00
0.90

1.00
0.64
0.14
2.41
5.10
0.00
0.28
0.00
861.00
198.00
363.00
4.44
1.05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상한)
0.21∼ 1.95
0.02∼ 0.70
0.64∼ 9.00
1.46∼17.83
0.00∼ .
0.10∼0.80
0.00∼ .
0.00∼ .
33.67∼1164.59
72.29∼1830.19
1.66∼11.85
0.41∼2.68

 전원의 위험요소는 환자의 질환, 전원전 처치( 호흡, 순환유지), 병원전 환
자분류 오류였음.
 급성심장질환보다 중증외상, 중독, 기타 및 미상의 질환은 상태악화의 위험
이 적었으며 기타 쇽의 경우 급성심장질환보다 위험이 컷음. 기타 쇽의 경
우 병원 간 전원시 상태악화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호흡유지가 부적절할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198배, 순환유지가
부적절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경우가 363배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전원시
환자의 상태안정을 위한 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기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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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도유지가 필요했던 환자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짐.
 구급대원에 의한 중증도에 따른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는 전원시 환자상태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4.4배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었음. 전원시 환자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전 환자분류에 따라 병원선정을 할 필요가 있
음.

 전원보낸 병원에 도착당시 생체징후나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비정상이었
던 환자군에서 전원받은 병원에 정상으로 도착한 환자군에 관한 분석에서
기도확보이외의 요소에서 비정상군과 회복군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
는 없었음. 본 연구에서 환자의 회복에 관련되는 요소는 찾을 수 없었음.

2. 생존/사망에 따른 분석
 119 이송환자 중 최초이송병원의 선정이 적절한 경우 사망률은 6,92%였으
나 선정이 부적절한 경우 사망률이 12.36%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경계적
통계상 유의성을 보였음(P=0.059)
<표 56> 최초 이송병원 선정 부적절에 따른 사망여부
생존

사망

전체

선정적절

빈도(%)

121(93.1)

9(6.9)

130(100.0)

선정부적절

빈도(%)

305(87.6)

43(12.4)

348(100.0)

전체

빈도(%)

426(89.1)

52(10.9)

478(100.00)

 생존/사망에 따른 이송, 체류, 지연시간의 차이: 사망환자가 생존환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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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송과 체류시간이 짧았음.(체류, 이송, 지연시간의 경우 정규분포하지
않아 log를 취하여 정규분포로 변환하여 분석한 값임)
<표 57> 생존, 사망 환자에서 이송, 체류, 지연시간의 차이

이송시간
체류시간
지연시간

생존여부
생존
사망
생존
사망
생존
사망

N
1,165
78
1,165
78
1,032
65

평균
3.9
3.6
3.9
3.6
5.3
5.2

표준편차
0.69
0.73
0.69
0.73
0.80
0.77

p값
0.00
0.00
0.46

 생존/사망에 따른 처치 적절성의 차이는 없었음.
 생존/사망에 따른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 전원보낸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의
수준, 받은 병원의 수준에 차이는 없었음.

제 6절 요약


최초병원의 선정 부적절: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472건 중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로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236건(50.0%), 병원정보
부족으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250건(53.0%)였으며 이를 합하여 병원
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부적절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346건(73.3%)
였음. 이는 전체 전원의 22%에 달함. 119 구급대의 적절한 병원전 환자분
류와 병원정보 이용으로 불필요한 전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병원 간 전원시 처치 및 이송 부적절: 최소한의 응급처치라 할 수 있는 기
도확보 및 호흡, 순환유지가 필요한 환자에서 적절히 시행된 경우가 매우
낮았으며 이송시 모니터링의 시행율도 매우 낮았음.


전원이유의 부적절: 전원의 이유로 보호자나 환자의 희망한 것이 59.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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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었으며 병원사정인 것이 73.0%였음. 병원사정 중 인력문제가
36.9%였고 시설 55.0%, 장비 12.6%였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
센터에서는 시설(중환자실, 병실)부족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의뢰, 동의, 적절한 이송수단, 적절한 동승인력)
 의뢰: 67.1%가 전원받을 병원에 전원의뢰를 하지 않고 전원하고 있으며 지
역응급의료기관의 의뢰율이 가장 낮았음. 병원 간 전원의 이유가 병원사정
경우에도 의뢰를 하지 않고 전원한 것이 70.3%에 달함. 의뢰된 환자에서의
재전원율은 9.0%였으나 의뢰되지 않은 환자의 재전원율은 14.2%로 높았음
 의뢰의 수용: 13.3%의 전원 의뢰가 거부당하였음. 대부분 전원받을 병원이
전원 의뢰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의로
전원간 경우도 많았음. 의뢰받는 의사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전문의의
92.9%가 전원의뢰를 수용하였으나 전공의의 83.2%만이 의뢰를 수용하였음.
 동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오히려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
고 전원한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음.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원된 경우가 63.1% 였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적절한 수준의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으나 병원간 처치
와 모니터링의 수행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전원의 위험요소는 병원전 분류 부적절과 전원 전 호흡유지, 순환유지의 처
치 부적절이었음. 병원 간 전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
에 의한 병원전 환자분류가 필요하며 호흡, 순환 유지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환자가 쇽의 가능성이 있다면 병원 간 전원 시
상태악화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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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병원 간 전원의 개선 방향
제1절 최초 병원의 선정
1. 중증도 분류에 의한 병원 선정
 응급환자를 최초에 이송할 병원을 잘 선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전원을 줄이
는데 가장 중요함. 이송할 병원의 선정은 환자 상태에 합당한 병원, 즉 환
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환자의 중
증도 분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와 특성화가 전제되
어야 함.
 응급환자의 병원선택은 일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결정되나, 119
구급대에 의한 이송, 특히 외상의 경우에는 구급대에 의해 이송 병원이 결
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구급대가 이송하는 경우에도
아직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병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 조사결과 표본병원에서 작성된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
된 경우, 최초 병원 선정은 81.0%에서 구급대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같은 환자에서 구급활동일지를 분석한
결과 36.8% 만이 구급대에 의해 병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됨.
 실제 구급활동일지를 조사한 160예에 대한 표본병원조사에서의 구급대원이
병원을 결정한 경우는 59건(36.9%)임. 이러한 차이는 병원에서의 조사가 환
자의 중증도나 보호자의 유무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거나, 구
급대원의 보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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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8> 병원 자료와 구급활동일지 상의 최초병원 선정자
최초병원 선정자
환자
구급대원
의사
미상
합계

표본 병원 자료
빈도
퍼센트
87
15.0
469
81.0
6
1.0
17
2.9
579
100.0

구급활동일지 분석
빈도
퍼센트
101
63.2
59
36.8

160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타, 지역응급의료센타,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증환자로 판단되면 지역응급의료센타 이
상의 수준의 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경우 환자 중증도 분류 오류에 의해
최초병원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이 50.5%에 달함.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함.
{ 119 구급대의 환자의 의식상태 측정율은 매우 높았으나 의식상태의 측정
이 대부분 A와 V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환자에게 통증자극을 주어 반응
을 보는 적극적이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함.
{ 기타 수축기 혈압과 호흡수의 측정율도 낮아 병원전 환자평가가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119 구급대와 전원보낸 병원 도착당시의 각 측정수치의 차이가 너무 커
환자분류의 정확도도 낮은 것으로 여겨짐.
 현재 119구급대에 있어 병원 전 이송단계에서의 병원선정 기준과 중증도
환자분류에 있어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경
험에 의해 해당 관내의 병원으로 혹은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송해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초기의 부적절한 이송을 줄이고 불필요한 병원 간 전원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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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19구급대가 사용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에 의한 병원선정 지침이 제
시될 필요성이 있음. 단, 지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기관의 수
준별 분포에 따라 적절히 변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사례1. 서울 40대 남성 대동맥판막 수술력 있는 환자로서 급작스러운 흉통
과 호흡곤란으로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이송을 원했으나 구급대원은 인
근 2차병원으로의 이송을 유도함으로 환자와의 갈등유발. 이러한 경우 인근
병원에 이송해봐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체하여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 환자평가와 수술력을 근거로 지침에 따라 3
차병원 급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었음.
{ 사례2. 대전 60대 남성, 뇌졸중의심, 무의식, 혼수, 고혈압. 구급대원은 신경
학적 치료와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으나 환자보호자의
강요로 인근 한의원으로 이송.
{ 사례3. 경기 일산 50대 남성 복통.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으나, 멀리
있는 병원으로의 장거리 이송을 강력요구. 119구급대원과 갈등 유발.

2. 병원 정보에 의한 이송병원 선정
 최초 병원선정이 적절히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병원에 대한 정보가 없
기 때문임. 병원 간 전원의 이유가 병원사정인 경우는 그러한 병원사정을
이송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그 병원으로 이송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119 구급대에 의해 최초 병원이 결정된 567명의 환자 중 병원사정으로 전
원된 환자는 305명으로 52.7%였음.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305명의 환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9명(3.0%),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4명(17.7%),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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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응급의료기관에서 242명(79.3%)이 전원되었음.
 현재는 각 병원에서 자기 병원의 환자수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송자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119 상황실로 직접 전화를 미리 주거나, 혹은 해당병원에
환자이송을 하기 위해 방문한 구급대원에게 그 병원의 상황을 구두로 전달
하여 이를 전 119구급차에 전하고 있음.
 각 병원의 수술실 및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 상황은 현재 응급의료정보센
터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119 상황실과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사용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19 상황실과 응급의료정보센터 간의 적절하고 유효한 병원정보 공
유 채널이 있어야 하고 이 통로를 통해 전원 의뢰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전국의 3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이송정보망 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례1. 2007.3.10 서울 화재로 인한 20여명의 화상 및 유독가스중독환자가
집단 발생, 소방헬기로 인근 공원에 중환을 초기 이송하고 이곳에서 119구
급차를 이용하여 각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진료가능한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긴급 수배하고 효율적 병원선정을 위해 서울1339의 병원안내 도
움을 받아 119의료지도실과 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현장구급차들을 통제, 최
소한의 인명피해만을 냄.

3. 중증도 분류와 병원정보 이용을 통한 병원선정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472건 중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로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236건(50.0%), 병원정보 부족으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250건(53.0%)였으며 이를 합하여 병원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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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346건(73.3%)였음. 이는 전체 전원의
22%에 달함.
 119 구급대의 적절한 병원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이용으로 불필요한 전원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제2절 응급의료정보센타의 효율적 이용과 활성화
1. 응급의료정보센타의 이용 정도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전원의뢰된 환자는 57명(3.7%) 였으며 전원
받을 병원에 직접 의뢰한 경우는 345명(22.7%)였으며 의뢰를 하지 않고 전
원한 경우가 926명으로 60.8%를 차지함
<표 59> 의뢰경로-전원받은 환자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접
의뢰안함
미상
합계

빈도
57
345
926
195
1,523

퍼센트
3.7
22.7
60.8
12.8
100.0

 지역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율의 차이: 수도권의 경우 전원환자의
3.4%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의뢰되었으며 지방의 경우 3.8%가 의뢰되
었음.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부산대의 경우 전원 온 환
자 348명 중 46명(13.2%)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의뢰되어 타 지
역 병원에 비해 높은 1339 이용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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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지역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율
1339
수도권
지방

빈도
%
빈도
%

직접
9
3.36
48
3.82

71
26.49
274
21.83

의뢰안함
183
68.28
743
59.20

미상
5
1.87
190
15.14

2.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 현황
 전국의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병원 간 전원 건수를 보면 지역간의 차이가 두
드러 짐.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며, 다음으로 수원, 의정부,
대구의 순으로 많음.

수원은 주로 아주대병원으로의 전원 환자에 대한 안

내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병원 간 전원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 뿐 임.
<표 61>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 현황(병원안내 2006년)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1년) 간여도

서울

80

59

74

80

80

76

81

81

810

하

부산

747

677

772

888

822

949

829

826

9,324

상

대구

140

158

156

127

104

96

63

49

1,265

중

인천

-

3

-

3

7

11

7

6

53

하

광주

1

6

7

9

6

10

1

6

69

하

대전

8

11

19

16

9

9

13

11

119

하

수원

578

626

578

605

520

692

602

565

6,542

상

의정부

140

136

132

143

125

146

125

121

1,519

중

원주

14

21

12

7

16

17

17

10

153

하

강릉

9

10

16

15

7

16

8

8

131

하

전주

11

15

9

15

15

16

14

18

130

하

마산

55

77

66

81

69

70

59

81

79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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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구급대와의 관계
 119구급대에서 정보센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이용율이 타
지역에 비해 2배에서 최고 8배까지 활성화 되어 있는 부산 응급의료정보센
터의 업무형태를 분석하였음.
{ 긴급한 상황에서 의뢰를 한 119구급대원이 이송 중 병원을 찾아 배회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비하여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지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활용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병원의 협조를 얻어 수용가능하게 만든 후
이를 119에 통보해주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짐.
{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119구급대원 간의 직통 핫라인(휴대
폰)을 별도로 개설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
<표 62> 년도별 병원 간 전원건수 증가 추이 (부산1339제공)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의료기관의뢰건수
의뢰불가율
119구급대 의뢰건수
직원
인력비교
공보의

484
137
5
3

2,776
789
8
4

4,978
1,043
8
4

5,128
14.6%
1,577
8
4

6,833
7.7%
2,313
8
4

9,324
9.9%
3,078
10
5

 조직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119구급대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
려 노력. 실제 부산 구급대원들과의 인터뷰에서 1339정보센터는 119구급대
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에 제공해주고 있고 이송의 어려움 속에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유용한 조직이라 인식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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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 강화방안
1)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병상정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24)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정보센터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으로 정보센터
정보 이용의 편리성 및 신속성에 대한 인식제고
 단순한 병원 상담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정보센터가 갖는 전문화 특성화된
시스템 개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환자의 상
태에 맞는 적합한 병원에 이송토록 구급대원의 역할과 권한 강화
 병상정보를 입력하는 의료기관 수준별 표준지침 개발.

2) 응급의료정보센타의 이용방안 마련의 예
 부산 정보센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보 수집 과정 (부산1339자료)
{ 정보센터 전산망에 의한 병상정보 시스템(자동전송율 97%, 응급실, 중환자
실, 수술실, 입원실, 특수의료장비등 14개항목) 외 자체적로 각 의료기관의
정보를 파악함
{ 파악내용: 각 병원별 진료과목, 야간진료가능과목, 야간수술가능과목, 각진
료과별 24시간 수술 또는 진료가능병원의 의사(과장) 비상연락망 24시간 확
보, 24시간 수술할 수 있는 과장 비상연락망. 각 의료기관 레지던트현황, 수
지접합, 심근경색, 결핵, 화상, 강간, 소아 장중첩, 알콜중독 등 특정 응급질
환에 대한 치료 가능여부, 응급실 혈전 용해제, 산소탱크(일산화탄소중독,
잠수병), 소아 인공호흡기, 뱀해독제 보유 여부를 포함한 각 의료기관의 특
징

24) 안기옥 외.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적절성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17(2):138-14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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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노력과 방법
- 지역내 의료기관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
- 병원별로 특성화 전문화된 병원도 파악.(예, 화상환자, 수부절단환자, MI환
자, 뇌졸중환자등 24시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망도 확보)
- 1차 의뢰는 응급실 당직의에게 의뢰를 하되 급한 경우에는 각 과장에게 직
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확보.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병원 간 전원 뿐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도 119구급대
원이 이송 중 병원선정을 위해 의료기관 시설 장비 인력현황 등을 파악
하여 적절한 병원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함.

3)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
 환자를 받게 할 권위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정책의 권위가 있어야 함.
 병상정보 시스템의 운영개선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 연한을 두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발하고 응급의료정보센
터와 119간에 연계 구축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꾀하여야 함.
 법률 개정에 의한 제재의 효과 이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또는 심사평가원
등에서의 심사 기준 등으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119와의 연계 방안
{ 보건복지부2005 자료에 보면 정보센터의 신뢰도 저하 및 수요 감소의 원인
으로 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78%에 머물러 정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음.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됨.
{ 공공의 조직 간에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로부터의 법과 시스템으로

108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모든 경우의 수를 문서로 제한하고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은 지역자치 단체에
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우수한 정보센터에
적절한 긍정적 보상을 하도록 제언함.

제3절 응급의료기관 수준에 따른 환자 수용능력 강화
중앙응급의료센타에서는 2006년 11월에 전국 응급의료기관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타 16개와 지역응급의료센타 89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조사내용은 시설과 장비 11개 항목, 인력으로 9개 응급의료관련 임상과의 전
문의와 전공의에 대한 조사,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 치료와 관
련된 항목 13개였음.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주요원인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였음.

1. 권역응급의료센타
1) 지정의 법적 요건
(1) 시설기준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30병상, 중환자실의 병상; 20병상, 입원실의 병상 ;
30병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ㆍ전담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그 시설 또는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ㆍ운영되
어야 한다. 다만, 검사실 및 수술실중 대수술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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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응급환자진료구역과 중환자실, 입원실은 권역센타 내에 위의 병상수만
큼 확보되어 운영되어야 함.

(2) 인력기준
 응급센타 의사: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6인 (내원환자수 30,000
명 이상)이명,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함.
 당직체계와 관련되어 시행규칙 제19조 (비상진료체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ㆍ외과ㆍ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소아
과ㆍ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
만,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
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3) 장비기준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식도위내시경 등이 응급실에 준비되어야 하며,
인공호흡기는 중환자실 3병상 당 1개가 준비되도록 되어 있어, 권역센타 전
체로 7-8개의 인공호흡기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현재 수용 수준
(1) 시설과 장비
 혈관조영실/심혈관조영실은 1, 2개 병원외에는 사용 상 문제가 없음.

1, 2

개 병원을 보완하여야 함. 야간 혹은 주간에 전용 수술실이 준비되어 있어
야 함. 시설에 있어서는 중환자실이 가장 문제이나, 법적으로 권역센타에서
는 전용중환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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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응급의료센타의 법적 지정기준이 중증환자 수용을 보장하기에는 부족
함.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고 있어도, 운영 상의 경직성 때문에 필요시 중
증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 따라서 기준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되, 중증환자
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 상의 가변성과 책임자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야 함.
<표 63>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시설·장비)
부족 곤란
경험 센타
/ 응답자
3/16

시설 장비
혈관조영실

1.5(1.5)

1

심혈관 조영실

1.3

2

심장중환자실

7.9

전용인공호흡기

3.5

8/15

11.1(3.5)

6/16

중환자실

48.6

11/16

전용중환자실

19.5

수술실(야간)

없는
센타 수

야간/휴일
사용
불가
센타수

평균 수
(있는곳만)

3

2

비고
강릉동인
일부 사용불가 포함
강릉동인, 원주기독

7/11

아주대, 전북대

(2) 인력
 권역센타에 신경과 전문의 없는 병원이 있음. 야간, 휴일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며, 동일병원에서 전공의부재가 같이 있으므로, 신경과 진료가 불가
한 병원이 3개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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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인력)
전문의수
전체
평균

전문의
부재
병원수

야간,
휴일
전문의
부재
병원수

3.9

0

2

10

3.3

1

3

7.3

심장내과

5.1

0

0

1.5

신경외과

5.6

0

0

6.2

3

3

일반외과

9.5

0

0

11.9

2

2

흉부외과

3.9

0

0

3.6

5

5

정형외과

6.9

0

1

9.7

3

3

7

0

0

10.6

3

3

2.8

0

1

7.4

7

7

과

응급
의학과
신경과

마취과
방사선과

전공의수
전체
평균

전공의
부재
병원수

6

야간,
휴일
전공의
부재
병원수

비고

5(2)

충북대, 마산삼
성, 강릉동인

6
2

전공의
→심혈관조영팀

혈관조영술

(3)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현황
 뇌혈관과 심혈관의 재관류를 시행할 수 없는 병원이 2개 병원이상임. 위의
인력 부족과 연결해서 보면, 권역센타에서 신경과의 보강이 필요한 병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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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처치)
과
뇌혈관재관류
두개내 처치
혈전용해제
심혈관 질환
대상 환자
PCI
혈전용해제
중증 외상 환자
중증외상 전원

시행 불가
센타수
2/16
6/16
2/16

가능 센타
월평균건수
14.4
5.4
7

1/16
1/16
4/16
0/16
4/16

22
19.7
6.1

시행 어려움
있는 센타수

비고

11

13

8

3) 권역응급의료센타에서의 전원보내는 주요 이유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른 병원 간 전원의 이유에 차이가
있었음(p=0.04, p=0.002 )
<표 66> 병원 수준에 따른 병원 간 전원 이유
권역센터
(52)

지역센터
(323)

지역기관
(1148)

전체
(1523)

환자/보호자

34 (65.4%)

184 (57.0%)

552 (48.1%)

770 (50.6%)

병원사정

18 (34.6%)

139 (43.0%)

596 (51.9%)

753 (49.4%)

4) 병원 간 전원 측면에서의 보완 사항
 권역응급의료센타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이유는 주로 인력부족임. 권
역센타에서 인력부족으로 전원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음. 권역센타는 어
느 수준의 응급환자도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시설 부족의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 응급환자진료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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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자료를 보면 전체 권역센타 중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1-2
개 센타에 국한됨. 해당 센타의 중환자실 운용의 원칙을 바꾸도록 유도하여
야 함.
 권역센타에서 혈관조영술, 응급내시경 등의 필수 응급시술을 야간에 가능토
록해야 하며, 특정 응급시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다른 병원에
서 이를 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함.

2. 지역응급의료센타
1) 지정의 법적 요건
(1) 시설기준
 응급환자진료구역; 최소 20병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환자실, 입원
실의 별도 운영에 대한 규정은 없음.
 예비병상에 관하여 전체 병원 병상의 1/100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
급실 전담의사가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
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
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인력기준
 응급센타 의사: 응급의학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4인. 24시간 3년차 이상
이 근무하여하 함. 당직체계는 시행규칙 제19조 (비상진료체계)에 지역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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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센터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
상을 두도록 함.

(2) 장비기준
 인공호흡기 2대, 초음파검사기 등이 응급실에 준비되어야 함.

2) 현재 수용 수준
(1) 시설과 장비
 심혈관조영실이나 혈관조영실이 없는 곳이 1/4 정도 됨. 있는 센타도 야간
에 사용할 수 없는 곳까지 포함하면 1/3이 넘음.
 인공호흡기의 부족을 경험한 곳도 1/3, 중환자실 부족을 경험한 곳이 3/4
으로 대부분이 중환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표 6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시설·장비)
시설 장비

평균 수
(있는곳만)

없는
센타 수

야간/휴일
사용 불가
센타수
8

부족 곤란
경험 센타
/ 응답자

심혈관 조영실

1.2

24

심장중환자실

6.2

42

16/41

전용인공호흡기

2.5

0

26/76

수술실(야간)

8.6(2.9)

0

24/80

혈관조영실

1.3(1.2)

20

30.7

1

5.6

76

중환자실
전용중환자실

9

22/62
31/4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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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신경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센타가 1/5정도 되며, 야간, 휴일
을 포함하면 그 수는 1/3 정도로 늘어남.

<표 68>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인력)
전문의
전체
평균
2.4

전문의
부재
병원수
8

야간, 휴일
전문의부재
병원수
22

전공의
전체
평균
5.3

전공의
부재
병원수
46

신경과

2.7

15

28

2.9

52

52

심장내과

3.0

17

26

1.4

30

34

신경외과

3.6

0

6

4.2

30

38

일반외과

5.1

0

3

6.7

27

27

흉부외과

2.5

16

23

2.3

58

58

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야간, 휴일
전공의부재
병원수
48

4.9

0

5

6.1

24

24

14.4

0

4

6.3

32

32

2.6

21

30

2.9

52

55

비고

전공의
→심혈관
조영팀

혈관
조영술

 중증환자의 치료능력은 뇌혈관과 심혈관의 재관류로 볼 때, 1/2 정도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음.

116

<표 69>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수용 수준(처치)
과
뇌혈관재관류
두개내 처치
혈전용해제
심혈관 질환
대상 환자
PCI
혈전용해제
중증 외상 환자
중증외상 전원

시행 불가
센타 수
25/89
53/89
28/89

가능 센타
월평균건수
6.6
4.5
3.9

12/88
31/89
40/87

16.6
18.4
4.6

34/87

시행 어려움
있는 센타수

비고

60/89

62/89

67/87

4) 병원 간 전원 측면에서의 보완 사항
 지역응급의료센타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이유는 인력부족이 여전히
가장 많으나, 그와 더불어 시설, 장비 부족도 비교적 많은 전원 이유임. 일
정 지역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인력, 시설, 장비 투자가
필요함.
 시설 부족의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더불어 병실 부족도 큰 이유임. 예비
병상의 운영을 강화하여, 인력과 장비의 수준으로 보아 흡수 가능한 질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지역센타는 센타가 격차가 심하고, 중증질환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다
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성화를 통해 차등화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도
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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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환자 이송 체계(mobile ICU)의 마련
1. mICU의 수요
1) 장비의 필요
 병원 간 전원 간에 악화된 환자와 불안정한 상태로 전원된 환자 228명 중
{ 인공호흡기 필요 환자군 은 호흡 부전 환자 군 18명(7.89%)이었음.
{ 쇼크 환자에서 수액과 혈액 주입기가 필요했던 쇽환자는 64명(28.07%)이었
고 이중 외상으로 인한 쇽 환자는 8명(3.51%)이었음.
{ 의식이 비정상인 환자에서 산소투입과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환자군은
175명이었으며 이중 기도확보가 시행되지 않은 환자는 128명(73.1%)이었음.
이들 중 산소투여율은 75명(42.86%)였음.
{ 기타 집중치료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중증질환에서 전원 중 모
니터링 시행율은 모든 질환에서 10% 내외였음.
<표 70> 중증 질환에서 전원 중 모니터링 시행율

☓
급성심 빈도
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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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
t
19

(86.4) (13.6)

뇌중풍 빈도

167

14

(%)
다발성 빈도
외상
(%)

(92.3)

(7.7)

호흡곤 빈도
란
(%)
기타
쇽

빈도
(%)

176

12

(93.6)

(6.4)

58

4

(93.5)

(6.5)

42

9

(82.4) (17.6)

☓

140

123

혈압
○
17

(100) (87.9) (12.1)
166

15

(100) (91.7)

181

(8.3)

188

☓

t
140

맥박
○

127

13

(100) (90.7)

(9.3)

181

11

181

172

9

(100)

(95)

(5)

188

172

16

(100) (91.5)

(8.5)

16

188

173

15

(100)

(92)

(8)

62

58

4

(100) (93.5)

(6.5)

4
(6.5)

51

40

11

(100) (78.4) (21.6)

12
(8.6

(6.1)

(8.5)

58

128

(100) (91.4)

170

172

62

140

호흡수
○
t

(100) (93.9)

(100) (91.5)

(100) (93.5)

☓

t

51

41

10

(100) (80.4) (19.6)

58

994

(100) (93.5)

62

(6.5)

51

41

10

(100) (80.4) (19.6)

산소포화도
☓
○
t
127

13

140

(100) (90.7)

140

(9.3)

(100)

168

13

181

(100) (92.8)

181

(7.2)

(100)

180

8

188

(100) (95.7)

188

(4.3)

(100)

957

5

62

(100) (91.9)

62

(8.1)

(100)

46

5

51

(100) (90.2)

(9.80

(10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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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의 필요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 간 전원시 동승인
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음(p=0.00)
{ 정상-정상군에서는 68.6%가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으며 정상-비정
상군에서는 41.9%, 비정상-정상군에서는 47.5%,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42.9%에서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표 71>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동승인력의 적절성
정상-정상
정상-비정상
비정상-정상
비정상-비정상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적절(N=509)
336(31.4)
43(58.1)
42(52.5)
88(57.1)

부적절(N=869)
734(68.6)
31(41.9)
38(47.5)
66(42.9)

전체 (N=1,378)
1,070(100.0)
74(100.0)
80(100.0)
154(100.0)

{ 중증질환에서 동승인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음(p=0.00).
- 중증질환에서는 동승인력의 수준이 48.3%가 적절하였으며 경증질환에서는
27.1%만이 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표 72>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동승인력 수준의 적절성
동승인력수준
중증질환-비정상
경증질환-정상

빈도(%)
빈도(%)

적절(N=569)
356(48.3)
213(27.1)

부적절(N=954)
381(51.7)
573(72.9)

전체(N=1,523)
737(100.0)
786(100.0)

 특히 악화된 환자와 불안전 환자 군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정상-정상군과
정상-비정상군 간의 비교 결과)
{ 전원보낸 병원의 수준은 두 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적절한 병
원간 이송수단, 적절한 동승인력 수준, 이송시 모니터링의 사용은 전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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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오히려 높았음.

2. mICU의 지침서
 1993년 ACCCM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Critically Ill Patients"이
1999년과 2004년25)에 개정됨.

1) 동반인력
 운전자 외에 최소 두 명이며, 둘 중 하나는 중증환자 전원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사 혹은 간호사이어야 함.
 중증환자 전원에 필요한 교육에는 BLS와 ACLS에 익숙해야 하며, 상급기
도확보, 정맥주사치료, 부정맥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2) 최소 구비 장비
 기도확보와 산소투여 장비
백밸브마스크, 산소리저버, 마스크와 튜브, 후두경(MacIntosh 1, 2, 3, 4
Miller 0, 1, 2), 기관지 삽관용 stylets, Magil forceps, 기관지관(2.5 ~ 8.0),
기도기
윤상갑상절개용 키트, lubricants, nasal cannulas, 산소 튜브,
 기본 처치 장비
반창고, 알콜솜, 정맥주사용 세트, 손전등
infusion pumps, 3-way, IF solution
 외과 기구
 모니터링 장비
EKG monitor, pulse oxymetry, blood pressure monitor, respiratory rate
25) Warren J, Fromm RE, Orr RA, Roteool LD, Horst HM; ACCCM. Guidelines for the interand intrahospital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CCM 32(1); 256-26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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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CVP monitor, pressure monitor, ICP monitor, capnography)
 소생술에 사용되는 약물 (37)
adenosine, albuterol, amiodarone, atropine, calcium chloride, dextrose 25%,
dextrose 50%, digoxin, diltiazem, diphenhydramine, dopamine, epinephrine,
furosemide, glucagon, heparin, isoproterenol, labetalol, lidocaine, mannitol,
magnesium sulfate, methylprednisolone, naloxone, nitroglycerine injection,
tablets, nitroprusside, normal saline, phenobarbital, potass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terile water, terbutaline, verapamil
(morphine, fentanyl, larazepam, midazolam, propofol, etomidate, ketamine,
succinylcholine, pacuronium, ataracurium, rocuronium, prostaglandin E1,
surfactant)
 기타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
transport

ventilator,

transcutaneous

pacemaker,

spine

immobilization

device

3. 중환자 이송체계 구축방안
 이송체계의 주체는 중앙응급의료센타이며, 시설과 장비는 응급의료정보센타
에서 관리하고, 의료인력은 권역센타에서 지원함. 119 구급대를 근간으로
하되 중증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함.
 출동 거점을 선정하고, 병원 간 전원의 적응 범위를 설정함. 원칙적으로
1339를 통해 의뢰오는 경우 필요성을 판단하여 출동을 결정하지만, 119와의
연결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 마련.
 필요 인력의 종류와 수의 결정하여, 권역응급의료센타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중환자 이송팀을 구성함.

20-30명의 주요과 상급 전공의를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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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당직비를 지급.

전시간 고용체계인 응급구조사는 사설이송업체

혹은 별도의 조직 구성으로 구성함.

인력에 대한 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

함.
 비용추계로 독일의 의사탑승차량 1년 유지비 80만 유로(11억원)임. 우리나라 년
간 유지비 5억 추정(응급구조사 8명; 2억, 의사; 1억8천, 기타 경비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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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침서의 내용
이 지침서는 전원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지침서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전원 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원
칙을 제시함으로써 병원 간 전원에 관련된 결정 시 판단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
고자 함. 이 지침서는 병원 간 전원에 관련 된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따를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전원 적절성은 병원 간 전원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요
건을 갖추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되는 것임.

제1절 전원의 정의
이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전원의 정의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으로 한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
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기관 상
호간의 이송으로 정의함.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의 대상을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으로 제한한 이유
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이 지침서에서 병원 간 전원의 필요요건으로 정
하고 있는 요건들에 대한 준수능력 및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이 제한적

123

이기 때문에 필요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정
하였음.
 즉, 의원 등에서 응급환자의 전원 시에는 지침서와 법에서 정하는 필요요건
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과정은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와 의원에서의 전원 또는 입원환자의 전원 등과 같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이 아닌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상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하여 이송 또는 전원
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에서 병원전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병원선정이 병원 간 전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

제2절 적용 대상 환자군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이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현재 상태가 불안정
하거나 향후 상태의 악화가 예기되는 응급환자이다. 환자의 상태는 내원 당
시 호소하는 환자의 주증상, 기저질환, 활력 징후 및 손상 기전 등을 통해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
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판단 근거가 의무기록과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정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질병, 분만, 각종 사
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자.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2조에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와 응급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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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으로 규정함.
{ 문제점
응급의료, 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자신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서로 의존 하
는 순환 논증의 오류

2. 대상 환자군 설정방법
1) 귀납적 방법
 법이 응급의료상황의 존재여부 즉 응급증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기준자체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어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임상적용에 어
려움이 발생함. 무엇보다도 환자의 전원여부를 결정할 때 초진이나 신체검
사 등의 간단한 소견만으로 결론내린 추정적 진단명으로 응급증상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단순 복통 환자의 초
진 소견만으로 환자가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법에 의해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의 정의를 특정 중증질환자군(급성심장질환, 뇌중
풍, 호흡부전, 기타 쇽)과 비정상 RTS(Revised Trauma Score)과 , 5m 이
상의 추락, 체간 관통상과 같은 중증외상환자로 정하였고, 병원 간 이송 전
후 혈압, 호흡수를 포함하는 생체징후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를 기
준으로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자 하였음.
{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 응급환자의 정의로 응급환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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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역적 방법
 판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판례마다 응급의료상황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검토하여 기준을 만들어가는 임.
{ 판례를 통해 응급의료상황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각의 사안을 기
존의 판례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고 그 사안만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의료영역의 자율성,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단하여야 함.

3. 판단 시점


대상 환자군을 정하는 데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응급의료의
필요성 판단하는 시점임.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밝혀진 정황들을 결과적으로 고려
하여 당시에 응급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적(ex post) 판단과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당시에 의사가 인지할 수 있었
던 상황들만을 토대로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응급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전적(ex ante) 판단방법이 있음.

 실제로 응급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예상되는 응급처치 등을 판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의료

를 지속할 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사임. 지침서의 응급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 방법을 취하고 있음.
 응급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환자
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함. 그 예가 혈압, 호흡수 등의 활력징후 및 글
래스고우 혼수척도의 측정과 환자의 주증상이나 손상 기전이 중증 환자군
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함. 이와 같은 조사 후에 환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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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가 예기된다면 중증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침의 대상 환자군에 포함됨.
 전원 전 최초 병원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즉, 생체징후나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측정조차 되지 않은 환자는 전체 1,532명 중 140명(8.5%)에 달
함. 최초 병원 내원시가 아닌 최초병원에서 전원 대상 병원으로 출발 당시
생체 징후 및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가 측정되지 않은 환자는 113명이었음.
이는 최초병원 도착 시를 포함하여 전원이 결정된 후 전원 대상병원으로
출발하는 시점까지도 생체 징후 및 의식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은 환자가 있음을 의미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없이 즉, 해당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의료
가 필요한지 또는 이송 전 최초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
없이도 병원 간 전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원 전 후 환자 상태 변화에 따
른 결과에 상관없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없이 전원 하였으므로 부
적절한 전원에 해당함.
 실제 응급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예상되는 응급처치 등에 대한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의
료기관에서의 응급의료를 지속할 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병원 간 전원 결정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해당 의료기관의 진
료 환경을 고려한 병원 간 전원 결정이 가능함.
 환자 평가에 대한 예는 혈압, 호흡수 등의 활력징후 및 글래스고우 혼수척
도의 측정, 환자의 주증상이나 손상 기전 등이며 이러한 평가 결과 해당 환
자가 지체 없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현
재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앞으로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기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정화 시킬 수 없다면 중증환자의 병원 간 전원 지침의 대
상 환자군에 포함됨.
 결국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의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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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재량에 의해 개개 환자의 경우 적용되며 이 지침서가 제
시할 수 있는 것은 응급환자 해당여부 및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최소한으로 준수되어야 할 요
건들과 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제시임.
 이러한 환자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내원 병원에서 전원 결정 시점까지의
진료과정이 반드시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병원 간 전원의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문서화된 근거에 의해 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환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주어진 진료환경과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을 고려하여 전원을 결정하였다면 지침서에서 제시된 의사결정 과정이 준
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즉, 전원 적절성은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
의 판단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전원의 전과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예측되었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적절한 병원 간 전원으로 평가됨.
 환자 평가에 대한 의무기록 상의 근거가 당시 진료 환경에서 해당 환자가
지체 없는 응급의료의 제공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한 결과와 일치한다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예를 들어, 측정된 생체 징후가 불안정적이
거나 생체 징후조차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병원 간 전원이 이루
어진 경우(저혈량성 쇼크가 의심되는 위장관출혈환자를 정맥로 확보없이
전원한경우가 그러함. 반대로, 토혈로 내원한 환자를 내원 당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라도 정맥로 확보없이 전원한 경우 등이 그러함.)
 외국의 판례에서도 Vickers v Nash General Hospital 사건26)에서 특히 응
26) Vickers v Nash General Hospital, 73 F3d 139(4th Ci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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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나 치료가 특정 상태에서 필요한지 여부
에 대한 의사 판단의 적절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EMTALA의 법조문 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의사가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비응급 상태
라고 인식하여 약물 선별검사, 방사선촬영이나 검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 근거가 문서화 되어 남아있다면, 검사시행여부와 관
련하여 EMTALA의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제3절 병원 간 전원의 결정
1. 병원 간 전원의 결정기준
원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전원은 부적절하다. 다만,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응급의료
의 수준과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과
위험을 판단하여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의무기
록 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원이 고려되는 환자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의무,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금지, 응급의료지속의 의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의 의무27)

간에 법익의 충돌이 발생함.
의료인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의 의무보다는
진료의무가 우선함.
 원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경우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의 전원을 결정하는 것은 금기임. 따라서 대상 환자
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
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의료인의 전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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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중 전원 전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병원 전원을 한 경우 이
는 현행법 상28) 부적절한 이송으로 판단될 수 있음. 다만, 법에서 정하는
합법적인 적절한 전원 결정 근거는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자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환
자에게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의사가 판단한 의학적
근거에 의한 전원임.29)
 환자에 대한 전원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을 즉, 그
시설 및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도에서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
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30)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안정시킬 수 없거
나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를 안정
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전원을 하여야 함. 예를 들어 흉부외과적 수술이 필
요한 대동맥박리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
하여 전원을 결정할 경우 수액처치나 수혈과 같이 혈압을 안정화시키기 위
한 노력을 하여야 함.31)
 우리 법32)과 EMTALA에서 모두 환자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 즉 의학적
28)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 [응급의료중단의 금지]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급환
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29) EMTALA는 의학적 응급상황(emergency medical condition)을 법에 의해 정의하고 그에 대한 안정
화(stabilization)를 정의함으로써 전원 대상 환자를 불안정한 의학적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치료를
통해 안정화된 상태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정화를 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전원을 결정해야하
는 경우를 의학적 이유에서 환자에게 더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0) EMTALA에서도 의학적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환
자는 전원 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다만 의학적 이유에 의한 전원이 환자에게 위험보다 이익을 제
공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내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후 전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31) 1998년 OIG/HCFA의 Special Advisory Bulletin에 의하면 이송 전 환자 평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개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따라, 이러한 선별적인 검사는 비교적 간단한 진찰에서부터 해당 병원
과 담당의사가 이용 가능한 보조적인 서비스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잡한 것까지에 이른
다.”로 요약된다.

130

응급상황에서는 전원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조사 대상
환자 중 234명의 환자들은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이 이루어
졌음.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한 전원에 해당됨.
 전체 1,532명 중 전원보낸 병원과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생체징후나 글
라스고우 혼수척도의 결측된 환자는 145명(9.5%)으로, 측정 된 환자 1,378명
중 전원 전후의 생체징후가 정상-정상군은 1,070명(77.6%)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비정상군은 74명(5.4%), 비정상-정상군은 80명(5.8%), 비정상-비정상
군은 154명(11.2%)였음.
 이러한 전원 전후의 환자 상태 변화를 기관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기관 수
준 별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보내는 병원의 수준에 관계
없이 환자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전원 위험군 환자들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 또는
현재의 생체징후는 안정적이나 악화될 가능성이 예기되는 상태에서 의학적
이유 또는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동반 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
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송 도중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내에서는 최선
의 조치를 취해 안정화 시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가 문서화
된 기록에 포함됨과 동시에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집중
치료를 위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만
전원이 결정되어야 함.
 전원 적절성의 판단 기준은 환자의 안정화 여부가 아닌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이 취한 조치 즉, 안정화를 위
한 노력의 존재 유무가 판단기준이 됨.
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서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
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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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부적절한 전원이 환자의 나쁜 예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처치
부적절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적인 책임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음.
 전원 전후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생존의 차이
가 있었음.(p=0.00) 정상-정상군에서는 사망이 2.2%에 불과하였으나 정상비정상군에서는 21.6%, 비정상-정상군에서는 10.0%, 비정상-비정상군에서
는 17.5%를 보였음.
 따라서, 정상-비정상군의 사망률이 비정상-정상군의 사망률보다 높아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서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전원
이유가 의학적 필요에 의한 이유가 아닌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와 환자
의 상태에 따른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 된 경우 부적절한 전원으로 평
가될 수 있음.
 전원이 환자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연구 기간 중
외상환자에 대하여 직접내원 환자군과 전원군 간에 중증도 보정을 통한 사
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원군이 직접내원군에 비해 상태적인 위험이 약 2.951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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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3> 응급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CHECK LIST33)
AIRWAY

VENTILATION

CIRCULATION

NEUROLOGY

TRAUMA

METABOLIC

MONITORING

LMA
기도기(AIRWAY)
기관 삽관 기도 확보
Paralysed, sedated and ventilated
Transport ventilator
Adequate gas exchange
혈압, 맥박에 대한 평가
출혈량에 대한 평가 및 명확한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 여부
수액 등을 통한 혈액량 보충
말초 또는 중심 정맥로 확보 여부
경련 등의 조절
(대사성 원인에 대한 고려 EX. 저혈당)
뇌압상승에 대한 처치
경추 고정
기흉 및 혈흉의 감압
흉강 내 또는 복강 내 출혈에 대한 조절
복부 손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처치
장골 및 골반골 골절에 대한 안정화
혈당
칼륨, 칼슘을 포함한 전해질 수치
산-염기 상태의 정상화
체온유지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체온

33) The Intensive Care Society.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the critically ill adul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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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정당성 확보
전원 결정 시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규정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고려한 수용능력과 응급의료절차 및 응급환자의 전원에 관한
내부지침(별첨 1)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원 이
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1)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정당성 확보
 전원 보낸 병원의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별 이송 전 처치를 분석한 결과 이
송 전 처치와 수용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나 환자에 대한 이송 전 처치
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적절
한 전원임.
 즉,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서도 각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능력 및 수용능력이
있으나 이송 전 처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
절한 전원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의료인에 의한 전원 결정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에는 그 의료인은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료거부 및
응급의료거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의료법 제16조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였다면, 동법 제55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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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종사자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 경우 동법 제62조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동조의 벌금형을 부과함. 이에 비하여 의료법 제68조에 의해서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므로 응급의료거부죄의 처벌 정도가 더
높음.
 진료거부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의료
법 상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임. 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의료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현황 등 사회적 여건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함.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
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
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응급환자의 경
우에는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은 일
반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
{ 환자의 병상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내지 진료시설이 없어 진료가 불가능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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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실의 만원으로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환자에 대하여 마취전문의의 지원이 불가능하
여 수술을 못한 경우
{ 환자의 과량음주 등으로 적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진료비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그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는 해석하고 있음.34)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이 현실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
가에 대해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의료인과 응급의
료종사자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환자에게
최종적인 진료 즉, 수술 또는 입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미가 아닌 주어
진 진료 환경에서 최대한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라는 의미임. 즉, 응급진료
후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전술한 대로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전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진료비가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비지불을 보장함으
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내지 회피를 방지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이며 결
론적으로 진료비지급불능은 응급의료의 거부 내지 회피에 대한 정당한 사
유가 될 수 없음.
 응급의료에 있어서 거부금지 의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
고 있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부적절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은 응
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
원 시 환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송 전에 해당 의
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의 수용능력 하에서 해당 환자에게
34) 문재우, 의료법상에 나타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대한병원협회지. 제20권 제6호
(1991.6)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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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대한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만 한다는 것과 그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안정화시킬 수 없을 때에만 전원하도록 하는
정당한 사유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
 이 연구에서 전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원 이유에 관한 결과 중 조사대
상병원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병원 간 전원의 이
유는 환자 및 보호자가 희망한 것이 827명(54.3%)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사
정으로 전원된 것이 753명(49.4%)였음. 전원의 이유는 중복으로 표시하였음.
{ 환자 및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된 경우 지리적 연고 때문이 84건, 인적연
고 78건, 과거진료 106, 현재 진료연고 41건, 596건이었음.
{ 병원사정으로 전원된 환자는 753(49.4%)건이었음.
{ 인력이 부족하여 전원한 것은 576(37.8%)건 이었고 그 중 전문 과목 부재
는 395(68.6%)건이었고 일시적인 전문의 부재가 188(32.6%)였음.
{ 인력부족의 경우 주진료과별 분포는 내과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
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순이였음.
{ 시설이 부족하여 전원한 것은 123건(8.1%)였으며 그 중 수술실 부족은 26
건(21.1%), 중환자실 부족 84건(68.3%), 병실부족 20건(16.3%)이었음.
{ 장비가 부족하여 전원한 것은 124건(8.1%)였으며 그 중 CT 9건, MRI 27건,
angiography 48건, 위내시경 26건, 기관지내시경 13건, 인공호흡기 6건, 혈
액투석기 3건 이었음.
 조사 기간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된 환자의 경우에 학회 등으로
인한 전문의의 일시적 부재를 이유로 전원 된 경우가 있었으며, 유사한 이
유로 통상적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수용능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사정 특히, 인력이
나 시설, 장비 부족을 이유로 전원이 발생하는 것은 감소 가능한 전원 또는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전원으로 평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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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원 된 환자는 13명이
었으며 권역센터에서 전원 되는 환자의 전원 이유 중 25%에 해당함.
 우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장비
와 인력 기준에 대한 기준만을 마련하고 있음. 즉,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
료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구분하고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
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이러한 일정 기준들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구분은 그 시설, 인력, 장비 기
준에 따른 만큼 우리 법에서의 전원 대상 병원으로서의 수용능력을 판단하
는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전원 수용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
료센터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소생실 2개, 수술실 한
개,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병상 수 등의 시설기준과 응급의학 전문의 등의
자격기준을 포함하는 인력의 수,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장비기준 역시 그 개수와 위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비의 질적 수준
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35) 이 연구 결과에서 조사 된 전원 이유에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 병원 사정으로
인한 전원이 각각 18건과 139건이었음. 이는 현재의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
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실질적인 운영과 가용성이 규정과 달리 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임.
 특히,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한 52건의 전원 중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13건, 시설부족으로 인한 것이 2건, 장비부족으로
인한 것이 5건으로 법률적 규정과 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
35) EMTALA에서는 응급환자의 전원 대상 병원의 수용능력을 정의하면서 수용 한계(occupancy limit)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환자를 수용해야 할 경우가 빈번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자의 병동 이동이나
인력의 추가적인 배치 등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운영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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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수용능력을 고려한다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사정으로 발생
한 전원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전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
 따라서 전원 이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원 보내는 병원의 수준
에 따른 수용능력 즉, 해당 의료기관의 장비와 시설, 인력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 내부의 당직체계 또는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및 예
비병상 확보의 실질적인 내부 방침이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실제 진료
가능한 범위를 평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조사기간 중 조사대상 병원에서 전원 보낸 환자군에 대한 결과에서 전원
보낸 병원의 수준에 따른 전원이유의 차이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
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보호자희망으로 전원을 보내는 경우가 지역 응급의료
기관 보다 높았고, 반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병원사정으로 전원을 보내는
경우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높았음(p=0.00)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병원 간 전원의 발생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추정.
{ 전체 병원사정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33%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서는 6.67%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20%, 지역응급의료
기관에서는 54.84%이었고, (p=0.00)
{ 전체 병원사정에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는 52%였으며 시설부족은 권역응급
의료센터 사정 중 90%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전체 병원사정에서 장비가 부족한 경우는 12.12%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의 경우 24.19%가 장비부족으로 전원을 보냈음.(p=0.00)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동급 또는 상급 응급의료기
관으로 전원 하는 환자군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원 이유에서 환자/보
호자의 희망에 의한 전원이 전체 300건의 전원 중 179건이었고 반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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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병원 사정으로 인해 전원 한 경우는
전체 300건 중 109건이었다. 병원 사정 중 인력부족은 전체 병원사정의
33.3%, 시설부족은 전제 병원사정의 60.6%, 장비부족은 전제 병원사정의
12.1%를 차지함.
 보낸 병원 수준별 인력부족의 주진료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권역응급
의료센터의 경우 신경외과와 응급의학과의 주진료환자가 인력부족으로 전
원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학과가 주진료하는 환자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전원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응급의학과가 주진료하는 환자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전원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과계 환자가 많았음.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비상진료체계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적 기준이 신경외과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 강화되어야 함.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외과계
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 외에 응급의학과를
포함하는 응급실 전담의사의 확보가 환자 평가를 통한 불필요한 전원을 줄
이는데 있어 시급함. 또한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실질적으로 병원 내부의
지침에 의해 당직체계를 포함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보낸 병원 수준에 따른 시설부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환자실 부족으로 시설부족의 60%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환자실부
족은 85%를 차지하고 있었음.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실부족으로 인해 전원을 하는
경우는 시설 부족의 35~40%를 차지하고 있어 응급의료센터의 중환자실과
병실부족이 전원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 된 예는 123건 중 84건으로 68.29%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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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시설부족은 모두 중환자실 부족이었음. 지
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시설부족의 44.74%, 지역응급의료기관의 78.31%j가
중환자실 부족이었음.(p=0.00)
{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설부족으로 전원을 보낸 경우의 42.11%가 병실부
족으로 인한 것이였음.
 따라서,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별 수용능력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을 포함
하는 병실 운영에 있어서 응급병상을 포함한 병상확보 및 급성기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 입원실 등의 운영에 관한 내부 방침의 마련이 시급.
 장비부족은 대부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의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부
족한 장비로는 혈관조영술 관련 기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음. 혈관조영술
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는 급성심장병환자, 대량 객혈환자는 지역응급의료
센터 이상의 수준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전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임.
 2006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36)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대부분이 중증외상환자와 PCI 또는 혈전용해제의 사용 적응증이 되는 심혈
관계질환의 환자, 뇌혈관 재관류와 두개내처치, 혈전용해제의 사용이 가능
하다고 조사되었고, 일부 센터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되었음.
인력 면에서도 야간, 휴일을 포함하는 각과 전문의의 부재에 대한 조사 결
과 대부분의 센터가 응급의학과를 포함하여 심장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신
격외과 등의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실
질적인 수용능력 강화와 그에 대한 정보 확보가 중요.
36) 중앙응급의료센타에서 2006년 11월에 전국 응급의료기관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에서 권
역응급의료센타 16개와 지역응급의료센타 89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시설과 장
비 11개 항목, 인력으로 9개 응급의료관련 임상과의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한 조사, 그리고 뇌혈관, 심
혈관, 중증외상 환자 치료와 관련된 항목 13개였다.
그 중 병원간 이유의 주요원인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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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와
예비병상의 확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에 따른 그 운영
의 면을 구체화하고 있음.
{ 비상진료체계에 포함되는 전문영역은 주로 응급수술 등의 응급환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과들로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
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임.
{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응급실을 전담하
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
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
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예비병상의 확보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에 대해서
는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
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필요
함.
{ 현실적으로 응급실 과밀화와 대형병원 입원병상 수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 대기환자가 적체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예비병상의 확보 및 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고려되어야 함.
{ 인력 기준에 의한 전담전문의 및 해당과 전문의의 확보 역시 원활하지 않
으며 같은 이유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위한 수술실 및 마취전
문의의 확보 역시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음. 따라서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의 전원 의뢰 시
단순히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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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
{ 현재 병원 간 전원에 있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응급의
료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의 병상 및 수술실의 실질
적인 운용에 대한 정보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른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이 주요 응급질환 및 이 연구 결과 조사된 전원 발생의 이유를 고려하
여 개선, 보완되어야 하며 그 실제적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응급의료절차에 대한 병원 방침에 대한 기준 마련
 각 병원은 병원 내부 방침에 의해 자체적인 응급진료 과정을 정하여야 함.
즉, 해당 의료기관의 당직체계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을 고려하여
주간/야간에 가능한 진료과목과 장비를 이용한 검사, 응급수술 또는 분만
등의 가능 여부, 가용한 병상 수 등을 포함한 병원 자체의 응급진료 과정에
대한 기준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다양한 수용능력과 다양한 이용 가능한
장비, 인력들로 인해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음.
 명시화된 응급의료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해 의료기관이 그 기준적인 진료
진행 절차를 정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개개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
야 함. 즉, 전원 적절성을 판단할 때 모든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응급의료에 대한 지침을 따랐는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됨.
 병원 자체의 내부지침이 마련되면 환자와 행정기관에 의한 전원 적절성 판
단 시 기준이 될 것임. 즉, 조사 당사자들은 문서화 된 병원 내부의 방침과
절차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등의 기준에 의한 적정
의료진, 응급실 내부의 방침들과 일상적인 진료절차에 대한 규정들, 실제
지침서들과 그에 관한 문서화된 다른 문서들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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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류들과 실제로 드러난 것을 비교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관

련된 병원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에 의해 문서화된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평가 시 문서화 된 지침의 준수 여부가
포함될 경우 평가 주체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지어 개개인에게 병원
측의 과실에 의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반대로 병원이 이
러한 지침을 벗어남에 의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
명해야만 함)
 반대로 응급환자의 전원을 포함하는 응급진료진행 과정이 병원 내부의 문
서화 된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전원의 적절성이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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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간 전원의 주체
① 전원 결정의 주체는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으로 결정에 대하여 책임
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단, 전원 주체가 의사가 아닐 경우 권한을 해당의료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원 주체는 환자나 보호자
로부터 전원 결정 및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고 이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별첨2.)
②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할 때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여
야 한다.

1) 전원 결정 및 전원 대상 병원 선정의 주체
 환자가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인지 여부는 항상 해당 의료기관
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판단해야 함. 그 판단 결과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한 전원을 결정
하고 전원 대상 병원의 수준 및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진료를 의뢰하는 것
도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원 결정의 주체는 응급의료종
사자를 포함하는 의료인이 되어야 함.
 조사대상 병원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군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이미
병원 간 전원이 환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것이 827명(54.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원 결정의 주체가 의료진이 아닌 환자 및 보호자라는 의
미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원에서도 보호자나 환자의 희망에
의해 전원이 결정된 것이 59.7%였음.
 병원 간 전원의 이유에 따라서 의료진에 의한 수용능력 여부 및 의뢰여부
의 차이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희망한 경우 60.5%에서 의뢰하지 않고 병원
간 이송이 이루어졌음. 병원 간 이송의 이유가 병원사정, 인력부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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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의뢰를 하지 않고 이송한 것이 51.7%에 달하였고, 또한 권역 응급의
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의뢰율이 떨어짐. 그러나, 전원
이유에 관계없이 의학적 권고에 의한 전원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 의
한 전원 역시 반드시 전원 대상 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도 전원 결정의 주체를 환자나 보호자가 아님. 전원
의 정당한 이유 자체인 해당의료기관의 능력을 환자나 보호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절차에 의하
면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나 직접 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을
통해 의료인이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법 제9조에 의한 응급의료의 설
명·동의 의무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원결정이나 전원 이유 혹은 전
원 대상병원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절한 전원으로 평가될 수 있음.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전원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역시 해당
병원 또는 의사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진료 및 전원 지연에 따른 악결과 발생 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전원결정의 주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
사가 되어야만 법적으로나 의학적인 이유에서 전원이 적절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임.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환자의 전원자체에 대한 동의 뿐 아니
라 전원이유 및 전원 대상병원의 선정에 대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자가 충
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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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확보
 응급의료에 있어서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의료행
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설명과 동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즉, 응급
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
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
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때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동법 제
9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응급환자의 경우,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치
유될 수 없는 건강침해를 초래하거나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처치
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의사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신체적·정신적 반응 또는 치료목적
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도 있
음.37)38)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제한 내지 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즉, 전원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의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즉 환자가 안정화 된 후에라도 차후에
환자의 상태 및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39)
37)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 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개정판. 2003. 동림사. pp128
38) Laufs/Uhlenbrunk, Handbuch des Arztrechts, 3.Aufl.2004, §63 Rn13,
39)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 25885] 두부외상에 대한 처치에 대하여 해당 환자가 응급입원 당시
및 의식회복 후 발생한 신경마비증세에 대한 치료가 급박하여 치료방법 및 약제사용에 관한 사전설명
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전에 치료방법, 약제의 선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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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이라도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
는 경우, 반드시 그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확보되어야
함.
 전원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해당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의무는 해당 의
료기관의 수용 능력에 따른 의학적 권고에 의한 전원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에도 적용됨.40)
 이 연구 결과 병원 간 전원에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전원한 환자는 588명(38.6%)에 불과하였으며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고 전
원 한 환자는 576명(37.8%)이었음. 나머지 환자군은 동의여부를 알 수 없었
음.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른 병원 간 전원에 대한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의 차이를 보였는데,(p=0.01) 정상-정상군에서는
37.4%가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며 정상-비정상군에는 60.8%, 비정상-비정상
군에선 43.8%,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32.5%에서 명시적 동의가 없어 환자
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오히려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원한
약제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해도 투약에 동의할 것으로 추정되며, 위 대퇴골두골저 무혈성괴사의
부작용은 지극히 비전형적인 사례이고 그 발생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이므로 두부손상이 완치된 후 부
작용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
고 설령 이를 원고들에게 예고하였다 손치더라도 그 발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역시 배척하여 결국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먼저 위 원고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 하에서 의식이 회복되기 전까지의 투약에 관한 한
사전의 설명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그때까지 의사의 설명의
무를 면제함.
40)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환자가 장파열, 복강 내 출혈로 보였고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의사로서는 그 당시 의식이 있었던 환자
나 병원에 동행한 동료 또는 전화통화가 가능하였던 환자의 처에게 환자의 상태가 조기에 수술을 하
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 그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개복술
을 시행하고 수술개시가 지연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상
황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환자의 처가 집 근처에서 수술받기를 희
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를 당한지 2시간이 지나 위 병원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
는 의원으로 전원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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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음.
 환자의 동의가 유효한 동의로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능력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데, 전원 대상 응급환자의 경우 그 질병과 손상의 중
증도로 인해 혹은 저혈당, 음주나 약물의 효과로 인하여 의식이 없거나 저
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동반 보호자도 없
이 내원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구급대원이나 경찰에 의해 보호자 없이
직접 이송된 경우에는 이러한 응급환자의 동의능력의 장애가 환자의 의학
적인 응급상황에 따라 일시적이고 가역적일 수도 있고 사고 발생이후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능력을 고려해서 적법한 방법
으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
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
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
함.

149

3)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전원에 대한 설명·동의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전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없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
조에서 응급의료중단의 금지에 관하여,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
써 전원 또는 지속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법에서 정의하는 응
급환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41)
{ 이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거부나 전원 거부의 이유 및 환자의 행위능력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예기될 수 있
는 악결과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야 하고 전원 결정은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응급의료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42)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전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비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퇴원을 주장
하는 환자에 대하여 병원과 의사가 취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하여
EMTALA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43)
41) [대법원 1996.6.25.선고 94다13046] 의학적 권고에 의한 전원 권유에 환자나 보호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상처 부위의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그 환자
나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기하거나 그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환자가 그 권유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하였다.
42) [대법원 2005.1.28선고 2003다14119] 대법원은 자살시도로 유기인계 농약 음독 후 응급실에 내원
하여 위세척을 포함하는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위세척을 시행하지 못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
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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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개 환자들에게 환자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병원의 의학적 선별
검사 또는 안정화를 위한 치료를 해야 하는 병원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
② 필요한 의학적 선별검사에 대하여 제안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다
시 돌아올 것을 권고.
③ 개개 환자들의 특정 증상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설명해서 환자들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④ 개개 환자가 제안된 의학적 선별검사를 거부할 정도의 행위능력이 있는지
를 결정. 법에 의해서, 병원들은 행위 능력이 온전한 개인이 요청을 확실히
거부할 때에만 선별검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중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학적인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음주 상태의 환자는 검사나
치료 없이 그 환자가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
이 결정될 때까지 병원에서 퇴원해서는 안 됨.)
⑤ 의학적 선별검사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서를 확보. 이 별도의 서식에는 개개 환자의 행위능력, 위험과 이
득, 논의 과정에 관여한 가족 구성원의 참석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함. 만
약 환자가 퇴원 전에 서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환자와
논의를 한 사람과 목격자가 서식에 서명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함. 병원은
질관리를 위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의학적 선별검사나 안정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와 의사 소통을 하는 적절한 방식과 법적인 권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⑥ 개개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이러한 의사소통과정을 기록해야 함. 한다. 자세
하게 기술된 의무기록이 선호되며, 특히 기록에는 검사를 거부하는 것의 위
험이 개개 환자와 논의된 것이 반영되어야 하고, 자세하게 개개 환자의 거
부 이유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함.
43) Robert A. Bitterman, MD,JD,FACEP. Providing emergency care under federal law: EMTALA.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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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병원 간 전원의 필요요건
1.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전원 의뢰
전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 이송 거
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또는
직접 환자를 의뢰한다.
 전원의 주체인 의사는 전원의뢰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전원 대상 병원에 제공하고 전원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환자를 적절
한 이송수단 및 장비, 인력, 첨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구체적인 의뢰방법이나 전원 대상 병원에 대한 설명의 요건 등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형식이 없음. 다만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에 관한 규정에서 응급환자 전원시 의료인은 응급의료정보
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원 의뢰시의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환자실을 포함하
는 가동병상 여부와 응급수술을 위한 수술실의 사용가능 여부, 수술을 하게
될 외과의와 마취과 의사의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통하여
전원을 수용하는 병원/의사에게 전원 대상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확보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전원의뢰 여부 뿐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소견을 포함하는 정보
의 제공이 중요.44)45)우리 법원도 전원하는 환자 상태를 설명해야 하는 의

44) [대구지방법원 2005.8.16.선고 2001가합 16962] 감돈성 장폐쇄증 환아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
을 하기에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환아를 당시 전원한 병원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수 없

152

무에 관하여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응급의료의 시간적인 제약과 함께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음.46)
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대학병원까지 전원시킴으로써 감돈성 장
폐쇄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 또는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고 전원 될 당시 원고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전원 받은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전원을 받은 대학
병원에서 환자의 위급상황을 알았더라면 수술시기를 좀 더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등을 저
질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술을 적기에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하였다.
45) [서울고등법원 1996.10.15 선고 96나16768] 태아가 둔위로 빠른 시간 안에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이 불가피한 산모를 병원 사정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전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면서 인근병원
에 전화로 환자의 증세 및 둔위산모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원 대상이 되었던 병원 응급실 간호사는 수술이 가능
하니 환자를 보내도 좋다고 하여 환자를 그 병원으로 보낼 뜻을 말하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원을 의뢰하는 의사는 환자가 그날 07시 30분까지 제왕절개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의 상태
에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전원 받는 병원에서도 당일 07시 30분까지 제왕절개수
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전원을 받은 병원의 간호사가 위 환자의 전원 문의에 대하여 당시 그 병원에는
제왕절개수술을 할 능력을 갖춘 의사가 없었고 그 능력을 갖춘 유일한 의사가 병원까지의 출근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상태가 의사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위
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술이 가능하니 환자를 보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전원하는 병원 의사로부터 환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즉시 제왕절개술을
위해 의사에게 병원에 나와 달라는 전화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시간가량(환자 병원도착 후 약
30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연락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소외 법인 측인 전원을 한 병원
으로서도 전원 조치시 전원 대상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가 그 날 7시 30분경까지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야 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해주지 아니하고 전원 대상 병원에서 그 시간까지 제왕절
개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46)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복부외상환자를 중환자실부재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
는 과정에서 초기 처치과정에서 환자가 수액공급으로 활력징후는 정상화되었으며 특별한 출혈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원 시 복부출혈과 소장돌출을 보였고 전원하는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이 응
급수술 준비를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을 알 수 있
었음에도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의 실시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으며, 또한 전원 대상 병원 의
사가 해당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을 실시할 능력이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원하는 병원 의사가 환자의 생체징후나 혈색소 수치상 이상이 없고, 특별한 출혈소견은 보이지 않는
다는 등의 대답만을 하고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구체
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전원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좋
아 즉각적인 응급개복술 실시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환자의 생존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전원
하는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이 불가능한 전원 대상 병원으
로 전원시키고, 더욱이 전원 과정에서 전원시킨 병원 응급실에서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개복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전원 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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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환자 중 전체의 56.2%, 조사된 예 중 2/3 (67.1%)가 의뢰를 하지
않고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사대상 환자 중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전원 의뢰 된 환자는 57
명(3.7%)에 불과하였으며 전원 받을 병원에 직접 의뢰한 경우는 345명
(22.7%)였으며 의뢰를 하지 않고 전원 한 경우가 926명으로 60.8%를 차지
하였음.
 의뢰절차는 응급실을 통한 경우가 78.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대부분의
진료의뢰센터는 주간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1.5%로 많지 않았으며, 직
접 의국을 통해서 또는 주간에 외래를 통해 전원 의뢰를 하는 경우가 각각
동일하게 1.8%였고, 일부 병동을 통한 전원 의뢰가 0.9% 정도 였음.
 의뢰여부에 따라 응급진료 결과에도 차이를 보여 의뢰된 환자에서의 재전
원율은 9.0%였으나 의뢰되지 않은 환자의 재전원율은 14.2%로 높았
음.(p=0.004)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 간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
법이 가장 많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해당 의료기관 내에 전원 의뢰를 받는 일정한 절차가 확
보되어 있는 않아 전원 의뢰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
서 일관된 전원 의뢰 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 강화하여 현재 지역 간 차이는 있지만 병원 간
전원에 있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각 병원의 병상 및 수술실의 실질적인 운용에 대한
정보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정보센터의 업무를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환자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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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으로 정함.
{ 제28조에서는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
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이송하는 병원에서의 조치 및 전원의 시점
적절한 전원 시점은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현재 또는 앞으
로 악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자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때이다. 다만, 이송 직전까지 환자
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되 환자의 안정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나 시술, 결과 확인, 약물투여 등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1) 의학적 선별 검사의 범위
 우리 법에서는 이송 전 전원 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적
절한(appropriate)" 의학적 선별검사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47)
 개개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 따라, 이러한 환자 평가를 위한 선별적인 검
사는 비교적 간단한 진찰에서부터 해당 병원과 담당의사가 이용 가능한 보
조적인 서비스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잡한 것까지에 이르
고,48) 해당 병원 응급실 능력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조적인 서
47) EMTALA에서도 “선별(screening)”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법
에 의해 요구되는 검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못한다.
48)1998년 OIG/HCFA advisory bulletin on the patient antidumping statute, 63 Federal Register
6748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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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포함한다고 해석되기도 함.49) 이것에 의하면 의학적 선별검사의 범
위를 “간단한 과거력과 진찰부터 요추천자, 임상병리 검사, 컴퓨터 촬영과
같은 진단적 검사나 시술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단계까지”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해석됨50).
 미국 연방법원은 병원이 환자가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전원이 필
요한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검사를- “결정적인 의학적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시.51)
즉,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가 통상적으로 초음파, 컴퓨터
촬영 등의 시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검사들이 해당 환자가 응급상황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러한 장비들을 이용가능 함.
 병원은 통상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인력이나 장비 등의 자원을
확장하거나 응급실 환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강제
하지는 않고 다만 해당병원에 이미 존재하는 수용능력과 보조적인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개개 환자들에게 환자의 보험 상태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함.52)

2) 적절한 의학적 선별검사의 구성요건
 미국 연방법원은 “적절한 의학적 선별검사”에 대하여 두 가지 구성요건을
판시.
49) 103 Stat 2154,2245(1989); 42 USC 1398dd(a)
50) HCFA Interpretive Guidelines, V-19
51) Correa v Hospital San Francisco 63 F3d 1184(1st Cir 1995); Baber v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977 F2d 872, 879(4th Cir 1992); Gatewood v Washington Healthcare Corporation,
933 F2d 1037, 1041(DC Cir 1991)
52) 여기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EMTALA에서도 그 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인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인종, 보험여부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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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검사는 “결정적인 의학적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전술한 의학적 선별검사의 범위로 정의됨.
{ 두 번째는, “정확하게 동일한 수준의 선별이 실제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
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53)
 이러한 미연방 법원의 정의는 EMTALA의 제정 목적에 준하여 증상이 같
거나 유사하여 비슷한 정도의 응급 환자들 간에 다른 검사와 치료가 제공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MTALA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CMS54)는 의학적 선별검사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것을 정의하려하지 않고 각 병원의 의학적 선별검사는 특정
사실관계와 각 환자와 각 병원에 대한 특수한 상황에 의한다는 입장을 유
지.55)
 최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CMS도 연방 법원의 기준과 동일한 입장을 취
하고 있음.
{ “의학적 선별검사는 합리적인 임상의학적 신뢰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과정
이

며, 그것은 의학적인 응급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병원이 일관된 방식으로...응급상황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기위해 합리
적으로 이미 해오던 선별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EMTALA에 충족
할 것이다.”56)
 경제적 이유에 의한 치료의 차별을 막기 위한 EMTALA의 목적에 충실하
기 위해 “의학적 선별검사는 개개인의 치료에 대한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개개 환자들에 대하여 병원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의
53) Correa v Hospital San Francisco, 63 F3d 1184 (1st Cir 1990)
54) 2001년 6월 secretory of HHS는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HCFA)의 명칭을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로 바꾸었다.
55) 59 Federal Register 32099(1994)
56) HCFA Interpretive Guidelines,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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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선별검사여야만 한다."라고 정의함.

3) 이송전 환자 평가에 따른 처치와 치료의 범위
 우리 법에서는 병원 간 전원의 적절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응
급의료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전원의무
를 규정하면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EMTALA에서는 예를 들어, 전원 전 시행한 검사에 대하여 결과를 기다리
느라 이송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환자를 이송한 뒤 결과를 차후에 송부하
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전원 결정의 적절한 시점은 해당병원 또는 의사가 응급환자를 대상
으로 우선 응급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원의 유일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
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
을 때임.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중증도 판단과정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여 신속하게 중증
도를 파악한 후 환자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최종적인 안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지되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인력과 장
비를 포함하는 주어진 의료 환경 하에서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후 필요시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조속히 후송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조기 중증도 판별, 기본적 응급처치, 후송여부의 지연결정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158

결과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이 때 환자의 중증도 평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의 정확성은 전원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판단과정이 환자의 증상
에 대해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함. 즉,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로 판단되
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를 포함하는 시설이 특정 질환군의 환자
에 대한 수용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전원 결정을 지연하고 환자의 안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처치 등을 계속하여 전원이 지연되는
경우는 전원 시점 지연에 따른 부적절한 전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
 전원을 결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전원의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
는 것은 전술한 바대로 의학적 선별검사의 범위 및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
관되고 전술한 정당한 이유로 전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해당 병원이나 의사
는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회를 잃지 않고 비가역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적절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이 연구에서 전원 전 환자에게 시행된 처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송
전 환자상태의 안정화를 위한 처치로 질환별 산소투여, 말초 정맥로 확보
및 이송 중 모니터링 시행률 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전원 보낸 병원 및
전원시 시행한 처치에 관해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의식상태가 글래스
고우 혼수척도 8점 이하인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유지가 되지 않은 경
우를 부적절하다고 정의하였을 때, 기도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환자는 175명
중 128(73.1%)명이었음.
{ 기도확보영역에서 기도유지기가 삽입된 경우 22건, 기도삽관이 54건이었음
{ 전원 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호흡수가 비정상적인 경우(분당 29회 이상 혹
은 10회 미만) 산소가 투여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정의하였을 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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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자 중 20(28.2%)명에서 산소가 투여되지 않았음.
{ 호흡유지 영역에서 산소가 투여된 경우가 427건이었음.
 전원받은 병원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였을 때 어떠한 방
법으로든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착한 경우를 부적절하다고 정의하
였을 때 83명의 환자 중 44(53.0%)명에서 정맥로가 확보되지 않았음.
{ 순환유지 영역에서 말초정맥로가 확보된 경우가 619건이었으며 중심정맥삽
관이 된 경우 19건 있었음.
{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이 시행된 경우 4건 있었으며 제세동이 2건에서 시
행되었음.
{ 기타 사지고정이 42건, 경추고정이 27건 있었음.
 이러한 이송 전 안정화를 위한 저치의 적절성은 환자의 상태 악화와의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과실에 대하여 환
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음.57) 실제로
이 연구결과 중 사망환자에 대한 분석에서 16명의 사망환자 중 기도유지,
호흡유지, 순환유지 중 처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분석한 결과 16명
의 환자들 중 7명의 환자에서 11건의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음.
 반대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하거나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전원이
57) [광주지방법원 2003.9.5 선고 2001가합 1257] 전원 당시 환아들의 상태가 단순한 산소투여만으로
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투여가 즉시 필요하다고 인
식하게 되었으면 기도삽관과 산소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한 후 호흡정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앰
부 백 등을 준비하고 전문요원을 동승시켜 지체 없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
로 전원을 시키는 등으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의 치료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
도 이러한 응급처치나 준비 없이 인공호흡기가 1대 뿐이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
원에서의 치료 종결 이후 상급의료기관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가량 의료진의 관찰과 치료
를 차단시킨 잘못이 있다고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
못으로 말미암아 망아들의 폐렴이 악화되어 심한 호흡곤란과 이로 인한 저산소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
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즉 망아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처
치 및 부적절한 전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아
니한 이상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들 및 망아들의 부
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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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어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 또는 의사가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58)59)
 각 질환별 이송 전 또는 이송 중 처치에 대하여 구체화할 수는 없으나,
일부 타 지침서에서 인용된 경우60)
예를 들어
{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을 통한 기도 확보
{ 산소 공급 및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감시
58) [수원지방법원 2002.5.24.선고 2000가합5165]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후송되어 온 후 응급진
료 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
박하지 않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하여 과잉진료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전원조치가 늦
어진 결과 환자로 하여금 적기에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는 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기에 치료 받을 기
회를 놓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환자에게 일차
적으로 행해진 응급진료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이었던 것으로 판단
되고, 또 진료에 소요된 37분의 시간도 위와 같은 정도의 진료행위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보여
지며, 응급진료를 마치고 곧바로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점, 이 사건의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뇌수술이 불필요한 정도의 미만성 뇌 축삭 손상 증세를 일으켜 종합병원에 도착하여서도
복강 내 출혈의 치료를 위한 개복 수술만이 시행되었을 뿐 뇌수술은 행하여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
어 일차적으로 시행된 응급진료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9) [서울지방법원 1998.12.2 선고 96가합52651]전원 결정 시점에 관한 판례에서 분만 후 감입태반으
로 인한 출혈 환자에 대하여 피고가 환자 처치 과정에서 산후출혈에 대한 최후의 처치방법으로 자궁
적출술의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하여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시킴으
로써 자궁적출술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혈만 시행하면 출혈이 멎
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출혈이 시작된 후 약 50분이 경과할 때까지 혈액이 도착하기만 기다리
다가 수혈을 실시한 후에도 출혈이 멎지 아니하고 혈압이 더욱 급격히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전원을
결정하여 출혈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20분이 경화한 후에야 뒤늦게 구급차를 부르는 등 환자를 허겁
지겁 전원한 잘못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자궁적출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환자의
사망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나타난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신속한 전원을 지체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60) The Intensive Care Society. Guidelines for the transport of the critically ill adul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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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흉의 경우, 흉관 삽입 등을 통한 감압
{ 중심 또는 말초를 통한 정맥로 확보
{ 저혈량성 쇼크 상태로 추정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수액,
혈액 등의 공급
{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혈압 상태인 환자에 대해 출혈 또는
패혈증 등의 감염에 대한 평가.
{ 장골 골절에 대한 통증조절, 고정, 신경 및 혈류에 대한 보존
{ 삽입된 비위관을 통한 배액 등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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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간 전원의 준비
환자에 대한 평가 후 중증도에 따라 전원 대상 병원 결정 한 후 이송수단과
동승자, 이송 중 감시 장치, 필요한 장비, 처치를 위한 기구, 이송 중 투여되
어야 하는 약물 등을 구비하여 이송한다.
①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정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평
가되었을 경우 중환자 구급차(별첨 3), 항공이송과 같은 특수한 이송수단
선택을 고려한다.
②병원 간 이송 도중 예상되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처치능력을 갖춘 동승자를 탑승시킨다.
③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이동성 장비 및 이송 중 약물 투여가
가능한 장치, 이송 중 환자의 지속적 감시 장치 등을 확보하여 이송한다.

1) 병원 간 전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1조 2항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시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송절차를 밝힌 시행규칙에서 응급의
료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1)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 시 이송수단
 전원 대상 환자는 전원 대상병원으로 대부분 병원구급차 또는 사설이송단
체, 간혹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이송 되며 이송 도중 동승한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은 구급차 내에서의 환자의 임상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감시와 그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원시 이송에 사용된 수단은 사설이송단체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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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가장 많아 1,140건(74.9%)이었으며 병원구급차 298(19.6%)건, 119 구급
차 3.8%였음. 119 구급차를 비롯한 특수구급차는 694(45.6%)대였음.
 따라서 이송 중 환자 감시 장비 등을 포함한 중증의 환자 이송을 위한
Mobile ICU나 ALS unit과 같은 특수구급차를 포함하는 중환자 이송체
계61)62)의 도입 고려되어야 함.
 전원 과정에서 환자 상태의 악화가 환자의 최종적인 예후에 영향을 미쳐
법적인 분쟁화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전원 당시 예기되는 전원 과정에서
의 환자 상태의 악화에 대한 이송 도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감시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63)
61) Mobile ICU는 병원 내 또는 병원 간 중증 환자 이송 시 부적절한 환자 감시 장치 및 전원과 관련된
환자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하여 개발된 이송 수단의 일종이다. 그 예로 LSTAT(Life Support for
Trauma and Transport, Integrated medical Systems Inc)에는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흡입기, 환자
의 혈역학적 상태에 대한 감시 장치, 약물투여와 침습적인 감시 장치, 이산화탄소측정기, 혈액 분석기,
심전도 등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Mobile ICU의 도입이 환자 이송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
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 감시가 중단되지 않고 환자 상태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즉각
적인 반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동승인력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되고 있다.
George CV, Demetrios D, Marino G, Peter R, Patrizio P, Linda SC, Life Support for Trauma and
Transport: A Mobile ICU for Safe In-Hospital Transport of Critically Injured Patients. J Am
Coll Surg 199(1):2004:62-68
62) 구급차 내의 장비 및 약물은 해당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마취과학회와 응급의학회에서 권고하는 탑재 장비들은 다음과 같다.
Respiratory Support Equipment(Airways, Oxygen, Mask, nebulizer, self-inflating hand-ventilation
assembly, suction equipment, intubation set, emergency surgical airway set, pleural drainage
equipment)
Circulatory Support Equipment(Monitor/defibrillator/external pacer combined unit), pulse oximeter,
aneroid sphygmomanometer, vascular cannulae, IV fluids and pressure infusion set, infusion
pumps, arterial cannulae, arterial monitoring device, syringes and needles, pericardiocentesis
equipment, a sharps disposal container and a bag for biological refuse)
Other Equipment(nasogastric tube and bag, urinary catheter and bag, nasal decongestant spray,
instruments, sutures, dressing, antiseptic lotions, gloves, thermal insulation and temperature
monitor, splints and equipment for spinal and limb immobilization, neonatal/pediatric/obstetric
transport equipment when applicable, dressing, bandages, slings, splints and tape, cutting
shears and portable torch, gloves and glasses for staff protection)
63) 광주지방법원 2003.9.5 선고 2001가합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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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 시 동승자
 전원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지속적인 감시와
처치가 필요한 정도라면 응급구조사 뿐 아니라 반드시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 능력이 있는 의료인의 동승을 고려하여 해당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
치를 할 수 있으며, 이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적절한 전원으로 판단될 수 있음.
 연구 결과 조사대상 환자군 중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원
된 경우가 63.1%였음.
{ 동승인력은 운전사 단독이 442명(29.0%)로 가장 많았으며 적절한 경우가
569명(37.4%)였음. 적절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것이 4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승인력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원이 62.7%
에 해당하였음.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라 병원 간 전원시 동승인
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음(p=0.00)
{ 정상-정상군에서는 68.6%가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으며 정상-비정
상군에서는 41.9%, 비정상-정상군에서는 47.5%,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42.9%에서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
단되었어도 동승자가 부적절하였음.
{ 질환별로는 중증질환에서 동승인력의 적절성의 차이가 있었는데,(p=0.00) 중
증질환에서는 동승인력의 수준이 48.3%가 적절하였으며 경증질환에서는
27.1%만이 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전원 보내는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과 일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 수준별 이송 시 동승인
력 수준의 차이가 있었음.(p=0.03) 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이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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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에서 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하였고 40%가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
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이송 시 32.6%에서 적절한 동승인력이 탑
승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50.3%에서 부적절한 동승인력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송 중 동승인력에 관하여 이 조사에서 나타난 동승자의 적절성 즉, 동승
자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준수 유무는 환자의 중증도를 포함하여 이송 전
후 활력징후를 안정화 시키는 데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률적
규정을 준수한 적절한 동승자의 탑승이 직접적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법에서 정하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
지 않은 획일적인 동승자 규정만으로는 중증환자의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동승자에 관한 규정 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1
조에 의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
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해서는 제48조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에 대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만을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
사의 배치에 관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
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 등에 응급
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정하고 있
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개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이송 인력을 정하
기 어려우므로, 중증환자에 대한 구체화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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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TALA에서는 이송 중 장비·인력 기준은 모든 의학적 적응이 되는 전원
을 정의하면서 “자격을 갖춘 인력과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필수 이송 장비와
의학적으로 적절한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한 전원이 유효하다.”64)라고
규정하고 있음.
 EMTALA에 의하면 전원하는 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전원 받는 병원에 의
해서 인수 될 때까지는 그 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이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적절성과 합법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음. 환자 이송
에 선택되는 이송 방식과 장비, 인력은 이송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기 가능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65)
 EMTALA는 “자격을 갖춘 인력과 장비”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화
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의사가 산모를 이송하면서 태아 감시 장치 없이
응급 분만에 수련된 의사를 동반하지 않고 전원한 것에 대해 EMTALA를
위반했다고 판시하였음.66) 판사는 또한 “이송 장비”를 안전한 환자 이송에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한다고 해
석하고 있음.
 이처럼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동승자에 대한 고려는 그 동승여부뿐
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동승자의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예를 들어, 분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전원시에는 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의 동승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응급처치 이 경우에는 응급분만 등에 대처하여 적절한 응
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동승여부가 전원 적절성을 판단할 때 고
64) 42 USC 1395dd(c)(2)(D)
65) Burditt v US Dept HHS, 934 F2d 1362(5th Cir 1991)
66) 위 각주 58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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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어야 함.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 이송 시 반드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
료진의 동승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동승한 경우라면 환자
의 상태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지만 동승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이
송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과 장비
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송을 하는 것이 응급환자 전원에 있어서 의사의 주
의의무를 다하는 것임.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사를 포함하는 전문
의료 인력이 동승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전원하는 주체가 되는 병원/의사
가 판단할 때 그 환자의 상태가 전원 도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동승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3)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 시 장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환자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악화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상 환자의 전원 시 준수
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시설 기준이나 동승해야 하는 인력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은 구조대및구급대편성운영에관한규칙 제
27조에 의해 구급차에 두어야 할 응급처치기구 등 장비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에 두는 장비를 기본
장비로 하되, 그 소유 장비·보유기준 및 사양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에 대하여 의료장비는 후두경 등 기도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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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호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지용 하의(MAST), 부목 및 기타 고정 장치,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임.
{ 구급의약품은 수액제제로서 비닐 팩에 포장된 것,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
용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코올 및
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임.
{ 통신장비는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
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다만 소방서 구급차에 장착된 무
전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전파 지정기준에 의한 전파를 사
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구급차무전기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비 기준이 중증의 응급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동승한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대처하여 응급처치 하기에 충분
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이송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구급의약품의 하
나인 에피네프린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이송거리와 이송시
간이 짧은 경우 자동제세동기와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심전도와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감시하는 경우조차 거의 없고, 따
라서 이송도중 환자 상태를 감시하여 적절한 산소투여 정도 및 기도삽관과
같은 호흡 보조 장치의 사용조차도 전무함.
{ 즉, 법에 의한 규정과는 별도로 전원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의 특정 상태
에 따라 예를 들어 경련성 질환으로 전원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의 경우에
는 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경련에 대하여 경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항
경련제 등을 추가로 비치하여야만 함.
{ 즉,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급차에의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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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승한 인력의 처치능력과 이송에 필요
한 장비의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전원 도중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신체검사 또는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감시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인력과 그에 필
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동승하여야 함.
 전원 중 모니터링 영역에서 심전도감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84건, 혈압, 89
건, 맥박수74건, 호흡수 71건, 산소포화도 64건 있었음. 특히, 중증질환에서
이송 중 모니터링이 시행율은 급성심장질환, 뇌중풍, 다발성 외상, 호흡곤
란, 기타 쇼크 거의 모든 중증질환에서 10%안팎에 지나지 않아 환자 평가
에 따라 중증 질환으로 판단 된 환자에 조차 최소한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장비 기준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0조(지도·감독)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법에서는 구급차에 동승 인력은 간호사나 응급구조
사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하는 의사 및 의료인으로 법에 의한 구성요
건은 충족하게 되나67) 전술한 대로 전원에 관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권위 있는 병원 간 이송에 관한 지침서등도 마련되어
67)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사설이송단체이고 일
부 전원하는 병원의 구급차이고 이 때 동승자는 해당 병원의 수련의의 형식적인 탑승이나 수련의조차 확보되지 않
은 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나 해당 사설이송단체에 소속된 응급구조사이다. 이로써 법에서 요구하는 전원시 구급
차에 동승해야 하는 인력요건은 충족하게 되나 해당 인력이 얼마나 전원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숙지
하고 있으며 상태의 악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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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때 현재 법에서 정하는 전원 간 이송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기
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환자가 병원 간 이송과정에서 이송인력 및 장비의 부
족이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과연 그
법적인 책임 및 환자에 대한 보상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보완 또는 이를 대치할 만한 병원 간 전원에 관한
적절한 지침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병원 간 전원에 관하여
환자가 병원 간 전원 과정에서의 악화로 인한 법적 책임의 발생 시 그 인
과관계가 병원 간 전원 도중 만약 구비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장비·
의약품 또는 동승인력으로 인하거나 혹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장비의 운용
이 적절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예기 하여 회피할 수 있었던 악결과가 발생
하였다면 그 책임을 비단 전원의 주체가 되는 병원/의사에게만 지우는 것
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를 병원/의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처럼 생각되
어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의 지
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의
책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함.

2) 병원 간 전원의 안전성 확보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환자군 중 병원 간 전원으로 인하여 환
자 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74명으로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 도착당
시 정상 RTS를 보인 환자 1,148명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에 도착한 환자 중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병
원 간 전원이 된 환자는 병원 간 전원을 보낸 병원의 도착당시 비정상
RTS를 보인 환자 154명이었음.
 병원 간 전원의 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질환별로는 조사 결과를 보면

171

{ 급성심장질환 환자는 대부분 정상-정상군(80.9%)에 속하였으며 정상-비정
상군은 8.1% 였으며, 뇌중풍 환자는 대부분 정상-정상군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은 25.1%였음. 호흡부전 환자는 정상-정상군
(47.2%)이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은 24.5%였음. 다발성 외상환자
는 정상-정상군 67.7%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상-비정상군은 19.8%였음. 기
타 쇽 환자에서 병원 간 전원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가장 높았음.
 질환 별 결과 뿐 아니라 생체징후 혹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의 변화에 따
라 환자의 진료 결과 상 생존퇴원 여부가 차이가 있었음(p=0.00)
{ 정상-정상군에서는 사망이 2.2%에 불과하였으나 정상-비정상군에서는
21.6%, 비정상- 정상군에서는 10.0%, 비정상-비정상군에서는 17.5%를 보였
음.
{ 정상-비정상군의 사망률이 비정상-정상군의 사망률보다 높아 병원 간 전원
을 보낸 병원에서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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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원 의뢰 받은 병원의 조치
1. 전원 의뢰 시 전원 수용여부의 결정
전원 문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원 대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전원 수용 거부 시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조사 대상 병원 중 전체 내원 환자 중 동급 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된 환자는 전체 11,895명 중 114명으로 약 0.1%에 이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조사 된 전원 의뢰 시 300명의 환자에서 336건의 전
원의뢰 중 40건(11.9%)에서 전원의뢰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되었음. 30명의
환자 중 75%는 1회의 의뢰거부 후 전원되었으며, 이 중 6명은 결국 의뢰수
용의 동의 절차 없이 보호자가 원하여 전원되었음.
 4회 이상 전원 의뢰를 거부당한 환자가 1례 있었으며, 이 환자는 75세 급성
췌장염 환자로 과거진료연고와 경제적 이유로 전원을 원한 사례로 과거 진
료연고 병원과 인근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으로 전원의뢰 되었으나
결국 처음 내원한 병원에 입원함.
 전원 의뢰 건 수 중 병원 간 이송 의뢰에 대한 의뢰 거부 빈도는 2회 이상
이 35.7%였으며, 4회 이상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수용거부율은 약 35.1%였
음. 병원간 이송 의뢰를 거부당한 환자에서 거부당한 회수가 조사된 환자는
전체 거부당한 환자 중 50%였음.
 병원간 이송 수용 거부 이유는 주로 인력부족이었고 그 중 당직전문의 부
재가 5건(12.5%)였으며 장비부족이 1건(2.5%), 수술불가 1건(2.5%)이었고,
기타로 응급실 혼잡으로 인한 수용 거부 1건(2.5%)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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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수술 불가의 이유는 수술 일정이 밀려 현재 수술실 사용중 1건, 응급수
술 중 2건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이유를 알 수 없었음.
{ 인력문제는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1건, 지역응급의료센터 5건, 지역응급의
료센터 1건이었으며 인력부족의 구체적 이유는 해당 전문의, 혹은 전공의의
휴가(병가), 학회참석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3건, 해당 세부전공 전문의 없
음 1건, 이전에 전원받은 환자 진료 중 1건(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거부함),
알 수 없는 이유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안됨 1건, 알 수 없는 인력부족
2건 이었음
 우리 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전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병원을 구분하여 정의
하고 있지는 않음. 전원은 당연히 그 환자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때 전원 대상 병원
은 모호하지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
 전원 수용 거부 역시 광의로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의 확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전원 수용 결정의 주체에 있어서도 의뢰 수용/거부 여부와 결정권자의 수
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p=0.001) 결정권자가 전문의일수록 의뢰 수용율
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음.
{ 결정의사 수준에 따른 의뢰결과의 차이(의뢰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서만
분석).
{ 전문의의 92.93%가 전원의뢰를 수용하였으나 전공의의 83.24%만이 의뢰를
수용하였음.(p=0.001)
 전원 받는 병원의 전원 수용 거부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있어서 특히 응급환자의 과밀화 현상이 초
래되는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입원대기환자에
의한 응급실병상의 점유, 다른 병원을 경유하여 전원 온 환자가 아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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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능력을 고려한다면 그 운영적인 면
에서 수용능력을 법적으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받은 병원 수준별 의뢰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뢰수용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낮았고, 의뢰거부율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
고, 전원을 의뢰한 병원 수준별 의뢰결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원
의뢰를 거부당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을 의뢰한
경우 거부율이 17.56%였음. 이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른 수용능력
의 차이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상급응급의료기
관의 수용능력 강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와 예비병상의 확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하여 최
소한의 요건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운영의 면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
음. 따라서 인력의 일시적 부재 등에 관해서는 각 의료기관 자체의 당직체
계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야 함.
{ 비상진료체계에 포함되는 전문영역은 주로 응급수술 등의 응급환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과들로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
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연구 결
과에서 나타난 인력 문제로 인한 전원 이유를 고려하여야 함. 최근 조사에
따르면68)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운영 실태에 따른 문
제의 여지가 많음.
{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응급실을 전담하
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68) 중앙응급의료센타에서 2006년 11월에 전국 응급의료기관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중에서 권
역응급의료센타 16개와 지역응급의료센타 89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조사내용은 시설과 장비 11
개 항목, 인력으로 9개 응급의료관련 임상과의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한 조사,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환자 치료와 관련된 13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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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
상 확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
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비병상의 확보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
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음.
 전원 수용에 대한 거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없고, 현재 의료현실에서 응급실 과밀화와 대형병원 입원병상
수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 대기환자가 적체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예비병상의 확보 및 그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인력 기준에 의한 전담전문의 및 해당과 전문의의 확보 역시 원활하지 않
으면 같은 이유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을 위한 수술실 및 마취전
문의의 확보 역시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
라 질 수 있음. 따라서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의 전원 의뢰 시
단순히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
료센터라는 사실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 수요를 수용할 수는 없음.
 요약하자면, 만약 병원이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전원 수용을 결정해야 한
다면, 전원 되는 모든 환자를 수용해야함. 그러나 개개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의사들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과
수용능력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들이 이용 가능할 때인 시점들
을 구체화하는 내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하여야 함.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장
비·인력의 가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 후 일정 중증 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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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 지역 내에서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무를 규정해야 함.
 반대로,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 후 경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 준수 후 안정적인 환자에 대하여는 재이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의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응급의료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중증의 응급환자 및 특정 질환군의
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원 의뢰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전원 수용 결정의 주체
 이 연구 결과에서는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전문의인지
전공의인지 등 결정의사 수준에 따른 의뢰결과의 차이(의뢰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에서만 분석)를 보였으며, 전문의의 92.93%가 전원의뢰를 수용하
였으나 전공의의 83.24%만이 의뢰를 수용하였음.(p=0.001)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의뢰절차는 각 응급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
지만 일반적으로 응급실을 경유하게 될 응급환자의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를 통해
해당과의 현재 인력이나 병원의 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고려한 수용능력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 적절함.69)
69)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대부분 전공의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이는 응급실 내 전문
인력의 확보정도에 따라 개선의 여지는 있고, 미국에서도 수련의나 전공의는 절대로 전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지도 의사의 직접적인 권한 위임 에 의해서는 전원을 수용할 수는 있도록 하고
있음.
Robert A. Bitterman, MD,JD,FACEP. Providing emergency care under federal law: EMTALA.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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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수용하기 전에 병원은 또한 전원 온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
한 자원이나 인력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함. 즉, 중환자실의 잔여 침
상 수, 수술방과 마취의, 컴퓨터 촬영, 혈관조영술, 자기공명영상의 이용가
능성, 적절한 간호 인력 등을 확인하여 전원 수용 결정을 하되 의사 단독
의 문제 뿐 아니라 의사와 병원 자체 체계를 통해 공동의 결정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함.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도 기관 내부에서 전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전원 요청이 직접 담당 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
는 체계(예를 들어 통신 수단 등)마련해야 함.
 전원 수용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응급의료기관
을 포함하는 병원의 입장을 대리하여 병원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전원 수용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정당성
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지하여 각 병원의 수준에 따라 수용 의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함.

2) 전원 수용의 의무
 병원이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전원 수용을 결정해야 한다면, 전원되는 모
든 환자를 수용해야만 하지만 개개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의사
들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의 자원과 수용능력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들이 이용 가능할 때인 시점들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구체화된 내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원 수
용의 의무를 자체적으로 정의해야 함.
 전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전원이 부적절한 전원일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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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지 않은 전원이란 예를 들어 만약 전원하려는 병원의 인력과 장비가
응급상황의 환자를 다룰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환자를
전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병원들도 전원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임. 또한 같은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가능한 환자를 타
지역으로의 이송은 부적절한 전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적 수준을 고려한 응급의료기관의 분포와 수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연구결과에서 나
타난 것처럼 응급의료센터의 경우도 서울·경기지역과 타 지역을 구분한 지
역에 대한 현실적인 구분이 필요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받은 병원 수준별 의뢰에 대한 수용여부를 분석한 결
과 의뢰수용율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낮았고 반대로 의뢰거부율은 지
역응급의료기관이 가장 낮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중증도의 환자를 수용해
야 하는 응급의료센터들의 수용능력 강화 및 수용의무에 대한 인지가 필요
함.
 전원을 의뢰하는 병원의 수준별 의뢰결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원
의뢰를 거부당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을 의
뢰하는 환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는 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
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원
을 의뢰한 경우 거부율은 17.56%로 상대적으로 수용능력이 적은 응급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의뢰는 상급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수용 거부율의 차이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른 수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상
급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강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구분하고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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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
터를 지정하여 관리됨. 이러한 일정 기준들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구분은
그 시설, 인력, 장비 기준에 따른 만큼 우리 법에서의 전원 대상 병원으로
서의 수용능력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180

제 7 장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지침서(안)
제1절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지침서(안)
1. 전원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정의하는 전원은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요건을 갖출 수 있
는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환자군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이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
거나 향후 상태의 악화가 예기되는 응급환자이다. 환자의 상태는 내원 당시 호
소하는 환자의 주증상, 기저질환, 활력 징후 및 손상 기전 등을 통해 응급의료
를 담당한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판단 근거가 의무기록과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어 있어
야 한다.
3. 병원 간 전원의 결정
1) 병원 간 전원 결정 기준
원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전원은 부적절하다. 다만,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응급의료의
수준과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과 위험을
판단하여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의무기록 상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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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정당성 확보
전원 결정 시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규정된 시설, 장비 및 인
력 기준을 고려한 수용능력과 응급의료절차 및 응급환자의 전원에 관한 내부지
침(별첨 1)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원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여야한다.
3) 병원 간 전원의 주체
① 전원 결정의 주체는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으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단, 전원 주체가 의사가 아닐 경우 권한을 해당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원 주체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전원
결정 및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명
시적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별첨2.)
②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할 때 응급의료를 담
당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
다.
4. 병원 간 전원의 필요요건
1)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전원 의뢰
전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 이송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또는 직접
환자를 의뢰한다.
2) 이송하는 병원에서의 조치
적절한 전원 시점은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현재 또는 앞으로
악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자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때이다. 다만, 이송 직전까지 환자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되 환자의 안정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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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결과 확인, 약물투여 등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3) 병원 간 전원의 준비
환자에 대한 평가 후 중증도에 따라 이송수단과 동승자, 이송 중 감시 장치,
필요한 장비, 처치를 위한 기구, 이송 중 투여되어야 하는 약물 등을 구비하여
이송한다.
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정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평가
되었을 경우 중환자 구급차(별첨 3), 항공이송과 같은 특수한 이송수단 선택을
고려한다.
② 병원 간 이송 도중 예상되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처치능력을 갖춘 동승자를 탑승시킨다.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이동성 장비 및 이송 중 약물 투여가 가
능한 장치, 이송 중 환자의 지속적 감시 장치 등을 확보하여 이송한다.
5. 전원 의뢰 받은 병원의 조치
1) 전원 의뢰 시 전원 수용여부의 결정
전원 문의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전원 대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전원 수용 거부 시에는 그에 대
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의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역적 특
성과 응급의료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중증의 응급환자 및 특정 질환군의 환자
에 대하여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원 의뢰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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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에 대한 지침서 (설명)
이 지침서는 전원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서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전원 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원
칙을 제시함으로써 병원 간 전원에 관련된 결정 시 판단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
고자 한다. 이 지침서는 병원 간 전원에 관련 된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
여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따를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전원 적절성은 병원 간 전원의 결과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요
건을 갖추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과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되는 것이다.
1. 전원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전원의 정의는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요건을 갖출 수 있
는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이 지침서는 구분된 응급의료기관 상호간의 이
송을 대상으로 한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의 대상을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으로 제한한 이유
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병원 간 전원의 필요요건들
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이를 고려하여 전
원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 역시 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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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원 등)에서의 전원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에서의 응급환자 전원은 지침서의 직접적인 대상 환자군에 포함되지 않으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적용 대상 환자군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이 지침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현재 상태가 불안
정하거나 향후 상태의 악화가 예기되는 응급환자이다. 환자의 상태는 내원
당시 호소하는 환자의 주증상, 기저질환, 활력 징후 및 손상 기전 등을 통해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
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판단 근거가 의무기록과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각 환자가 본 지침서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에는 환자의 상황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의 법이 정하는 응급 상황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귀납적인 방법과, 기존의 판례는 과거 비슷한 상황
에 대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연역적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환자가 본 지침서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지침서 대상 환자군인 응급환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 판단 시점
에 따라 사후적 또는 사전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사후적 판단은 환자의 사
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밝혀진 정황들을 결과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에 응급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반대로 사전적 판단은 응
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당시에 의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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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들만을 토대로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기준
으로 응급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실제 응급진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중증 응급환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응급처치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의
료기관에서의 응급의료를 지속할 것인지, 환자를 전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이다.
 환자 평가에서는 활력징후 및 글래스고우 혼수척도의 측정과 환자의 주증
상이나 손상 기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 평가를 통해 지체 없는 응급의
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
가 후 현재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앞으로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상
된다면 이 지침서의 대상 환자군에 포함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의료인의 책임 하에 해당 의
료인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전원 대상 환자군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
지만, 이 때 반드시 주어진 진료환경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초 내원 병원에서 전원 결정 시점까지의 진료과정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전원 시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지속적인 응급의료가 필요함을 평가한 근거
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환자에 대하여 의무기록 상 기재되어 있는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필요
성에 대한 평가 근거와 환자 상태를 평가한 소견이 일치된다면 해당 의료
기관과 의료인의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병원 간 전원의 결정
1) 병원 간 전원 결정 기준
원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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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원은 부적절하다. 다만,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응급의
료의 수준과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과
위험을 판단하여 전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의무기
록 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환자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환자
에게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수적인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환자
를 전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7 , 11조)
 전원이 고려되는 환자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의무, 응급의료에 대
한 거부 금지, 응급의료지속의 의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의 의무 간에

법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중 응급환자
에 대한 전원의 의무보다는 응급 진료의무가 우선이 된다.
 환자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전원 결정은 적절한 의사
결정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환자에 대한 평가 후 전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
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원시점
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안정시킬 수 없거나 환자에
게 필요한 최종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를 안정화하는 노
력을 지속적하면서 전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원 결정 과정과 환자 안정
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근거가 의무기록 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전원 적절성의 판단 기준은 환자의 안정화 여부가 아닌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에서 의료인이 취한 조치 즉, 안정화를 위
해 취해진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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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보낸 병원의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용능력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나 환자에 대한 이송 전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의학
적으로나 법적으로 부적절한 전원이다. 즉,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
료센터를 포함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을 고
려한 수용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환자에 대한 처치능력 및 수용능력
이 있으나 안정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적절
한 전원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전원이 환자의 나쁜 예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처치 부
적절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정당성 확보
전원 결정 시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규정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고려한 수용능력과 응급의료절차 및 응급환자의 전원에 관한
내부지침(별첨 1)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원 이
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1) 병원 간 전원 이유의 정당성 확보
 의료인에 의한 전원 결정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인
은 부당하게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료거부 및 응급의료거부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16조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을 포함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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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은 일반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다. 통상의 응급의료 거부사
유들은 환자의 병상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내지 진료시설이 없어 진료가 불
가능 한 경우, 입원실의 만원으로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환자에 대하여 마취전문의의 지원이 불가능하여 수술을
못한 경우, 환자의 과량음주 등으로 적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그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
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환자에게 입
원, 수술 등의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진료환경 하에
서 평가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시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된 응급
의료만이라도 제공한 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으
로의 전원을 하라는 의미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는 해당 환자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서 다할 수 있다. 이 후 전원 대상 환자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전
원을 하는 과정이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전원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2) 응급의료 절차에 대한 병원 방침에 대한 기준 마련 (별첨 1)
 전원 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원 보내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비와 시설, 인력 기준에 따른 수용능력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내부의 당직체
계 또는 비상진료체계의 운영, 예비병상 확보와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내부
지침을 고려하여 실제 진료 당시의 수용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된 지침서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등의 다양한 수준의 수용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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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고려하여 수정·보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문서화 된 병원 내부 지침
에 의해 자체적인 응급진료 과정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 자체의 지침서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가용 병상 수와 수술실 운영 방침, 가능한 응급수술의 수준, 응급분만에 관
한 방침, 병실부족 시 대기방법 및 순서, 각 과의 당직체계 및 일시적인 의
료진 부재 시 위임진료 가능여부, 응급병상확보 방법 및 운영 시간, 직접
내원 환자의 응급진료 과정 및 입원 절차,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 가능한
시간(예를 들어, 가능한 응급수술, 혈관조영술, 응급내시경, 응급투석, MRI,
CT) 등이다.
 병원 자체의 응급의료절차와 병원 간 전원에 관한 지침은 해당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병원 간 전원의 적절성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병원 간 전
원에 대한 적절성 판단 시 문서화 된 병원 내부의 지침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등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지침과 실
제 운영 실태를 비교하여 문서화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포함하는 응급진료진행 과정이 병원 내부의 문
서화 된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병원 간 전원은 적절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3) 병원 간 전원의 주체
① 전원 결정의 주체는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으로 결정에 대하여 책임
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단, 전원 주체가 의사가 아닐 경우 권한을 해당의료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원 주체는 환자나 보호자
로부터 전원 결정 및 지속적인 응급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190

고 이에 따른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별첨2.)
②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할 때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여
야 한다.
(1) 전원 결정 및 전원 대상 병원 선정의 주체
 전원 결정의 주체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전원 결정 주체는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응급의
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4 조)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전원이 결정될 경우에도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료인
은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의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와 앞으로
예기되는 환자의 상태 및 예후, 전원결정과정이나 전원 이유 혹은 전원 대
상병원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전원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해당 병원 또
는 의사의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로서의 진료의무와 전원의 의무
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2) 전원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확보
 응급의료도 통상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설명과 동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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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9조)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의무는 일부 응급환자의 경우에 면제될 수도 있으나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제한 내지 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
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원의 결정은 설명의무가 면제될 정도의 긴급성
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또는 환
자가 안정화 된 후에라도 응급의료 및 병원 간 전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
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
을 포함한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환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전원 대상 응급환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다른 동반 보호자 없
이 내원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구급대원이나 경찰에 의해 보호자 없이
직접 이송되었을 경우 또는 질병과 손상으로 인해 혹은 저혈당, 음주나 약
물의 효과로 인하여 의식이 없거나 저하되는 경우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각적인 응급의료가 필요하지만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응
급의료를 시작하거나 진행과정에서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료
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제3조) 이는 응급환자의 전원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
이다.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한 동의확보 과정이 의무기록 상 기재되어야
한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의뢰서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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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된 전원의뢰서와 동의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별첨2.)

(3)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전원에 대한 설명·동의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전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에 대
해서도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
료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 전원 또는 지속적
인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가 법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하거나 전원을 거부할 때에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그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가 권고하는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임의적 전
원을 요구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학적 권고에 반한 전
원 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4. 병원 간 전원의 필요요건
1)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전원 의뢰
전원이 결정되면,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전원 대상병원의 수용능력, 이송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또
는 직접 환자를 의뢰한다.
 응급환자 전원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하여야 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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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응급의료에관
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원의 주체가 된 의료인은 전원의뢰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대상 병원에 전달하고 전원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환자에
게 적절한 이송수단 및 장비, 인력, 첨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기록과 임상 검사 결과, 방사선 검사 결과가 병원 간 전달되는 과정에
서 환자 이외의 제3자에게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노
출되어 환자의 사생활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 간 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방법이나 전원 대상 병원에 대한 설명
의 필요요건은 법에서 명시하거나 특정 형식을 따를 것을 정하지 않으나
유무선 통신을 통한 구두 또는 진료의뢰서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전원 의뢰 시 전원 대상 응급의료기관 내에 전원 의뢰를 받는 일정한 절차
가 확보되어 있는 않는 경우 전원 의뢰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 의
료기관에서 일관된 전원 의뢰 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 의뢰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필요한 처치, 중환
자실 필요여부, 응급수술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진료정보 및 수용
능력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하여 활성화 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병원 간 전원에 관련된 책임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
2) 이송하는 병원에서의 조치 및 전원의 시점
적절한 전원 시점은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현재 또는 앞으
로 악화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자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한 때이다. 다만, 이송 직전까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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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되 환자의 안정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나 시술, 결과 확인, 약물투여 등을 위해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
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1조)
 전원 결정의 적절한 시점은 해당병원 또는 의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우
선 응급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
서 전원의 유일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환
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이
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 및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대한 판
단 없이 이루어진 병원 간 전원은 그 시점과 지연시간에 관계없이 부적절
한 전원이다.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도 전원 결정을 지연하고 환자의 안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치, 검사 등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다.
3) 병원 간 전원의 준비
환자에 대한 평가 후 중증도에 따라 이송수단과 동승자, 이송 중 감시 장
치, 필요한 장비, 처치를 위한 기구, 이송 중 투여되어야 하는 약물 등을 구
비하여 이송한다.
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정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평가되었을 경우 중환자 구급차(별첨 3), 항공이송과 같은 특수한 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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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고려한다.
② 병원 간 이송 도중 예상되는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처치능력을 갖춘 동승자를 탑승시킨다.
③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이동성 장비 및 이송 중 약물 투여가
가능한 장치, 이송 중 환자의 지속적 감시 장치 등을 확보하여 이송한다.
④ 이송 중 유무선 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의 변화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조
치를 지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의 이송 시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
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4조)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동승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동승자의 탑
승 여부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동승자의 응급처치 능력이 고려되
어야 한다. 즉, 전원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지
속적인 감시와 처치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인
력이 동승하여 필요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전원 시에는 응급분만에 대처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과 함
께 환자감시장치, 이송 중 가능한 약물투여를 위한 장치 등의 이용이 가능
한 중환자구급차(별첨 3), 항공이송과 같은 특수한 이송수단의 이용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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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 의뢰 받은 병원의 조치
1) 전원 의뢰 시 전원 수용여부의 결정
전원 문의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원 대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전원 수용 거부 시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응급환자의 전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전원
하는 병원이 제공할 수 없는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다.
 전원 수용 거부 역시 광의로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 적
용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별로 시설과 인력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인력 등
의 일시적 부재 시 각 의료기관 자체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 33조) 따라서 각 응급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일
정한 수용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원을 의뢰받을 당시 전원의뢰를 받은 주체는 해당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
려하여 확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하여 수용능력을 신중하게 파
악하여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이 이용 가능할 시점들을 구체화하는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수용능력은 일정하게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2)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의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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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응급의료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중증의 응급환자 및 특정 질환군의
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원 의뢰를 수용하여야 한다.
 전원을 수용하기 전에 전원을 의뢰받은 주체는 대상 환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해당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자원이나 인력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중환자실의 잔여 침상 수, 수술실과 마취의,
혈관조영술, 컴퓨터 촬영/자기공명영상의 이용가능성, 적절한 전문 인력 등
을 확인하여 전원 수용 결정을 하되 전원 수용의 결정은 의사 단독이 아닌
의사와 병원 내부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원 수용 여부를 결정 시 합리적으로 전원 요
청이 직접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전원 의뢰에 대한 주·야간에
이용 가능한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한다.
 전원 의뢰 수용의 결정 주체는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병원의 입장을 대리하여 병원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전원 수용이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 하에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지
하여 각 병원의 수준에 따라 수용 의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별 장비, 인력, 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수용 능력을 강화하여 일정 중증도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는 동일 응급의료
권역 내에서 의뢰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상급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진료 과정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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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 즉각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로 판단 된 환
자의 경우 수용능력이 있는 타의료기관으로의 분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
한 재이송 권고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

별첨 1. 응급의료기관 별 수용능력
법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의 의미를 적극적
으로 해석하여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병원의 환경을 고려한 수용가
능범위를 내부지침에 명시하도록 한다.

시설
권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응급진료구역
(최소 30병상),
중환자실의 병상
(20병상),
입원실의 병상
(30병상)

전
문
응
급
의
료
센
터

수술실(1)
중환자실(10)
일반병상(30)

지
역
응
급
의
료
센
터
지
역
응
급
의
료
기
관

법적기준에 따른 최소 수용능력
인력
장비

응급의학 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6인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

응급의학전문의
3인 이상과 각 전
문과 전문의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식도위내시경 등
인공호흡기는 중
환자실
3병상당 1개

전문 분야에 따라
다름

응급진료구역
(최소20병상),
검사실,
응급촬영실

응급의학전문의 2
인 이상을 포함
한 4인.
24시간 3년차 이상
이 근무

인공호흡기2대,
초음파검사기 등

응급진료구역
(최소10병상)

응급실전담의사 2
인 이상
24시간 응급실전담
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중 1인
이상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급속혈
액가온주입기,

비상진료체계

내과ㆍ
외과ㆍ
흉부외과ㆍ
정형외과ㆍ
신경외과ㆍ
소아과ㆍ
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내과ㆍ
외과ㆍ
소아과ㆍ
산부인과
마취과의
전문의
각1인 이상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내부지침에 포함될 사항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운영원칙
(하급기관에서 처치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
장비를 상시 사용 가능
하도록
전문 분야에 따른 해당
응급환자에 대해 수용
할 수 있는 중환자실,
병실, 장비, 인력을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전원판단의 주체
중환자실과 병실부족시
대기방법 및 순서,
수술실 운영 방침,
가능한 응급수술의
수준, 응급분만에 관한
방침, 각 과의
당직체계 및 일시적인
의료진 부재 시
위임진료 방식,
직접 내원 환자의
응급진료 과정 및 입원
절차, 시설, 장비,
인력의 이용 가능한
시간(혈관조영술,
응급내시경, 응급투석,
MRI, 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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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병원 간 전원 의뢰 및 동의서
환 자 명

나
이

성별

등록번
호

진 단 명
담 당 의
내 원 시 각
전 원 시 각
전원 받는
병원
활 력 징 후
의 식 상 태
전원 전 환자
평가 및 시행
된 처치

과
년
년

이 송 사 유
☐의학적 이
유에 의한 전
원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에 의한 전원

일
일

병원
내 원 시
전 원 시
내 원 시

혈압
혈압

mmHg
mmHg

) / 전공의(
오전, 오후
시
오전, 오후
시
과

맥박수
맥박수

)
분
분

담당자(직위/이름)

회/분 호흡수
회/분 호흡수
전 원 시

회/분 체온
회/분 체온

°C
°C

□안정적 □이송 중 악화가능성 있음 □불안정

임상검사결과
방사선검사결
과
이 송 내 역

전문의(
월
월

첨부 □ 유

□ 무

□ 미시행

첨부 □ 유

□ 무

□ 미시행

차량 □ 병원구급차 □ 119 □ 사설이송단체 □기타(
)
동승자
□ 의사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
시
☐수술실 없음 ☐중환자실부족 ☐병실 부족 ☐인공호흡기
설
기타☐------------------인
력

☐전문과목 없음 ☐당직 전문의 없음
(진료과목 및 일시적 부재이유:

시
술

☐내시경 ☐ MRI ☐혈관촬영 ☐혈액투석 ☐ 응급수술
기타☐--------------------------

)

본인은 담당의사로부터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원에서 계속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타 의료 기관으로 전원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와의

관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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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중환자 이송시설의 규격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현재 법률 규정 (특수구급차)

중환자구급차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
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 다
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
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
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운전자 외에 최소 두 명, 둘 중 하나는 중증환자 전
원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사 혹은 간호사이어야 함.
동승인력의 정확한 필요요건은 해당 응급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의함.소생술, 기도관리, 호흡기 작동 등에 대한 훈
련을 받은 자로 중증환자 전원에 필요한 BLS와 ACLS에
익숙해야 하며, 정맥주사치료, 부정맥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지용 하의(MAST)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
경부·척추보호대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
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 기도확보와 산소투여 장비
백밸브마스크, 산소리저버, 마스크와 튜브,
후두경(MacIntosh 1, 2, 3, 4 Miller 0, 1, 2), 기관지
삽관용 stylets, Magil forceps, 기관지관(2.5 ~ 8.0),
기도기
{ 윤상갑상절개용 키트, lubricants, nasal cannulas
{ 기본 처치 장비(반창고, 알콜솜, 정맥주사용 세트,
손전등,infusion pumps, 3-way, IF solution)
{ 외과 기구
{ 모니터링 장비
EKG monitor, pulse oxymetry, blood pressure monitor,
respiratory rate monitor (CVP monitor, pressure monitor,
ICP monitor, capnography)
{ 기타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
transport ventilator, transcutaneous pacemaker, spine
immobilization device

adenosine, albuterol, amiodarone, atropine, calcium
chloride, dextrose 25%, dextrose 50%, digoxin,
diltiazem, diphenhydramine, dopamine, epinephrine,
furosemide, glucagon, heparin, isoproterenol, labetalol,
lidocaine, mannitol, magnesium sulfate,
methylprednisolone, naloxone, nitroglycerine injection,
tablets, nitroprusside, normal saline, phenobarbital,
potass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terile water,
terbutaline, verapamil
(morphine, fentanyl, larazepam, midazolam, propofol,
etomidate, ketamine, succinylcholine, pacuronium,
ataracurium, rocuronium, prostaglandin E1, surfactant)

주: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자료: Warren J et al. ACCCM. Guidelines for the inter- and intrahospital transport of critically ill patients.
CCM 32(1); 256-26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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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과 제언
 우리나라의 병원 간 전원은 외국에 비해 2배 정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간 전원에 의한 환자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여 중증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제1절 119 구급대의 중중도 분류 지침 개발
 119 구급대가 최초 이송병원을 선정한 472건 중 병원전 환자분류 오류로
선정이 부적절했던 것은 236건(50.0%), 병원정보 부족으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250건(53.0%)였으며 이를 합하여 병원전 환자분류와 병원정보
부적절로 선정이 부적절 했던 것은 346건(73.3%)였음. 이는 전체 전원의
22%에 달함.
 119 구급업무일지 분석 결과 이송병원의 결정을 구급대원이 한 경우가
36.8%로 표본병원 조사결과(81.0%)의 반이 안됨. 이를 감안하더라도, 119
구급대의 이송병원 결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현재 병원 간 전원의
빈도가 최소한 10%이상 감소할 것임.
 중증도 분류 지침의 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수준별 이송 원칙
{ 일반 질병에서 응급의료센타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이송해야 할 경우
{ 중증질환 군(심혈관질환, 뇌중풍, 쇼크, 호흡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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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
{ 생체 징후에 따른 환자의 구분
{ 미국 ACSCOT의 외상환자의 병원전 중증도 분류 지침을 국내 사정에 맞추
어 개정
{ 이송 병원 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수술경력이나 질병 연고 병원의 유무
-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준과 특징

제2절 응급의료정보센타의 기능강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전원의뢰 된 환자는 57명(3.7%)였으며, 이
수치는 수도권과 타지역이 각각 3.4%와 3.8%로 별 차이가 없으나, 부산대
병원의 경우 13.2%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의뢰되어 타 지역 병원에
비해 높은 이용율을 보임.
 이러한 차이는 응급의료정보센타 자체 자료를 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
여, 2006년 8월의 병원 간 전원 안내 건수가 서울 80건인데 반해, 부산은
888건이었고, 수원이 605건, 대구와 의정부가 100건이 넘었으며, 나머지 정
보센타는 10건 내외임.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타는 권역센타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하여 2001년 년간
500건의 병원 간 전원 안내 건수가 2003년에는 5000건으로 급격히 증가함.
그 원인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졌
기 때문임.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타를 벤치마킹하면 병원 간
전원에서의 병원정보에 대한 체계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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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응급의료기관 수준에 따른 전원환자 수용의무
1. 권역응급의료센타
 권역응급의료센타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이유는 주로 인력부족임. 권
역센타에서 인력부족으로 전원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음. 권역센타는 어
느 수준의 응급환자도 해당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시설 부족의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 응급환자진료망 4개
월 자료를 보면 전체 권역센타 중 중환자실 부족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1-2
개 센타에 국한됨. 해당 센타의 중환자실 운용의 원칙을 바꾸도록 유도하여
야 함.
 권역센타에서 혈관조영술, 응급내시경 등의 필수 응급시술을 야간에 가능토
록해야 하며, 특정 응급시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다른 병원에
서 이를 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함.

2. 전문응급의료센타
 현재 전문응급의료센타는 외상, 독극물, 화상의 세가지 한두개 병원 씩 지
정되어 있으나 그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중증응급환자에서 가장 많으며, 중요하고, 병원 간 전원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을 위주로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타와 함께 해당 권역의 해당
질환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갖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응급의료센타
 지역응급의료센타에서 병원사정으로 전원가는 이유는 인력부족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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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으나, 그와 더불어 시설, 장비 부족도 비교적 많은 전원 이유임. 일
정 지역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인력, 시설, 장비 투자가
필요함.
 시설 부족의 이유는 중환자실 부족과 더불어 병실 부족도 큰 이유임. 예비
병상의 운영을 강화하여, 인력과 장비의 수준으로 보아 흡수 가능한 질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지역센타는 센타가 격차가 심하고, 중증질환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다
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성화를 통해 차등화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도
록 해야 함.

제4절 지침서의 적용과 평가
1. 병원별 내부지침의 마련
 이 지침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처치 능력
과 응급실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별 병원 간 전원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여
야 함.
{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른 최소 조건에 합당한지 여부의 확인
{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의 포함여부 확인
{ 사용 중인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들의 적정성 - 병원별 특징을 반영하고 있
는지를 확인함.
{ 마련된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응급실 종사자들의 인식 정도
{ 전원 동의서의 복사본을 의무기록으로 보관토록 함.

206

2.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통한 모니터링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통해 병원 간 전원환자의 변화 추이를 보고, 재전원
환자와 전원 후 응급실 사망환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춤.
{ 전원환자의 전원이유를 모니터링 - 동의서를 기준으로
{ 병원 사정으로 인한 전원이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동의서를 기
준으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함.
{ 재전원율의 모니터링 - 전체 응급환자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 병원 간 전원 후 사망환자에 대한 사례 분석

3. 의료기관평가에의 적용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강화를 위한 근거로 사용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근거로 사용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은 응급의료기관 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의료기관
평가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 주체 역시 중앙응급의료센터 뿐 아니라
의료기관평가 주체가 포함되어야 함.

제5절 법적 미비점의 보완
1. 지침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은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은 응급의료거부에 해당하
며, 전원 과정과 해당 환자의 예후 등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민·형사 상
법적책임이 있음을 인지시킴.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별 수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속적 평가를 통
한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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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의 응급환자 이송 시 특수구급차 및 중환자구급차(mobile ICU, ALS
unit) 등의 탑재 장비 규정을 정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의 도입 및 운
영 방침마련.
 의료기관 내부의 전원에 관한 방침 및 응급의료절차에 대한 문서화 된 방
침 마련 및 그에 준한 진료진행을 권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전원 의뢰에 대한 일관 된 의사소통 창구 마련 권고.
 EDIS 분석을 통해 전원 온 환자에 대한 진료결과를 통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평가.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c응급의료기관등에
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
여야 한다.
d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
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
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현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1.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
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
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표 74> 전원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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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응급의료
를 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응급환
자의 병원 간 전원은 응급진료 거부
에 해당함을 명시

1. 응급환자의 판단주체, 판단 시점,
판단 근거에 대하여 재정의
2. 병원 간 전원에 대하여 정의

법 개정 및 개선안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c의료인
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d진료의뢰 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응급의료중단의 금지)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
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
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
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
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
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
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

1. 원칙적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은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의료기관
의 수용능력이 없을 때에만 허용됨
을 명시.
2.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응급
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의료인에 의
해 적법절차를 거쳐 타의료기관으로
의 진료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3. 직접 또는 정보센터를 통한 전원
의뢰 절차의 강화
4. 별지 서식의 응급환자 진료의뢰
서를 ‘병원 간 전원 의뢰서 및 동의
서’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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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
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c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
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c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
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d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
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c응급의료종사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
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
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삼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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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급의료에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에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시 전
원이유, 전원대상병원 선정, 병원 간
전원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 및 필요
성 등을 포함시킴.
2. 전원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의무화
3.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전원에 대

d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
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
할 수 있다.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
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d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서에 의한다.
e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
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한 규정 및 적법절차 마련
4. 전원 대상 응급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에 대한 명시적 동의 항목을 포
함한 전원 의뢰서 및 동의서 마련
5.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
할 경우 의학적 이유에 의한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의료인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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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c보건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
영하여야 한다.
d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
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기타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관련업무
제28조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c정보센터의 장
은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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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간 전원 시 전원 대상 응급
의료기관의 수용여부에 대한 의뢰의
무 강화
2. 병원 간 전원 시 정보센터를 통
한 의뢰 권고
3. 응급의료정보센터에의 협조 의무
를 강화함으로써 실시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해당 의료기
관의 일관된 수용능력을 파악하도록
함.

청할 수 있다.
d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
보를 제공하고, 구급차 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제1항과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
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
자 및 독극물중독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c법 제

1. 환자에 대한 평가에 결과에 따라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항목 마
련
2. 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인력, 장비 및 시설에 따른 전
원 환자의 수용능력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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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
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
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

제47조(구급차 등의 장비)c구급차등에는 응급환
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 등이
속한 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
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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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
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
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
(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별표16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
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
조 제2항관련)

응급진료와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내부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는 별도의 서식
및 시행규칙에서 정함.

특화된 이송수단 즉, 항공이송이나
중환자이송체계 구축
2. 구급차 내 장비 및 의약품 기준
강화
3. 환자의 특성에 따라 처치능력이
있는 동승자 탑승의 의무화

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또는 의
료기관의 업무정지
-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위반
-비상진료체계 운영 위반
-예비병상 확보에 관한 규정 위반
-구급차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지도의사지정 위반
제62조 (과태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
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
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자
제60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
전원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

1. 병원 간 이송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전원 의뢰를 하지 않았을 경우
- 환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명시
적 동의 없이 이송하였을 경우
2.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의 실질적인 유지·운
영에 관한 감독기간, 평가 기준 등
마련
3. 예비병상 운영에 대한 내부지침
의 문서화 및 관리 감독 기준과 기
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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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
전원 의뢰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대한 벌칙 또는 업
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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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규제 강화
 병원 간 전원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와 전원을 법률적으로 재정의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병원 간 전원 시 필요요건 위반 시 처벌규정마
련
 이송 시 동승자 규정에 대한 구체화
 응급의료기관의 장비, 인력 기준의 보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준 별 비상진료체계와 응급병상의 운영에 대한 평가
 응급환자의 전원 시 동의 확보를 포함하는 전원의뢰서의 보완
 병원 전 중증도 분류 및 병원 간 전원 주체에 권한 부여
 병원 간 전원 시 해당 응급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협조의무 부여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대한 일관성 및 해당
정보의 공유
 전원 의뢰시 수용불가의 정당성 및 특화된 치료 기관의 경우 전원 환자 수
용의무부여

제6절 중환자 이송 체계의 도입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환자 중 반 가까이(43%)가 중증환자이며, 이 중
1/3 정도는 전원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불안정한 상태로 전원가게
됨. 특히 뇌중풍, 호흡곤란, 쇼크 환자, 중증외상 환자는 전원 중 지속적인
치료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내의 구급차는 특수와 일반으로 나누어 있으나 그 차이는 적재되어
있는 장비와 약품에 의해 구분됨. 그러나 적극적 치료와 모니터링을 위해서
는 현재 구급차의 장비나 약품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협소하여 치료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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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따라서 동승인력이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의사가 탑승을 하더라도 환
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음.
 현재 병원 간 전원환자에 대한 책임은 전원 보낸 병원에 있지만, 치료 능력
이 없어 전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중증의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
료가 불가능함. 전체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전원의 안전성을 확보하
는 중환자 이송체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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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TRANSFER IN 조사지
최초병원 내원시간 월 일 :
(24시간제)
Name:
Sex/Age(M,F)
ACS☐ stroke☐
respiratory
질병☐
failure☐
shock from other
환자
causes☐
군
abnormal RTS☐
분류
중증
5m 이상의 fall☐
외상☐
체간 관통상 ☐

최초병
원
내원수
단
최초병
원
선정자
측정안
함☐

RTS
[ ]

기타
☐
전원
보낸
병원

응급센
터

추정
진단
명
전원의뢰 과정
구체적
전원이유
전원
이유
(중복
선택
가능)

보호자
희망☐
인력
문제☐
시설
문제☐
장비
문제☐

119☐
119 외☐

환자 및 보호자☐ 구급대원☐
의사☐
GCS
4 13-15 A
3 9-12 V
2 6-8 P

SBP
4 >89
3 76-89
2 50-75

RR
4 10-29
3 >29
2 6-9

1

1 1-49

1

1-5

0 0

0

0

0
도(시)
병원
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모름☐
onset:

경유 한 의료기관:

4-5 U
3

진료과목

U

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hours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의뢰 ☐ 직접 의뢰☐ 의뢰 안함☐

지리적연고☐ 인적연고☐ 과거진료연고☐ 현재진료연고☐
상급병원희망☐
경제적 이유☐ 기타☐------------------------전문과목 없음☐ 당직 전문의 없음☐ (진료과목 및 일시적
부재이유:
)
수술실 없음☐ 중환자실☐ 병실☐
기타☐-------------------------CT☐ MRI☐ Angio☐ EGD☐ Bronchoscopy☐ ventilator
☐Hemodialysis☐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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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정의
문제점

(예.장거리 이송, 타응급의료기관 경유, 재이송, 경제적 이익 관여,
부적절한 중증도 분류 등)
2.전원 과정 기록
사설이송단체구급차(일반☐ 특수☐) 병원구급차(일반☐ 특수☐) 119☐
자가용☐ 대중교통☐ 기타☐---------------전공의 이상☐ 일반의☐ 119구급대원☐ 간호사☐ 응급구조사☐
운전요원단독☐ 기타☐
Airway
insertion of airway☐ LMA☐ intubation☐
Breathing
산소투여☐
Circulation
pherpheral line☐ central line☐
CPR
chest compression☐ defibrillation☐
Monitoring
EKG☐ BP☐ PP☐ RR☐ 산소포화도☐
splint☐ 경추고정☐
기타
(기타시술:-------------------------)
2006년
월 일
출발 시 RTS [ ]
GCS:
SBP:
RR:
:

이송 수단
동승 인력

시행 된 처치

환자 출발
시간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환자
도착시간
원내
처치내용
및 상태
변화
최종
진단명
응급진료결
과

환자 및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유☐무☐
월
일
(24시간제)

최종 진료과목

3. 전원 온 환자의 진료결과
:
RTS [ ]
GCS:

SBP:

RR:

emergency laparotomy☐ craniotomy☐ thoracotomy☐ microsurgery ☐

귀가☐ 재전원☐ ICU입원☐ GW입원☐ 응급실내사망☐ DOA☐
가망없는퇴원☐ 기타☐--------결정시
월 일
:
(24시간제에
과
각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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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병원 내원시간 월 일 :
(24시간제)
Name:
Sex/Age(M,F)
ACS☐ stroke☐
respiratory
질병☐
failure☐
shock from
환자
other causes☐
군
abnormal RTS☐
분류
중증
5m 이상의 fall☐
외상☐
체간 관통상 ☐

최초병원
내원수단

119☐ 119
외☐

최초병원
선정자

환자 및 보호자☐ 구급대원☐
의사☐
GCS
SBP
RR
4
4 13-15 A
4 >89
10-29
3 9-12 V
3 76-89
3 >29
2 6-8 P
2 50-75
2 6-9

측정안함
☐

RTS
[ ]

기타
☐
전원
보낸
병원

응급센
터

추정
진단
명
전원의뢰 과정
구체적
전원이유
전원
이유
(중복
선택
가능)

보호자
희망☐
인력
문제☐
시설
문제☐
장비
문제☐

병원선정의

1
0

도(시)
병원
권역☐ 지역센터☐
지역기관☐ 모름☐
onset:

4-5 U
3

진료과목

U

경유 한 의료기관:

1 1-49

1

1-5

0 0

0

0

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hours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의뢰 ☐ 직접 의뢰☐ 의뢰 안함☐

지리적연고☐ 인적연고☐ 과거진료연고☐ 현재진료연고☐
상급병원희망☐
경제적 이유☐ 기타☐------------------------전문과목 없음☐ 당직 전문의 없음☐ (진료과목 및 일시적
부재이유:
)
수술실 없음☐ 중환자실☐ 병실☐
기타☐-------------------------CT☐ MRI☐ Angio☐ EGD☐ Bronchoscopy☐ ventilator
☐Hemodialysis☐기타☐-------------------------(예.장거리 이송, 타응급의료기관 경유, 재이송, 경제적 이익 관여,
부적절한 중증도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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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전원 과정 기록
사설이송단체구급차(일반☐ 특수☐) 병원구급차(일반☐ 특수☐) 119☐
자가용☐ 대중교통☐ 기타☐---------------전공의 이상☐ 일반의☐ 119구급대원☐ 간호사☐ 응급구조사☐
운전요원단독☐ 기타☐
insertion of airway☐ LMA☐ intubation☐
Airway
Breathing
산소투여☐
Circulation
pherpheral line☐ central line☐
CPR
chest compression☐ defibrillation☐
Monitoring
EKG☐ BP☐ PP☐ RR☐ 산소포화도☐
splint☐ 경추고정☐
기타
(기타시술:-------------------------)
2006년
월 일
출발 시 RTS [ ]
GCS:
SBP:
RR:
:

이송 수단
동승 인력

시행 된 처치

환자 출발
시간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환자
도착시간
원내
처치내용
및 상태
변화
최종
진단명
응급진료결
과

환자 및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유☐무☐
월
(24시간제)

최종 진료과목

3. 전원 온 환자의 진료결과
일 :
RTS [ ]
GCS:

SBP:

RR:

emergency laparotomy☐ craniotomy☐ thoracotomy☐ microsurgery ☐

귀가☐ 재전원☐ ICU입원☐ GW입원☐ 응급실내사망☐ DOA☐
가망없는퇴원☐ 기타☐--------월 일
:
과
결정시각
(24시간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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