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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不惑)의 나이에 무엇인가 공부하겠다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된 배움

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니 보람과 기쁨이 느껴지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

의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봅니다.

그간,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의로 지도하여 주시고 세

심한 배려와 유익한 충고 및 조언을 해주신 유승흠 교수님과 논문의 학문

적 접근 방법과 해결 방향을 깨닫도록 자상한 지도를 해 주신 지훈상 영동

세브란스 병원장님, 군(軍) 의무병과의 선배로서 실무적 충고와 발전 방안

을 모색할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허준평 국군의무사령관님께 충정어

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의 만학의 기쁨을 가질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신 서울지구병원장 김상훈 대령님과 간호·진료부장님, 늘 힘이 되어

준 후배장교 김강호 소령, 그리고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도와준 서울지

구병원 행정부 후배장교 및 동료들, 특히 오현민 대위, 김태환 병장, 김재

만 상병, 황기연 일병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를 있게 하고 잘되기를 기원하시며,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함없

는 사랑과 격려, 희망을 주셨던 양가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하며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남편 군복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내조하여

준 나의 아내 김갑분, 그리고 군인의 아빠,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존경한

다는 예쁜 딸 지희와 멋진 남자 영웅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 모

든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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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현대 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로 최근 우리 사

회는 각종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10

년간 대형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사

고 이후 드러난 재난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종 위험으

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

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난 응급의료 체계는 위험 유형에 따라 부처별

관리체계가 다르고, 민·관·군의 통합된 응급의료체계가 미구축되는 등 각

종 대형재난시 적절한 대응 및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1990년대 잇따른 대형 재난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1995년 재난관

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장 응급의료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우리실정에 맞는

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 사고를 통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

식전환과 정부의 예산지원, 그리고 최상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이야말로 복

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군은 국민의 군대로써 재난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과 응급의

료 지원을 통해 군의 역할 확대와 민·관·군 합동 재난대비 체제구축을

위해 군(軍)이 지향해야 할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재난관련 응급의료체계 관련자료의 문헌고찰과 주

요 선진국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분석, 최근 발생된 민간과 군의 응급의

료 전달체계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군 응급의료지원의 발

전 방안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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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연구를 통해 민간과 군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상의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민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다.

첫째,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기구가 없고, 재난관련

부처의 다원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재난 대비 예산 투

자의 저조와 행정구역별 협조체계가 미약하다.

둘째,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응급의료 통신체계의 다원화 및 무선 소통이

제한되고, 현장응급처치의 부재와 이송간 응급처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응급실 전문의료인력

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군(軍)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다.

첫째,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의 근거가 미정립되

었고, 다단계 지휘계통으로 인한 재난 대응의 지연, 그리고 정책부서의 응

급의료 조직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응급의료 지원체계에서는 현장처치 및 후송단계의 전문 인력부족

과 후송수단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 통신체계의 미구축과 민·군간 정보공

유시스템이 미구축된 상태이다. 또한, 군교리의 민간적용이 곤란하고 권역

별 통합된 응급 진료권의 미설정과 후송체계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민간 및 군의 전문인력, 장비, 시설, 통신체계 등의 상호보완체

계의 미구축은 국가재난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제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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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마련과 재난

대비 군 응급의료 지원 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군의 권역별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구조 유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분담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통신망의 협

조체계구축과 권역별 통합된 응급진료권 설정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군의 전문 응급의료 요원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군의 상시 훈련되

고 조직화 되어있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구조사, 응급처치요원 등 상당

한 전문 인적자원과 대량 환자 발생시 분류반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의 환자 후송장비 활용 및 개선이다. 현재 군에서 보유한 1330

여대의 구급차를 119 구급대와 함께 환자의 이송을 담당해야 하고, 점진적

으로 기존 구급차의 기능보강과 신형구급차 확보로 달리는 응급실의 기능

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 후송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활

용하기 위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헬기 내장용 의무장비·물자 및 의약품

을 Set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응급의료 인력의 양성 및 확보이다. 현재 많은 의무요원 및 응급

구조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군의 실제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교육강화와 응

급구조사 양성교육대상이 확대 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야전 의무휘장제도

와 같은 응급의료요원 양성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응급의료 관련교리의 정립 및 표준화이다. 군의 재난 구조에 대

한 의무적인 지원근거와 교리를 발전시켜야 하며, 대량 전상자 분류반 운

용교리의 군과 민간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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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민·관·군 응급의료관련 연구 및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재난 대비한 민과 군간의 연구 및 정보교환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해 군의 보유한 유용한 인적·물적 자원 및 상시 조직화된 체계를 적기에

활용하고, 민·관·군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면, 향후 닥쳐 올

대형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서 믿음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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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항공기 추락, 지하철

공사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대형 사고들은 우리 사

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보화 첨단화된 이 시대에 예상치 못

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형 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자연 재해 또한 우리를 엄

습하고 있다.

1996년 7월에 발생한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89명여의 사상자(민

간인 20명, 군인 69명)와 35,000여명의 이재민, 5,312억여원의 재산피해, 그

리고 국가기간 시설인 도로, 철도, 통신망등이 마비되었으며(중앙일보,

1996) 특히,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국가 비상시 신경망이나 다름없는 통신

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했고, 전방지역 철책선의 붕괴, 지뢰 및 폭발

물의 유실 등은 비록 국지적인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정윤수, 1994).

이러한 재해대책은 예방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후 수습 및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국가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국

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구조구난체계의 미비로 귀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현장 관리체계부재라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

다.(임종권외 3인, 1996) 이와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효율적 수

습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법이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현장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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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설치, 재난훈련강화(년 2회),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정(소방서장), 현장

통제소의 설치,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현장안전관리 전문기술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처음으로 응급구조사

가 배출되어 현장 의료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군에서도 1997년 5월부터 장기

부사관을 대상으로 6주의 교육기간을 통해 년간 80명의 응급구조사를 배

출하고 있다 . 그러나 , 이러한 응급처치 인력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각종

대형 사고 발생으로 대량환자 처치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지원, 후송체계 등

에 대한 군의 적절한 응급의료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재난으로 인한 대

량환자 발생시 군의 지원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응급체

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모형을 재난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에서는 민·관과 더불어 재난시 응급의료지원의 효율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과 적시적인 의료자원의

활용책 수립, 응급체계상의 통신망 구축, 응급구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등

평상시 군의 조직화된 기존 보유자원의 적시 활용과 미흡분야의 보완 및

발전으로 군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응급의료지원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

2 . 연구의 목적

정부는 1991년 7월부터 응급의료체계를 도입하여 전국 응급의료수요

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3) 그러나 지

금의 제도로는 응급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책임 한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 또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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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로는 대량환자와 같은 폭발적인 응급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 발생시 군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지원 개념 및 절

차를 정립하고, 상시 재난 대응을 위한 군의 전문인력과 후송장비인 구급

차 와 헬기의 지원, 각종 통신 및 시설체계의 종합적인 운용방안, 그리고,

전시 발생 가능한 대량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훈련·숙달된 조직력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 발생시 민간과 군의 응급의료지원체계의 미흡분야를 각각 분

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유기적인 종합지원대책 수립으로 민간

재난에 대한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군의 응급의료지원으로 선진국군의 위

상제고와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 연 구의 범위

응급의료체계는 단계적으로 볼 때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응급처치,

환자후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와 치료, 병원도착에서 이루어지는 병원처치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규종, 1992) 그러나 본 논문은 대량환자발생시

사고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하며 부상자의 사망률과 불구율을

최소화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병원도착 이후의 의료행위 문제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논의되는 주요 범주는 대량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고를 신고

하고, 신고된 내용을 응급의료기관이 인지하여 민·관·군 합동응급의료팀

의 출동-현장도착-환자구호-환자후송- 병원도착까지의 과정과 특히, 재난으

로 인한 대량환자 발생시 군의 역할 확대를 위한 권역별 유관 기관과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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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응급 구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환자 이송 장비 및 물자, 통신망 구성등

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나 . 연 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재난관련 응급의료체계관련 각종 자료

의 문헌고찰을 위해 관련분야 논문 및 법규, 정부간행물, 해당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정책부서 및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최신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등 각국의 재난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

셋째 , 최근 우리나라의 대형사고 자료수집과 사례분석을 위해 삼풍백

화점 붕괴사고외 3건의 사건개요와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구급단계별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

넷째 , 평상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응급의료 자원현황과 지원 절

차에 관한 자료수집 , 각종 자료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 , 현장실무요원

과의 상담 및 질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본 논문의 전개순서는 우선 민간부분의 재난 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량환자의 실제 발생사례를 분석하

였으며,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군의 재난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를 유사한 흐름하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민간 및 군부문을 비교하는 과정에는 각 체계의 유사성, 상

이성 및 제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시된 제한점을 토대로 하여,

군이 국가재난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사항 및 발전방안을 다

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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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고찰

1 . 재난시 대량환자 관리체계

가 . 대 량 환 자의 개념

본 논문에서의 대량환자는 용어의 성격상 단순히 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그 뜻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군사적 용어의 개념은 대량환자란 단순히 사상자의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가 동시에 또는 상대적으로 짧

은 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 개인적인 치료와 후송을 제공할 수 없을

만큼의 응급의료수요의 증가로, 고유의 의료지원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고유의 의료지원이란 인원, 장비, 의약품

등의 일상적인 의료지원체제를 말한다.

이와같이, 대량환자 상황은 환자의 수와 가용한 의료지원자원(인원, 시설,

장비, 보급품, 후송수단, 시간) 사이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한 상태를 말한

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8- 6, 20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진의학의 정의를

대량환자의 개념으로 정립하겠다.

나 . 대 량환 자 발 생의 원인

대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재난 또는 재해라 한다. 재난관리법에는 재난

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자연재해는 제외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난이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위적 재해를 말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자연재해도 또한 더 큰 규모의 대량환

자가 발생한다. 자연재해란 지진, 태풍, 폭풍, 홍수, 화산폭발등 자연적 현상

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고 있다.(이동모, 보건복지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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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재해(Disaster )의 종류

대 분 류 세 분 류 재 해 의 종 류

자연재해
기후적 재해 태풍·풍수

지진성 재해 지진·화산폭발

인적재해

(인위재난)

사고성 재해

교통사고 (자동차, 철도, 항공, 선박)
산업사고 (건축물 붕괴)
폭발사고(갱도, 가스, 화학물질, 폭발물)

계획적 재해 테러, 폭동, 전쟁

출처 : 배일순, 재난대비 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연구, 1997.

다 . 대 량환 자의 관리 체계

대형재해 및 재난에 의해 발생되는 대량환자는 구호에서 정상회복까지

촌각을 다투는 시간적 급박성이 요구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상

자가 혼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제한된 응급의료자원으로 폭발적인 응급의료수

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우선순위에 의거 상태별로 분

리, 치료, 후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임상

학적 치료의 급박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의 지연은 환자를 사망

및 불구의 위험에 직면케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가 요구되는 여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누구를 먼저 치료하고, 누구를 먼저 후송 보낼 것인가의

판단은 응급의료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불구율을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이와 같이 대량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환자를 최

소처치환자, 즉각처치환자, 지연처치환자, 기대처치환자로 분류하여 효율적

인 처치를 하고 있다.(육군본부, 야전교범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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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대량환자 분류시 치료 및 후송순위

구 분 최소처치환자 즉각처치환자 지연처치환자 기대처치환자

치료순위 3 1 2 4

후송순위 2 1 3 4

표지색깔 녹색 적색 황색 백색

출처 : 육군본부, 의무근무지원, 야전교범8-6, 2001

<표 2>에서와 같이 환자치료 순위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기대처치환

자를 제외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생명과 불구의 위험순위가 높은 즉각처

치환자, 지연처치환자 순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최소처치환자, 기대처치환자

순으로 처리한다.

후송순위는 후송수단의 부족과 환자분류 및 치료시간 소요로 인해 즉각

처치환자, 최소처치환자, 지연처치환자, 기대처치환자 순으로 후송하게 되

는데, 위급한 환자를 우선 후송하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기대처치환자는

가장 늦게 후송되며, 최소처치환자는 필요에 따라 의무요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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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난 대비 응급의료체계

가 . 응 급의 료의 개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적 정의로서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기타 응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설중식, 1999)

그리고,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

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또한,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

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후송 및 진

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박윤형, 1998)

이와 같은 응급의료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 요구되는 치

료나 수술, 재활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 응 급의 료체 계의 기본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박윤형, 1998)

즉 응급환자의 신고로 시작되어 현장에 응급요원들이 투입되어 필요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처치단계,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시행된 후부터 병원응급

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후송처치단계,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병원

처치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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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응급의료체계 구성 및 흐름

·진료체계

·인력

·시설정비

체계

·신고 및

안내체계

· 응 급 의

료 정 보

환자

응급의료

체계

병원처치

단계

후송처치

단계

현장응급

처치단계

·후송무선체계

·후송교통체계

·후송의료체계

출처 : 박윤형, 응급의료 정책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98.

1) 현장응급처치단계

응급환자의 발생이 신고되면서 응급요원 및 구급차의 출동,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이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의

발생을 신고하기 위한 응급통신망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유·무선 통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설중식, 1999)

2) 후송처치단계

후송단계는 응급환자를 현장으로부터 병원까지 후송하기 위한 제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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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응급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현장으로 출

동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후송체계가 필요하고 구급차 내에서 후

송병원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후송수단은 후송방법에 따라서 육로후송, 항공후송으로 구분되며, 특수한

환경에서는 해상후송이 이용되기도 한다.

3) 병원처치단계

마지막으로 병원처치단계는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 전문의료

진에 의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를 보강

하는 것과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다 . 재 난대 비 응 급의 료체 계의 특성

응급의료체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

하는 것이며,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란 재난에 대비한, 특히 대량응급환자

발생을 고려한 응급의료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훈련의 필요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해에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여러 기

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사전훈련이 필수적이다.

2) 의료구호반의 현장 투입

재난 발생위치와 사상자 발생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투입할 의료구호반

이 결정되어 있고, 비상시에 신속히 이를 연결 할 수 있는 통신망 확보 및

이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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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지휘·통제체계의 확립

현장에서 신속하면서도 질서있는 구호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지

휘·통제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현장처치 및 환자분류(T riage Sy stem )

즉각적인 치료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자, 중상이지만 치료에 시간

적 여유가 있는 환자, 거동이 가능한 경상환자, 사망했거나 생존의 가능성

이 별로 없는 환자 등으로 분류하여 현장처치를 한다.

5) 환자 후송

경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상환자의 치료가 가능

한 병원,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치료만이 가능한 병원등 3군으로 분류하여

환자후송의 기준으로 삼는다.

3 . 외국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선진 외국의 응급의료체계는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2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부분은 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pre- hospital EMS system )로서 구급차, 응급구조사, 응급

통신망등이며 병원 도착시부터는 해당 병원에서 책임지고 진료하게 된다.

선진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응급의료체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국가

에 따라서 미국은 EMS sy stem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 프

랑스는 SAMU (Services d ' aide Medicale Urgente)라는 응급의료체계를 운

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응급의료체계가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을

수 있다. 미국은 고급 응급구조사(paramedic), 일본은 구급구명사라는 새로

운 형태의 의료 종사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반면에 프랑스는 마취과나 응

급의학 전문의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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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미 국

미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자연재해와 민방위 계획이 주 임무지만 최근에는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높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규

정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계기는 1966년 상원에서

발표된 백서(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 accidental death and

disability)로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기금을 확보하기 시작하

였으며, 여러 단체들의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오늘과 같은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국의 응급의료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각각의 주에 따라서 응급의료체계

의 운영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최근에는 심장병을 포함한 내과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와 외상환자를 위한 외상체계(trauma sy stem )의 분리를 주장

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의 응급처치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

사(EMT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에 의하여 수행되며, 응급구조사

는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에 응급요원(응급구조사를 포함)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첫 단계 인력은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 )로서 기본적인 응급처

치를 배우는 과정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기도유지, 심폐소생술, 경추고정,

지혈, 환자평가, 응급 문진 등으로서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

과정은 주로 소방대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

람들의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 인력은 초급 응급구조사(EMT - A : ambulance)로서 개념

상으로는 우리의 구급대원의 수준이다. 이들의 교육시간은 121시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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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환자 평가와 안전한 이송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세 번째 단계 인력은 중급 응급구조사(EMT - I : intermediate)로서 초급

응급구조사와 고급 응급구조사의 중간에 해당하는 요원이다. 초급 응급

구조사와 고급 응급구조사 만으로는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자원자들이 해당되는 치료의 종류에 따라

수십 시간에서 수백 시간의 교육 후에 이를 선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들은 고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들이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초급 응급구조사가 시행할 수 있는

영역 이외에 정맥로 확보, 목고정 장비 장착, 제세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의 제일 높은 단계로서 고급 응급구조사(EMT - P

: Paramedic)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모든 질환 및 손상의 응급환자에게 전

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다. 초기에는 의료의 많은 부분

을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응급처치까지의 시간

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직접 처치를 시행할 수 있

도록 응급의료지침서(medical protocol : direct v s . Indirect order )가 개발

되었다. (박윤형, 1998)

구급차는 크게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 구급차에는 초급 응급구조사나 중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활동하

며, 특수 구급차에는 고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구급차를 운영하더라도 출동하는 체계가 여러

유형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형태의 구급차가 구분되어 출동하는 2- tier

system과 한 형태의 구급차만 출동하는 1- tier system, 또는 두 형태의 구급차가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복합적인 체계(docking system )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응급신고의 접수는 응급지령실(전화911)로 연결되는데, 911에서는

응급환자의 신고를 포함하여 경찰업무와 소방업무의 신고도 접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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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지령실에는 일반적인 전화상담원과 전문 상담요원이 있으며, 일반

상담요원이 신고를 접수한 후에 신고내용에 따라서 해당 전문 상담요원으

로 연결해 준다.

응급의학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응급실 근무경력이 7,000시간

이상인 의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현

재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3∼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전문의 시

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나 . 프 랑스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관서가 모든 재해대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다중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주체이며 , 특히 파리와 마르세이유는

다른 지방과는 별도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의 응급의료체계는 소방대(국영), SAMU (국영), 사설 구급차, 사설

의료진(general practitioner ), 사설 항공기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체계이며,

파리와 마르세유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달리 소방에 의사(군의관과 유

사)가 복무하고 있다.

SAMU는 전국에 10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350개의 SMUR(mobile

ICU )를 운영하고 있다. 1개의 SAMU에는 1개씩의 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인구 20∼20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4∼5개의 SMUR출동소를 갖

추고 있다. 그러나, 정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SAMU도 있어서 정보센터

는 모두 98개소이다.(박윤형, 1998)

SAMU는 국립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대부분이 마취과를 전

공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개의 SAMU

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는 4∼5명이며, 수련과정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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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명이다. 전문의는 의과대학 7년과 GP과정 2년, 마취과 수련과정 5년

을 거치게 된다.

소방대는 대부분 SAMU와 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는다. 소방대에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으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통제를 SAMU의 의사가 책임지고 있다.

사설 의료진은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의 일반의 과정을 이수한 의사로

서 환자의 자택으로 출동하여 간단한 응급처치나 투약처방을 내리는 것으

로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료한 결과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면 사설 구급차나 소방 구급차를 요청하게 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전화 18번이나 SAMU 전화 15번을 이용하는

데, 사고의 경우에는 18번을 이용하지만, 자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에는 15번을 이용하고 있다.(정윤수, 응급구조와 위기관리, 1994)

SAMU의 정보센터에는 2∼3명의 일반직과 2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

며,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SMUR(mobile ICU )를 출동시켜서 현장에

서 의사가 직접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경환자라고 판단되면 사설 의료진이 자가용(SOS car )을 이용하여 현장

에 파견되어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투약 처방을 내리게 된다. 사

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한 후에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 소방 구급

차나 사설 구급차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사설 항공기는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SAMU와 계약되어 있다. 사설

항공기는 여러개의 SAMU지역을 관장하게 된다.

SAMU의 경우에는 1회 출동에 운전사, 간호사, 의사가 출동하여 현장에

서부터 전문 인명구조술(advanced life support )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도착하는

즉시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된다.

그러나, SMUR가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경환자로 판단되면 사설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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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등을 호출하여 환자치료를 승계하여 준다.

그리고, SAMU의 정보센터에서 경환자라고 판단하면 SAMU와 협조체

계를 유지하는 사설 의료진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거나 환자가 원하는 사설

병원의 구급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킨다.

사설 의료진은 환자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투약처방을 내리

는 것으로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사설 의료진은 일반적인 약물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환자는 약국에서 처방된 조제약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 . 일 본

일본은 국토관리청이 지진등의 대형사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

하나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가 대응한다. 지방 정부별로 소방청 종

합상황실의 119 신고에 의해 신속히 대처한다. 소방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 긴급구급장비, 첨단통신 기계와 정보장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일본도 구급차의 소방관들에 의한 응급처치의 필요성은 인식되었

으나, 법령 등의 법적 제한이 많아서, 결국 1991년 4월에 구급구명사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91년 이전까지는 응급처치에 대한 2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대원

들에 의하여 응급의료가 시행되었으며 구급차의 장비도 매우 미약하였다. 응

급처치에 대한 소방대원의 교육과정은 구급과정Ⅰ과 구급과정Ⅱ로 구분되어

있으며, 2개의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응급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부여된다.

구급과정Ⅰ은 소방학교의 초임 교육과정으로서 6개월 과정중 135시간의

구급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구급과정Ⅱ는 구급과정Ⅰ을 이수한 후에

구급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15시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급과정Ⅰ과 Ⅱ의 250시간을 모두 이수한 후에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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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구급구명사는 미국의 고급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요원이다. 구급구명

사의 양성은 사립 구급구명사 양성학교는 동경시에 3개가 있으며, 정원은

각 100명으로 졸업 후 구급구명사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사립 교육기관을 졸업한 구급구명사들이 소방구급대의 구급구명사로 활

동하려면 소방학교의 초임 교육과정인 6개월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구급구명사와 지정 등록기관과 지정 시험기관은 후생대신이 정하도록 하

고 있다. 구급구명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구급차내 또는 구급차에 태울 때

까지의 사이로 제한하고 있다.

구급차의 수는 인구 4만명당 1대의 비율로 배치되고 있으며, 모든 구급

차는 특수 구급차로 교체되고 있고, 1대의 구급차에는 3명의 요원(구명구

급사 1, 구급대원 2)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령실은 모두

소방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100∼15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소방지령

실이 운영되고 있다.(박윤형, 1998)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100∼150만명 단위로 구명구급센터(3차 응급센터)가 1

개씩 위치하며, 구명구급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야간

진료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20여 개의 구명구급센터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40명 이상의 전문 의료진을 갖춘 독립형 구명구급

센터는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응급의학 지도전문의가 있는 구명구급센터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응급의학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인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10년이 경과하면 지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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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각 국의 응급 의료 체계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응급의료체계와 재난시 위기관리체계를 각국별

로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 표 3 > 각국의 응급의료체계와 재난관리 체계 비교

구 분 미 국 프 랑 스 일 본

재난총괄부서
연방비상관리청

(FEMA )
소방청 국토관리청

재난지휘체계 단일체계 단일체계 단일체계

응급의료전화 911 18 119

1차 출동기관 911구급대
SAMU

예하조직
소방구급대

전문응급구조사
(국가공인자격)

EMT - A
EMT - I
EMT - P

소방구급대
(의 사) 구급구명사

구급요원 양성
및 자격인정

미국운수성
미국과학학교

소방학교
소방학교
후생성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 22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국가가 일차적

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선진 외국의 경우 재난 총괄부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기관리시 지휘체계와 응급의료신고 전화번호가

단일화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응급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으며, 응급의료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양성기관 확보와 전문요원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김용득,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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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민간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분석

1 . 재난 관리체계의 분석

가 . 재 난관 리체 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

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대응체계가 문제가 되고 각 부처간 협조체계의 허점

이 드러나자 정부 각 부처를 법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을

만들어 대처 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인위적인 재난에는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여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에서 초기대응

에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사고에서는 현장관리체

계 부재라는 결정적 문제점이 노출되어 인위적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고자 1995년도에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본부 설치근거마련, 재난훈련강화(연2회), 현장 지휘책임

자 소방서장 지정, 현장통제선의 설치, 현장 환자처치소의 설치 등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는 있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중앙통제기구의 부재와 현장에서 각 부처간 유

기적 협조를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과 환자의 처치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역할이 중심적일 수 밖에 없는데 병원의 역할, 의무, 보상 및 훈련

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임종권외 3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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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통제기구 없음

< 그림 2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12

(경찰)

119

(소방)

1339

(보건복지)

군

(국방)

중앙재해대책

본부 (내무)

민방위

(행자부)

경 찰

상 황 실

지·파출소

관 할

소방서

권 역 별

정보센터

시 도

시군구

읍면동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범 죄
화재

긴급구조
응급환자 전 시 풍 수 해 전시대비

주민신고

출 처 : 조선일보(95.2.27), 재해구조체계

나 . 재 난관 리의 조직 체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대책은 1995년 7월 18일에 수립된 재난관리법(법률

제4950호)에 명시된 안전대책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조구난본부, 현

장지휘, 긴급구조구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중앙행정직의 부

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대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으로 구성

된 평가기관이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행

정부서장들은 제시된 재난대책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협조해야 할 사항들

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 중심의 재난대책 으로 전환해야 한다.(임송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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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재난발생시 혹은 이미 발생하였던 재난에 대한 평가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위원회 혹은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분

석과 평가는 전문인에 의한 정확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세번째로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중앙 및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

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재난대책은 지역별 특

성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2) 사고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는 재난의 수습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

앙사고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그러나, 재난대책의 목표가 재난확산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므로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보건

복지부장관 등으로 사고대책본부장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긴급구조구난본부

첫째로, 지적될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긴급구조구난본부는 긴급구조구난

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물

적 혹은 인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두째로,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역할이 잘못 기술되고 있으며 재난에 관여

하는 부서들이 필요없이 많으므로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상황실은 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의 상황들은 현장지휘부

에서 확인되면 대책본부로 통보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현장지휘

재난관리법에 명시된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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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의 사항들이 잘못 기술되고 있다. 재난시라고 평상시의 업무가 바

뀌는 것이 아니다. 즉, 재난시에는 평상시의 업무만을 수행하되, 다만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난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현장지휘관은 각 부서 책임자(응급의료반, 통제반, 이송반, 지원

반 등)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다만 전반적인 지원과 부서간 협

조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것이다.(임경수, 1995)

5) 긴급구조구난 교육훈련

긴급구조구난 교육훈련은 재난대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부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정확히

분석되어야 하며, 정확히 분석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재난대책이 수정되

어야 한다.

또한 긴급구조구난 훈련은 부서별로 연 2회 시행된 다음에 부서별로 문

제점을 보완하도록 재난대책이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부서들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이 시행되어야 하며, 부서별 협조체계, 통신체계 등과 같은 문제점

이 파악되어야 한다.

위에서 검토한 재난관리 및 조직체계의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외국과 비

교해 보면 <표 4>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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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국가별 재난관리대책의 비교

구 분 세 부 항 목
국 가 명

미 국 영 국 프 랑 스 한 국

대책/ 법령

포괄적인 재난대책

지역별 재난대책 -

부서별 재난대책 -

비상통신체계

무선통신체계 미비

유선통신체계 미비

비상 공동주파수 -

자문기관 호출체계 미비

기본 요소

비축 물품 및 장비 -

중증도 분류표 -

기능별 복장 -

재난출동 인식표 -

개인별 행동지침 -

훈련 / 교육

주민 훈련 - - -

자원자 통제부 - -

합동 훈련 미비

재난본부조직

소방

경찰 미비

의료기관 미비

군부대 미비

현장지휘체계 소방 합동 소방 -

비상선포 통신지령실 통신지령실 통신지령실 -

주 : 양식화된 세부항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으로 표시하였음.

출처 : 임종권외 3인, 대량 긴급환자 관리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

원 96- 1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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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급 의료체계의 분석

재난시 응급의료체계는 불의의 사고와 뜻하지 않은 재해등으로 인해 응급환자

가 발생했을 때 빠른시간내에 환자의 이송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기적

인 조직체계로서 구성된다. 이러한 응급의료체계의 근간은 첫째, 응급의료 통신

망체계(tele- communication), 둘째, 병원전처치단계(prehospital phase), 셋째, 환

자후송단계(transportation), 넷째, 병원처치단계(hospital care) 및 전문적 집중치

료단계(intensive care)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상호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만 효

율을 기할 수 있다.(권숙희, 1996)

가 . 응 급의 료 통 신망 체계

응급의료 통신망은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대한 환자발생 신고에서부터 지

역 구급차 센터나 응급의료병원에 대한 구급차 출동요청, 출동한 구급차와

응급의료병원간의 병원전 처치 등 긴급연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즉, 응급환자가 발생·신고되면서부터 환자 상태에 따라 질병상담, 병원

안내, 구급처치안내, 구급차 출동 등 적절한 사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의

료 전산망과 정보센터와 병원, 병원과 구급차, 구급차와 의사 간을 이어주

는 유·무선 통신망 체계를 말한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신고 전용

특수번호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 119, 1339번으로 구분되어

있다. 112번은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순찰대의 전화번호이다.

1339번은 보건복지부 산하 응급환자정보센터의 전화번호로서 실질적인

응급환자 후송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질병안내나 병원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응급환자의 후송을

담당하는 신고전화는 119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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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응급의료 기관별 신고 및 출동체계

사고인지 출동판단 출동

119
·119 신고망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
·112 신고

소 방
지령실

구급차 처치
병원
후송

1339 1339 신고망
정 보 센 터
정 보 분 석

정 보 제 공
병 원 안 내

처치
병원
후송

112 112 신고망
응급의료기관
출 동 요 청

출 동 처치
병원
후송

·출처: 김용득, 정부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5.

나 . 응 급 후 송처 치 단 계

응급환자의 병원후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체계, 구급차 보유현

황, 시설현황 등 구급차에 대한 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 출동은 119신고시 직접 출동하기도 하고 1339 응급환자정보센

터에서의 연계를 통해 출동하고 있다. 서울시 21개 소방서에 108개 파출

소가 있고 각 파출소에 1대의 구급차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나 현재 서울시에는 총 108대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다.

구급차 1대당 구급요원이 6명씩(구급차 운전원 1명 2교대, 구급대원 2

명 2교대)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총 654명의 구급대원이 배정되어 있다.(이향

련, 김윤희, 대한간호 제32권, 1993)

구급차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19구급차 및 구급장비 보유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9에서 보유한 108대의 구급차는 특수차 45대, 일반차 73대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구급장비는 69종 10,660점으로 소요대비 94%

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승무원을 위한 장비로는 통신장비인 무전기와 휴대폰이 구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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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응급환자정보센터의 지령실은 지정병원 외에는 경찰순찰자, 경찰 및 군

헬리콥터 등을 출동시킬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찰 등의 헬리콥

터는 응급환자후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급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헬리콥터 안에

서의 응급처치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 . 현 장 응 급처 치 단 계

1) 현장처치

현재 119구급대는 현장도착 후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 )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1339응

급환자정보센터에서의 현장처치 용원으로는 군인신분의 공중보건의 5명이 배

치되어 있으나 1339응급환자정보센터 내에 구급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직접 현장 출동은 안하고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119구급대를 출동 요청을

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의 실질적인 현장처치는 119구급대 요원이 담당하고

있다.

2) 응급처치 요원

119구급요원의 자격은 소방법 시행령 제 48조 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소방학교에서 4주씩 교육을 받은 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간호 및 구

급에 대한 강습을 받은 자, 간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및 구급과정을 수료한 자로 되어있다. 또한 119구급대는 전문적인 구급

업무의 질적인 발전 측면에서 간호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규정상 구급업무의 범위는 재난사고 등에 의한 부상자, 긴급이송을 요하는

환자 및 임산부로 규정함과 동시에 사망자, 만취자, 행려병자, 범죄에 관련된

흔적이 농후한 자는 제외하며, 단, 경찰기관의 협조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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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95년부터는 13개 전문대

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하여 7백60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박경희,

1995)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

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이준상 편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

1995)고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 범위을 정하였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현장출동시 119구급차에는 운전기사외에 응급구조사

또는 구급대원 1인이 탑승하여 출동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나 남자의료보조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다.

라 . 병 원처 치 단 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병원, 응급의료지정

병원, 비지정병원의 3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1인이상, 비전문의 4인이

상, 간호사 10인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응급병원에는 비전문의 2인이상,

간호사 5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하급 응급의

료기관에는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의사가 근무하지만, 상급 및 중급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을 전공한 응급의학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팀, 심장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력과 상당히 대조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근무하

는 응급실장은 80%이상이 병원에서 겸직하고 있으며, 응급실장이 없는 경

우도 전체병원의 8.1%나 된다.

우리나라의 응급의학전문의 배출현황은 96년도 20명, 97년도 27명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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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고 2002년까지 240명이 양성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백서, 199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응

급의료센터 99개소, 종합병원 169개소, 지정병원이 87개소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02년 응급의학전문의가 240명이 배출되더라도 응급의료의 특

성상 24시간 계속되는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면 응급의학전문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3 . 대량환자의 발생사례 분석

가 . 대 형사 고의 발생 현황

우리나라도 근래에 들어 산업과 교통의 발달, 인구의 빈번한 이동 등 사

회가 현대화, 산업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대형 재난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

었다. 특히 93년이래 평균 2∼3개월 간격으로 발생된 사고는 1993. 3. 29.

발생한 부산 열차전복사고, 93. 7. 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93. 10.

10. 전북 부안군 위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94. 10. 21. 성수대교 붕괴사

고와 95. 6. 29.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많은 재난사고를 겪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45년 광복이후 50년간 일어난 각종 재난 가

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였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구조체계의 미비

와 응급장비의 부족으로 희생자가 더욱 많이 늘어났다.

또한, 1993년 이후에는 더 큰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간 발생한 재난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 및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많은 원인

이 있겠으나 사고발생시 국가가 재난정보를 수집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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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대형사고 현황 (93년 이후)

사 고 명 발생일시 사 고 개 요 사상자수 사고수습기관

구포

열차사고
`93. 3.28

부산 구포역에서 경부선

열차 탈선, 전복

사망 78

부상 128
철 도 청

항공기

추락사고
`93. 7.26

목포행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망 66

부상 44
아시아나 항공

서해훼리호

전복사고
`93.10.10

전북 부안군에서 서해훼

리호 침몰

사망 292

부상 67
전라북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94.10.21 서울 성수대교 교각붕괴

사망 48

부상 17
서 울 시

충주호 선박

화재사고
`94.10.24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망 29

부상 30
충청북도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94.12. 7

아현동 가스 정압실 가스

누출 폭발

사망 4

부상 73

한국가스

안전공사

대구지하철

붕괴사고
`95. 4.28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관 파열로 폭발

사망 101

부상 201

한국가스

안전공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95. 6.29 삼풍백화점 A동 건물붕괴

사망 502

부상 937

실종 5

서 울 시

건설교통부

출처 : 도준갑, 재난의료 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 중 군이 지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

대교 붕괴사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및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등 4개

의 대형사고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사고발생시 구급단계별 진행과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 . 대 형사 고 분 석

다음의 4건 사고에 대한 특성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사건의 개요

및 사건의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타 사고와 달리 서해 훼

리호 침몰사고는 육지가 아닌 수상에서 발생하여 대부분의 사상자가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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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시설상의 문제점, 부실시공, 안전에 대한 무감각으로 발

생하였으며, 사고 직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상자

가 많이 발생하였다.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가) 사건의 개요

1995년 6월 29일 17시 59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

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인해 건국 이후 일어난 재난 가운

데 가장 많은 1,444명의 사상자를 낸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서울시 공식 집계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5명이라는 희생자를

낸 이 사고는 우리나라 건설의 부실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장이었

다. 섭씨 30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 17:50분경 경보 사이렌

과 함께 건물이 흔들려 직원들은 비상구로 향하고 고객들은 비상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5층 건물 왼쪽동이 모래성처럼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당시 쇼핑 나온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던 백화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무너져 내린 건물이 100여m에 이르고 지하 20m 깊이로 패인 구

덩이에 콘크리트 잔해와 철근구조물이 수북이 쌓일 정도였다.

이 사고는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국가의 명예와 신

용을 손상시킨 사고였다.

나) 사건의 과정과 내용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의 소방구급대, 군의무부대, 응급구조단, 한국인명

구조단, 해병전우회, 경찰, 자원봉사자, 민간인 등 다양한 조직들이 일시에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신음하는 인명을 구호하기 위해 신속히 투입되었으며,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고 인명구조 활동은 소방본부장이 지휘하였다.

그러나 소방, 군, 경,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에 몰려 통제에 혼란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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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즉흥적으로 구조작업이 이루어졌다. 구조전담전력

은 119구급대 10개대 210명, 119구조대 105개대 630명, 화재 진압대 91개대

2,588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총 234개 단체 36,010명이 참여

하였다.(임송태, 1996)

삼풍사고는 지상 5층, 지하 4층 건물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지하 깊숙이

잔해가 압착되었기 때문에 희생자 구조활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

고 작업이 장기화되었다. 또한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와 때마침 내린 장마

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현장지휘는 희생자의 구조활동

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모든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고 초기 단계에서는 건물더미에 흩어진 사상자를 긴급히 구호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응급의료 활동이 진행되었다. 2- 3일이 경과한 2단계

작업에서는 붕괴된 건물 잔해속에 묻혀있는 사상자를 2차 손상이 없이 구

호하기 위한 활동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소형작업도구와 수작

업을 통한 작업의 정밀성을 중요시했다.

그 결과 구조활동 3일째는 지하공간에서 백화점 미화원으로 종사한 직원

24명을 집단으로 구조했다. 3단계 작업인 6-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생존자가 희박하고, 부상자와 생존자가 어느 정도 구호되었다고 판

단하여 매몰 실종된 사망자를 조기에 발굴할 목적으로 포크레인과 같은 대

형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고의 특이성 때문에 환자구호 현장에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방법들이 나타났다. 미군의 지하생존자 확인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육군

의 땅굴탐지기, 역술가의 예언 등 다양한 방법이 생존자 구조를 위해 활용

되기도 했다.

이런 대형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현장지휘체계의 혼란이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사고발생 5분만에 119구급대·군·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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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동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간인들의 현장접근, 통제 및

구조요원의 효율적인 배치 등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성수대교 붕괴사고

가) 사건의 개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경 성수대교 북단 5번 교각 사이의 상판

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의 차량이 추락해 3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공사

실시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교량이 최대하중을 못 이겨 다리가 무너졌다.

나) 사건의 과정과 내용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 가량이 지난 뒤 경찰경비정이 도착했고 경찰헬기

는 50분 가량이 지나서야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서울

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특전사와 해군구조대가 도착한 뒤인 오전 9시 15분

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사고를 가장 먼저 접수한 소방본부측이 경찰에 이 사실을 곧 바로 알렸

으나 일선 경찰서와 한강순찰대 등의 인명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경찰 및 소방서 등 관련부서들 간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출동해야할 응급의료기관들은 급박한 시간적 요구

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현장접근에 필요한 장비 등의 부족과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응급의료수요에 대한 의료 공급의 절대적 빈곤으로 곤란을 겪었다. 또한 뒤늦

게나마 출동한 응급의료팀은 대부분 군부대 요원이나 자발적 봉사기관이 대

부분이었다.

구조자원은 경찰기동대 11개 중대 1천 3백 20명, 소방구조대 1백 80명,

특전사 수중탐사요원 1백 30명 등 1천 7백여명의 대원이 투입되었으며 군

경헬기 16대, 경찰순찰정 6정, 모터보트 4정, 앰뷸런스 31대가 동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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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수중활동과 교량붕괴 및 차량파손 잔재 등으로 인

한 상황의 복잡성으로 구호활동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이에 반해 사고 지

역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밀집되어 근거리에 위치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신고를 위한 유·무선 통신망 및 사회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지리적, 사회

적 잇점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과 관련기관의 공조체계 부재 등이 지적

되었으며 각종 사고에 대비한 24시간 긴급 출동체계를 갖춘 경찰, 소방서, 군

의 즉응태세 및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3)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가) 사건의 개요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을 떠나 격포항으로 향하

던 서해 훼리호가 오전 10시경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파도와 돌풍으로 침

몰하여 292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은 정원을 지나치게 초과 승선시킨 것이 문제였다. 이 사고는

육지와 떨어진 곳에서 배가 침몰함으로써 구조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나) 사건의 과정과 내용

사고가 나자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30여척이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표류하던 승객을 구조했으며, 당시 여객선 침몰이 목격된 후 군산 해양경

찰서 소속 파장금 신고소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 상오 10시 10분이었고, 구

조작업이 시작된 것은 50분이나 지난 뒤인 11시경에 해경대와 해·공군이

사고지역에 출동했다. 근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이 늦어져 인명

피해가 늘어난 것은 해상사고에서의 긴급재난 구호대책이 미비했음을 말해준다.

사고 발생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사고대책 위원

회를 설치하고 해상에서의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군의 구조전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을 구조현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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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관으로 임명, 제2함대 사령관 책임하에 민·관·군 합동 지휘부를 구

축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주간 연장비 헬기 44대 , 경비정

162척 , 그리고 해군 UDT , SSU요원 109명 등 총인원 3만 1천 여명을

지원하여 생존자 70여명을 구조하고 사체 292구와 침몰된 서해 훼리호

를 인양하였다 .(국방부 , 월간국방 9월호 , 1995)

응급의료는 해상 침몰사고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부상이나 상처로

인한 임상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보다는 익사의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구

조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즉, 환자치료의 급박성보다는 현장구조의 급박성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

같은 급박한 요구로 응급환자의 구호과정은 피구호자의 구호 숫자에만 급

급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체계는 없었다.

이는 곧 사고현장의 구호활동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후유증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이번 사고는 평소 상식적인 국가 비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났다. 다양한 관련기관이

각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1일 하오 7시까지 사망자 인양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해난사

고수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동원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대형사고는 각종 현대식 장비와 인명구

조 특수요원을 보유한 군이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4)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가) 사건의 개요

1993년 7월 26일 오후 4시경 승객 1백 6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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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목포 상공에서 악천후로 인하여 전남 해남군 야산에

추락 68명이 사망하였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고의 원인으로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

시도, 기체결함, 관제사의 유도 잘못 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은 오히려 목포 공항의 열악한 시설에 있었다.

나) 사건의 과정과 내용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탑승객 두 명이 사고기에서 빠져 나와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마을로 달려가 오후 5시반경 추락 사실을 처음 알렸다. 사고

현장에는 마을주민 50여명과 공무원·경찰·군인 등 8백여명이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섰다.

마을주민은 경찰 등과 함께 사고현장에 달려가 부상자들을 업고 내려와

승용차, 경운기 등에 태워 해남 읍내 지역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군경헬기 8

대가 동원되어 쉴새 없이 목포와 해남의 각 병원으로 후송했다.

사고현장의 진입도로는 당시 확장 포장공사가 추진중인 비포장도로로 사

고 지점 4km 전방부터 수백대의 차량행렬이 이어져 육상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하는데 장애가 많아 헬기로만 환자를 후송했으며, 민·관·군 연계작

전으로 헬기가 착륙하면 앰뷸런스가 환자를 이양받아 병원까지 후송했다.

다 . 사 고 발 생시 구급 단계 별 문 제점

1) 긴급환자 신고단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신고 및 전파의 문제점은 일반인이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응급환자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한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한 후 관련 유관단체간 확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아 사고초기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각 응

급관련 신고체계를 통합운영 하는 것과 각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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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응급체계별로 개별적인 신고체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

이 사고를 접수하면 미리 확립된 통신체계에 의해 서로 연결할수 있어야

한다는데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는 응급관련체계

가 각각 운영되면서도 연결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유사시 신고의 확산이 원

활하지 않다.

2) 전파단계(응급의료 통신망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통신체계는 통신체계의 다원화화(119, 112, 1339등),

통신 주체간의 연계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신고접수와 출동이 지연되고 응

급기관간 원활한 협조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자(피해자) 처치의 면에 있어서도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구급차

및 병원간 통신망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활용의 미흡으로, 적절한 의

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정보제

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이송중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지시

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명구조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 통신망체계는 통신이 필요한

전지역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종합통신망

을 구성하여야한다.

3) 현장구조 및 응급처치 단계

현장에서부터 구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전문 구조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인의 응급처치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구조단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응급 유관기관별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기관이 제각각

의 통제에 의해 구조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현장장악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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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문 구조인력의 부족이다.

셋째, 사고발생시 초기 구조단계에 일반인의 개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일반인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넷째, 매몰자 탐색장비 등 구조장비의 부족으로 거의 원시적인 구조작업

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구조작업단계의 실패가 무질서한 환자후송으로 이어져 병원이

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고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중증도)분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장 응급의료처치의 수준은 초보단계이며 응급

구조사가 배출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전에 대한 훈련부족으로 사고 발생시

환자상태에 의한 치료우선순위 분류, 후송순위결정 및 후송병원의 선택 등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후송처치단계

후송책임자는 어떤 환자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

는가? 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송책임자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

송의 우선순위와 후송수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고에서 현장에서 사전 계획에 의해 환자

의 이송이 이루어진 예가 없었다는 것이 후송 및 후송 중 처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중증도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이송되어 3차 병원은 밀려드

는 환자의 경증도 분류와 환자 재분산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했으며, 2차병원, 3차병원으로 잘못 이송된 긴급환자들은 다시 3차 병원으

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5) 병원처치단계

응급의료를 위한 병원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는 밀집되어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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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병원들이 드물게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지연우려가 있다. 또한 병원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는

중증도를 판별하여 응급의학 전공의를 비롯한 전문의료팀에게 인계되어 신

속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인한 기본적인

외상팀, 심장팀, 소생팀의 구성과 간호사 및 보조인력의 배치기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실정이다.

4 . 민간 재난대비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가 . 재 난관 리 체 계의 문제

1)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기구의 부재

민방위 기본법이 전시와 각종 재난관리 기본법으로 존재하나 법체계가

전시위주로 되어있고 재난대비·대응에 필요한 총괄조정, 지휘, 동원협조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재난별 계획·집행·관리되는 다원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

부차원의 통합적·유기적인 방재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2) 재난관리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어떤 특정 재난을 특정한 부처에서 관리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속성상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여야 효율적인데, 현실적으로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어렵고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애로

가 있다. 그리고 재난별 별도의 관리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방재요소간 중

복·누락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3) 재난예방 투자 저조와 행정구역별 협조체계 미비

예방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심부족으로 재난대비 소요예산 배정이 인색하

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주로 사후대책적인 복구비용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체계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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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재난발생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대상범위가 광범위

한 경우 중앙 정부와 각지방 자치 단체간 상호조정 및 협조가 원활하지 못

하고 비용부담 문제등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

나 . 응 급의 료 체 계의 문제

1) 응급의료 통신체계의 다원화 및 무선소통 제한

통신은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들이 구급차 서비스

를 어떻게 받을것이며 구급차가 어떻게 출동하느냐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신속

하게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 통신체계는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소방의 119, 경찰의 112, 보건복지부의 1339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현행 응급의료 통신망에는 소방서와 정보센터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원활한 통신에 한계가 있고 통신망의

주파수가 한정되어 대형사고 발생시 무선이용에 혼신의 우려가 예상되며,

통화의 품질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하여 통화 불감지대에 대한 자료수집

이 필요하다.

2) 현장 응급처치의 부재

효과적인 응급처치와 후송을 위해서는 초기에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여 중증의 환자는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신속

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 응급처치 단계에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응급구조사의 부재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중환자용인 특수구급

차에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9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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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차지하는 일반구급차에는 핵심요원인 응급구조사가 없이 운행하고 있

다.(홍성휘, 1999)

따라서 능력있는 응급구조사의 양성과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이송 및 이송중 응급처치의 적절성 미흡

응급환자의 구명율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응급처치 시간이

다. 따라서, 후송책임자는 어떤 환자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가? 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구급차내의 전문인력 미배

치와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이로 인한 이송중 응급처치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단순 응급처치 및

이송이 주업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현

장교육과 실습의 확대, 구급차 장비의 개선, 구급차와 정보센터의 정보교환

으로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응급의료 기관의 지역편중

응급의료 기관은 응급의료센터, 응급병원, 비지정 병원의 분포가 피라미

드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지역별 병원분포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는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병원들이 드물게

산재되어 있다.(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단, 2000) 이로인해 응급의료 센터

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를 원거리 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부족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센터를 비롯한 종합병원의 의료인력을 보면 양적으

로는 선진국 수준에 가까우나 질적으로 문제가 많다. 응급실장의 경우 병

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80%이상이 겸직하고 있으며 응급실장이 없는 경우

도 상당수 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센터에서 전문팀(외상팀, 심장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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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팀 등)이 구성되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응급

의학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6) 응급체계에 대한 평가 미실시

응급의료 체계의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를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의 수준이 하향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하여 약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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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군 (軍 )의 재난대비 응급의료 체계 분석

1 . 재난관리 체계의 분석

우리군의 재해 재난 지원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 과 재난

관리법 에 근거한 재해대책업무 처리규정 과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

칙 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능동적인 구조 및 구호 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군은 신속하고 적시지원에 필요한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화와 기동성이 열악하며 장비의 노후화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군의 재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국방부, 국방백서, 2000)

가 . 전 쟁이 외의 작전 개념 과 현 실인 식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 36조에는 모든 국

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여 국민을 보호해

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전쟁에 대비하면서 재해·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

원은 어디에 이론적 근거를 둔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에

대해 군사적인 교리측면과 활동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다양한 인한 살상, 난민, 기아, 질병 등에 대해 평화

유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이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전쟁(war ), 분쟁(conflict ), 평시(peacetime)로 구분되는 군사활동의

범주에서 분쟁시와 평시의 활동으로 분류되는 전쟁이외의 작전(OOT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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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s Other T han War )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 분야의 선도적 열할을

자임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문영한, 2001)

그동안 미국이 실제로 수행하였던 전쟁이외의 작전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쿠르

드족 난민구호작전, 소말리아 재난구호활동, 르완다 난민 구조작전등이 있다.

미국은 전쟁에 못지 않게 전쟁이외의 작전에 큰 비중을 두고 이분야 활동

영역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현재 우리군의 전쟁이

외의 작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군도 전쟁이외의 작전의 필요성을 인

식하여 교리화하고 있지만 다분히 권외활동으로 취급하여 그 중요도가 매우

낮으며 소극적이다. 그리고 우리군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소말리아와

앙고라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과 기타 국내 홍수피해 지원, 삼풍사고 지원

등 국가 재난시 군사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전쟁에 대비하면서 평시에 전쟁이외의 작전에 대해 유형

별 군사교리연구와 중요성인식을 바탕으로 기능별 교범체계를 보강하여 국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 재 난관 리 조 직의 구조

군은 전·평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관계

로 재난관리에 전념할 수는 없으나, 평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시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 업무를 조정

하고 응급재해대책과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본부장은 국방부 군수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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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재해대책 본부편성

출처 : 국방부, 재해·재난 통제편람, 1996

국방부 재해대책본부

본부장 : 군수국장

육 군
재해대책
상 황 실

해 군
재해대책
상 황 실

공 군
재해대책
상 황 실

국직부대
재해대책
상 황 실

국방부령 제464호 재해대책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각 부서별로 재해

재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

그러나, <표 6>과 같이 각국의 업무가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재난시

주요기능인 응급의료 담당조직은 보건환경관실(국장급/ 의무장성 보직)에서

보건과(과장급/ 일반직 서기관)로 축소 개편되면서, 부서별업무기능을 인사

국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또한, 보건과장은 비전문인력으로 효율성이 저하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6 > 국방부 부서별 재해·재난대비 업무

국 / 실 업 무

군 수 국
재해대책 업무총괄, 재해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재해대책 대민지원

인사복지국 인위재해대책업무, 산불예방및진화업무, 의료구호지원

시 설 국 군의 시설 파괴 복구

동 원 국 대민지원에 따른 예비군 동원

정훈공보관실 재난구조에 관한 교육 및 대민홍보

합참작전부 방사능 재해대책업무

출 처 : 국방부, 재해·재난 통제 편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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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재 난관 리 통 제 업 무 지 침

자연재해 및 인위적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시적인 지원으로 피해

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해 통제를 위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그 현실적인 법적마련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의 재해통제 지침에 대한 문제점이다.

먼저, 재해대책상황실을 지휘통제실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지휘통신

체계를 일원화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보병사단과 군단급 제대와의 통신체

계는 그런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대량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군과 특히,

군 병원 및 민간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간의 통신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

로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군의 역할확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곤

란하다.

또한, 각군은 사전에 구난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을 기해 민관군 합동으로 재해통제 연습을 실시하는데 분기별, 각군별로

군단급 규모로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화생방제독, 인명구조, 환자 응급

처리 및 후송, 건물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행

정기관의 관심부족과 각종 훈련 및 교육 업무 과중으로 민·관·군이 통합

된 실제 훈련보다 결과위주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 탐 색구 조 지 원체 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탐색 구조 지원체제는 <그림 5>와 같다. 모든 지

휘관은 책임 지역내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되어 중앙 행정기

관,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을때에는 군

작전 등 기본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

고 지원한다.

또한,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 특수재해시는 신속한 인명구조 탐색을 위해

- 45 -



육군에 인명구조 특수팀을 편성 운영하며 해·공군도 자군 특성에 적합한

인명구조 특수팀을 편성 운용하거나 관련부대를 지정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항공기, 선박 조난시 긴급 구조구난을 위해 합참에 탐색구조 본부를 설치

운용하고 각군에 구조전력을 지정하여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국

방부, 재해, 재난 통제 편람, 1996) 그러나, 현지원체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군자체 구조전력의 효율적인 현장 통합 지휘체제가 되어있지 않으며

긴급구조 단계에서 대응까지는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장호균, 1996)

< 그림 5 > 탐색구조본부지원체제

중앙구조조정본부
(해양경찰청)

지원요청 탐색구조본부
(합참)

지원요청 중앙긴급구조구난
본부(행정자치부)

지시

탐색구조부대 (각군)

신 지시 신
고

· 육 군 해 군 공 군 고

구
특전사:
특수임무대 8개팀

항공사:헬기2대

해군작전사:

SSU,UDT,EOD각1개팀(3)

헬기6대, 함정17척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 헬기4대

5전술공수비행단

: 수송기2대

조

출동

항공기, 선박 실종·조난사고, 각종사고
긴급구조구난

출 처 : 국방부, 재해·재난 통제편람, 1996.

2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분석

장차전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전쟁에서

대량 전상자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사상자를 최소한 억제하고 전투력은 최

대한 보존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 및 후송중 처치, 병원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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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급진료에 관한 모든 요소를 조직화한 것이 군 응급의료 체계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의무지원의 개념과 운용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육군본부, 의무근무지원8- 6, 2001)

가 . 의 무지 원의 기본 개념

1) 의무지원 개념

장차전 양상과 전장실상을 고려할 때 의무지원은 공세적 동시·통합 전투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및 장차전에서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전투

현장에 근접 지원하는 응급처치와 환자후송, 대량전상자 처리등에 대한 효과

적, 적극적인 의무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의무지원 목표 및 중요성

우리군의 의무지원 목표는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각개병사에게는 신변에

대한 자신감을 줌으로써 군의 사기진작 및 전투력의 보전과 전투력의 복원에

기여하는데 있다.

의무지원의 중요성은 첫째, 적절한 예방의무활동과 전투현장에서 환자의 응

급처치, 신속한후송, 입원 및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잘 훈련된 전투병력의 손

실을 최대한 방지하여 전투력을 조기에 복원하고 둘쨰, 신속한 환자후송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환자를 치료하여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는것 등이다.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2001)

3) 의무부대의 유형

軍 의무부대는 육·해·공군을 통합지원하는 후방의무부대, 야전군을 지

원하는 의무부대, 사단 및 단위대를 지원하는 의무부대로 분류되며 또한

업무수행 기능별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지휘 및 통제부대는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의무감실, 해군본부의무감

실, 공군본부의무감실, 야전군에 의무과가 있으며 국방부 보건과와 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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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처는 지휘 및 통제부대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병원부대는 후방지역에 위치하여 전군환자를 진료지원하는 후방병원과

야전군지역에 위치하여 지원하는 이동외과병원, 군단지원병원, 야전군지원

병원이 있다. 사단급이하 의무부대는 사단 의무근무대(치료소), 연대 의무

중대(수용소), 대대 의무소대(구호소)가 지역내 환자치료와 후송을 담당한

다. 또한 대량의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국군병원 열차대와 국군의무 후송

중대가 지역내 환자후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나 차량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환자는 항공의무 후송중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부대는 교육기관으로 의무부대 요원을 양성하는 국군군의학

교와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국

군중앙의무시험소와 해양의료원, 항공의료원이 있다. 국군중앙의무시험소에

서는 군 의과학연구 및 의무분야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한편 화생방

연구과가 있어 화생방 전하의 환자치료에 대한 의학적 연구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다.

나 . 환 자진 료체 계

환자진료체계는 야전응급처치, 야전의무시설진료, 병원시설진료로 구분하며

< 그림 6 >과 같다.

1) 사단급이하제대 환자진료

가) 야전응급처치

야전응급처치는 분대단위 응급처치 요원과 중대 구호병이 야전에서 환자

발생시 최초로 제공받는 처치를 말하며, 환자에 대한 상태 관찰 및 응급처치

와 가까운 의무시설로 후송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나) 야전의무시설 진료

야전의무시설 진료는 최초로 군의관과 의무병, 구급차를 구비한 야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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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설인 대대구호소, 연대수용소, 사단치료소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와

환자진료를 말한다.

대대구호소는 구호소 운영과 중대 구호병이 치료할 수 없는 주요진료가

대부분이고 소생치료 및 상급부대 후송을 위한 처치에 중점을 둔다.

환 자 발 생

제 도 후 송 계 로

· 야전응급처치

- 응급처치

- 의무시설 후송

응 급 조 치 · 내무반, 야전

-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

- 중대구호병

·생명을 구함

·불구를 최소화

· 야전의무시설진료

- 차상급 치료시설

후송(군병원)
- 민간의료시설

후송(위탁치료)

최소 응급 처치 · 보병사단이하

제대 의무시설

- 대대 구호소

- 연대 수용소

- 사단 치료소

응급치료

환자분류 및 후송

· 병원시설진료

- 차상급시설 후송

- 진료종결

- 민간위탁치료

- 자문관 활용

응 급 치 료 · 병원부대

- 이동외과병원

- 군단지원병원

- 야전군지원병원

- 후방병원

응급 진료

및

집중적 치료

퇴 원 ( 사 망 )

< 그림 6 > 환자진료체계

출처 : 전준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구축방안, 2001.

연대수용소에서는 전투지역으로부터 후송된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 및 환자

진료를 제공하며, 경환자는 치료 후 원대복귀시키고 중환자는 상급의무시설로

후송조치한다. 그리고, 대량전상자 분류반을 편성 및 운용한다.

사단 치료소는 최초응급처치를 받은 부상자를 진단 및 치료하고 환자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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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후송우선순위에 따라 후송하고 경환자는 입실치료 및 회복조치 후 원

대복귀시킨다.

그리고, 80병상을 운용할 수 있는 치료소대(치료반당 40병상) 능력과 후송

소대(구급차 12대 보유)운용, 대량전상자 분류반(2개반) 편성 및 운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육군본부, 야전교범8- 6, 2001)

2) 병원급제대 환자 치료

병원진료는 야전군지역 병원진료와 후방병원 진료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야전군지역 병원

야전군 지역내 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를 제공하며 전방 또는 지역

의무부대로부터 후송되는 환자를 입원진료 또는 후송하고 지역 내 대량환자

발생시 분류반을 운용한다.

이동외과병원은 전방전투사단을 직접지원하며 완전한 기동성을 유지하면

서 주로 외과처치를 요하는 긴급환자를 수용한다.

군단지원병원은 기초 및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전투지대로부터 후송

되어오는 환자를 입원 또는 상급의무시설로 후송하며 군단별로 1개병원

으로 편성운용한다.

한편 군단지원 병원에서는 민간종합병원이 없는 전방지역에 4개병원을 응

급병원으로 지정하여 민간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야전군지원병원은 지역 내 부대에 대한 의무지원을 제공하며 야전군 지역

내 1∼2개 병원씩 할당 배치된다.

나) 후방지역병원

후방병원은 전후방지역에서 후송된 환자를 입원진료하고 고정된 곳에 위치

한다. 또한 야전군지역병원 의료수준으로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에게 전문적

인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진료를 종결하는 의무제대이다.

3) 상시 제대별 즉각출동 및 응급진료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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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대는 응급진료 태세유지를 위해 제대별 특성을 고려 야간 당직근

무시행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진료 5분대기조를 편성 및 운용하고 있으

며, 대량환자 발생에 대한 분류반 편성 및 운용 그리고 병원급 이상 제대

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태세를 유지

하기위해 주기적인 절차훈련과 평가를 시행한다.

다 . 환 자후 송체 계

1) 환자후송개념

환자후송이란 환자가 부상 또는 발병한 지점이나 현재 진료를 제공받고 있

는 장소로부터 보다 더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무시설로 이동시

키는 과정을 말한다.(육군본부, 야전교범8- 6, 2001)

2) 후송계통

후송계통이란 환자를 수집, 분류, 후송, 치료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의무시설을 경유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후송은 <

표 7>과 같이 후송계통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급의무시설로 후송하게된다

이러한 환자후송계통은 환자발생장소에서 사단치료소(대대구호소, 연대수

용소)를 거쳐 군단지원 병원에서 대부분 종결되나 상태가 악화되거나 보다

전문적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발생지역에서 응급처치후 후방병원이나 최기

민간 병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육군본부, 야전교범8- 6, 2001)

그러나,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상후송계통은 다단계 후송계통으

로 인해 후송속도를 지연시키고 환자상태에 적합한 전문치료시설로 직접

후송되지 못하여 환자치료기간이 연장되어 회복소요기간이 증가됨으로서

전투력 복원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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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후송계통 ( ) : 긴급시

제대구분 정상 후송계통 후송방법 제대별 진료수준

대 대

도수운반
들것운반

차량후송

(헬기후송)

단 위
대 급

·응급처치

·기본적인 치료
·후송을 위한

치료 및 조치

발생장소

구 호 소

연 대
수 용 소

사 단 차량후송
(헬기후송)

사단급
- 초기진단
- X - ray
- 외과적 치료

치 료 소

군 단

이동외과
병 원

차량후송

(헬기후송)

군단급
·최초입원
·진료종결

군단지원
병 원

병원열차
야 전
군 급

야전군 야 전 군
지원병원

후방지역
열차후송

(헬기후송)
후 방
지 역

·전문적인 치료
·진료 종결

후방병원

※ 사단치료소에서는 통상 군단지원 병원으로 후송하나 상황에 따라 이동외과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다.

출처 :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의무군무지원, 2001.

3) 후송수단 및 능력

환자후송수단을 크게 분류한다면 육상(육로,철도)후송, 항공후송,해상후송

으로 구분하며 환자의 상태, 지리적여건, 가용한 후송수단등에 의해 후송방

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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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상 후송

후송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육상후송은 들것병에 의한 후송,구급차,

버스 또는 병원열차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들것병에 의한 후송

들것병에 의한 후송은 주로 환자발생지점으로부터 가까운의무시설또는 환

자수집소까지 환자를 후송하는 것을 말하며 들것병은 보병대대까지 편성돠어

있고 들것조는 일반적으로 2- 6명으로 구성되나 통상 4명1개조로 운영하며 들

것병의 능력초과시 비의무병도 들것병으로 활용한다.

(2) 구급차에 의한 후송

야전에서 환자후송은 대부분이 구급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구급차는 부상

자 및 질병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다. 구급차는 환자 발

생지점으로부터 의무시설까지 또는 의무시설간의 환자후송등 광범위하게 이

용되고 있다.

또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급차는 환자 후송뿐만 아니라 달

리는 응급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급차내 응급처치장비가 부착되

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구급차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후송중 응

급처치를 할수 없으며 환자발생시마다 필요한 응급장비를 휴대하여 사용하

고 있다.

구급차의 능력은 1회 후송시 들것환자4명,또는 보행환자8명이며 양호한

도로에서 1시간에25km 주파가 가능하다. 한편, 국군의무후송중대는 구급

차 4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송능력은 1회180- 360명으로 대량환자 후송

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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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구급차내 장비 비교

구 분 보건복지부 제시 군 구급차

구비장비

호흡보조장치 (산소 mask 등),

수액제 또는 구급약품

골절보호를 위한 고정장비

척추고정장비 기도삽관장비

통신장비, 심실제동기

심전도 간단한 수술 장비

산소통 혈압계 인공호흡기

필요시 응급장비를

개별적으로 휴대

출처 : 배일순, 재난대비 군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연구, 1997.

(3) 병원 열차 후송

병원열차후송은 야전군지역병원에서 후방병원으로 이송하거난 후방병원

간 후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환자 후송수단이다. 후송간 치료, 간호, 식이

제공 및 행정업무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열차대의 환자 후송능력은 평

상시350명이다.

나) 항공 후송

환자의 항공후송은 응급환자 및 험악한 지형또는 차량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환자를 전문적인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의무시설로 신속히 후송함

으로써 후송 시간을 단축하고 치료의 적시성을 부여할수 있다.

평상시 의무후송 헬기 운용은 환자 발생시 군단별로 운용 중인 의무 후송

헬기를 우선 활용하고 능력초과시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항공작전 사령부

예하 의무후송 전담 헬기를 활용한다.

항공후송은 주로 회전익 항공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지상구급차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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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부족하거나 구급차로 후송이 불가능할 때 사용된다. 또한 고정익 항공기

에 의한 후송은 대량의 환자를 야전군지역에서 후방지역 병원으로 후송하

기위해 주로 사용된다

항공의무 후송 중대의 후송 능력은 일일 20시간 운용시 단기작전(90%가동

시)간에는 일일 700명을 후송하고 장기작전(70%가동시)간에는 일일 560명 후

송이 가능하다.

다) 해상 후송

섬이나 해안지역에 발생한 환자 또는 육상후송이나 항공후송이 불가능할때

해상후송이 필요하다. 해상후송은 병원선에 의한 후송과 일반용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상후송에 의해 육상후송이나 항공후송에 가능한 육지까지 환자

를 후송하면 이곳으로부터 다시 육상후송이나 항공후송 방법으로 의무시설까

지 환자를 후송하게 된다.

라 . 대 량전 상자 분류 반 편 성 및 운용

모든 의무부대는 피자원부대의 의무지원 요구에 충족하고 지역 응급 의무

지원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대의 임무와 작전상황,가용한 의무자산을 고려

하여 대량 전상자 분류반을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1) 분류반의 임무 및 편성

대량 전상자 분류반은 인원, 장비 및 물자, 시설 등 가용한 의무자산을

준비하여 항상 출동상태를 유지하며 작전임무수행, 비상사태, 대민의무지원

등 모든 대량전상자 발생시 즉각 출동하여 환자를 처리한다.(육군본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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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범8- 6, 2001) 또한 전상자의 상태를 신속히 진단하여 상처의 심각성

을 판단하고 전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 제공으로 불구예방과 생명을 보존하

여야 한다.

각급 제대별 대량전상자 분류반 운용수는 사단급 2개, 병원급 2개, 그리고

기타부대는 1개반을 운용하게 된다.

2) 분류반 능력

분류반 처리능력은 1개 분류반당 최초 8시간은 시간당 36명을 분류하고 8

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24명을 분류한다.

3) 대량전상자 처리체계

대량전상자 피해 상황은 단순히 의무부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아

니며 피해 발생 부대 및 의무부대는 물론 각기능 참모 및 제병과와의 통합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지역피해 통제 개념에 의거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단급에서 신속한 대량 전상자 처리를 위하여 지휘체계확립과

참모기능 및 제 병과간 대량전상자 통합처리 체계도는 <그림 7>과 같으며

기타 부대는 이를 준용한다.

4) 피해 형태별 분류소의 운용

대량전상자 분류반은 환자를 조직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위

해 피해발생지점이나 최기지역에 설치한다. 또한 피해상황을 판단하여 재

래전, 화학전, 생물학전, 핵전등 상황에 따라 분류소위치를 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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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통제(지시)

대량 전상 자

발 생

지원
요청

대량전상자
분류반

인체제독소
(화학)

영현처리
(보수)

장비, 물자
(보수)

피 해발생부대

피 해통제본부
(연대 )

상 급 지 원 시 설

출동

사 단 C .C .C

전투근무지원실

군단 C .C .C

(작전실 )

응급
대응

헌

병

의

무

화

학

보

수

통

신

협조

지원
요청

협조

< 그림 7 > 대량전상자 통합 처리체계도

출처 :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의무근무지원, 2001.

마 . 통 신망 체계

응급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선 응급의료 통신망체계이다.

그러나, 군의 실정으로는 무선통신대책이 미흡한데, 특히 보병부대들은

무전기가 편제되어 있으나 의무부대들은 무전기가 없다. 물론 응급환자 발

생시 유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후송을 요청하나 환자의 발생

지점이나 지역은 야전, 산악지역, 훈련장소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이 된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급환자와 후송수단, 의무부대간에 후송

중 조치를 받을수 있는 무선통신수단이 없어 후송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신

속한 환자후송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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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발 생

후 송 수 단 통 신

·도 수 운 반
·들 것
·일반용차량

응 급 조 치
·음 향
·시 호·생명을 구함

·불구를 최소화

·1/ 4 톤 구급차
·5/ 4 톤 구급차
·항 공 후 송

최소 응급 처치 ·유 선

·무선 (무전기 )응급치료 및 후송

·5/ 4 톤 구급차

·봉고 엠브란스

·항공후송

·병원열차 ,해상 (수
상)후송

응 급 치 료

·유 선

·무선 (무전기 )
응급 진료

및

집중적 치료

퇴 원 ( 사 망 )

< 그림 8 > 응급환자 후송수단과 통신체계

출 처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또한, 중앙과 지역별로 민간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군 의무부대간 통신망

을 연결하면 정보의 공유로 대량환자 발생시 상호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민·관·군 통합된 통신망이

구성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바 . 전 문 응 급구 조 인 력

현재 군내에서 활용가능한 응급구조인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민간과 달리

군조직의 특성상 대형사고나 재난발생시 현장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군의

관, 간호장교, 전문응급부사관, 의무병이다.

- 58 -



각급제대에서 적정수의 의료요원이 맡은바 직책을 수행하면서 재난발생

시 즉각 투입하여 현장 응급처치 및 구급차에 탑승하여 후송중 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1997년부터 국군군의학교에

서는 장기 부사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2급 응급구조사 자

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매년 80명의 응급구조사 배출을 목표로 하여 2001

년 11월 현재 250명이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합격된 부사관들은 연대, 사단,

병원부대 등에서 대량전상자 분류반 후송조장 해군해난구조 부사관 및 공

군전투비행단급 대량구호대 출동보좌관으로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와 관련

된 업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응급의학 전문의는 매년 5명씩 임관시켜 병원 응급실에 배치하여

응급실 기능을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응급의료 인력은 부족하나 대체가능한 의료인력은 다수 보유하

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발생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 . 민 ·관 ·군 상호 응급 의료 지원 및 협 조체 계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지역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등 유관단체와

통합된 대비계획이 미비하고 상호협조된 가운데 주기적인 훈련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후송계로에 따라 상급 의무시설로 후송하게 되나

군부대 위치상의 특성 때문에 후송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인근지역 의료기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119구급대와 군부대간 무선통신이 제한되어 원활

한 소통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 민·관·군의 응급의료 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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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 대량환자의 발생사례 분석

가 . `96 중 부지 방 집 중호 우사 고

`96. 7. 25, 21:00 경부터 7. 28, 10:00 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지역에

단기간에 내린 시간당 50∼60밀리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3만 여명의 이재민

과 농지 만4천ha 침수, 28명의 사망 및 실종 등의 민간피해와 군에서도 90

여명의 인명피해 및 천백억원의 재산피해 등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육군본부, 육군수해사례와 교훈, 1997)

발생한 집중호우는 기상예보와는 달리 강우량이 예상을 초과한 막대한

양이었으며 지역별, 부대별로도 강우량이 상이하였고, 특히 뇌우와 강풍을

동반함으로써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군부대에서의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왔

던 산사태에 의한 매몰사고, 하천의 범람과 급류에 의한 사고, 도로지반 치

수와 매몰, 탄약, 지뢰 등의 유실, 낙뢰에 의한 통신장비 피해, 유·무선 통

신 두절사례 등 사고유형과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였다.

사고발생 후 군은 병력 및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도로 및 통신의 두절상태로 효과적인 구조작업에 애를 먹었다.

구조과정에서 노출된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점은, 첫째, 초기 긴급구조단

계의 대응력이 부족하였다. 상황실 운영체제나 현장 통신망 미 구성, 군 및

가용장비의 즉각 투입이 지연되었으며, 둘째, 응급구조에 필수적인 장비,

물자, 전문인력의 평시확보가 부족하였으며, 셋째, 군, 관, 민 등의 다양한

응급의료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통제기능이 부재하여 효율적인 통제가

곤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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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강 릉 무 장공 비 침 투사 건

`96. 9. 17, 23:00경 강원도 강릉시 앞 바다 50m 해상에서 사전 침투한

정찰조와 접선을 시도하던 중 좌초된 북괴 잠수함을 9. 18, 01:17 경 제68

사단 초병 근무자와 민간인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된 때부터 96. 11. 5일 까

지 49일간 1군 사령부 외 28개 부대와 연 인원 150만 명(군 114만 명, 예

비군 28만 명, 경찰 8만 명)을 동원, 대 간첩 작전을 실시하여 내륙으로 침

투한 무장공비 25명을 일망타진(사살 13명, 생포 1명, 사체발견 11명)하였

으나, 작전 중에 아군의 피해도 전사/ 사망 18명(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

찰 1명, 민간인 4명) 부상 27명(장교 7명, 부사관 2명, 병 18명)이 발생하였

으며, 관광계절에 이루어진 작전으로 인해 관광객 미 유치 등으로 총 2,229

억원의 지역주민경제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합참, 1997)

작전기간중의 기상은 흐린 날이 20일, 비가 내린 날이 7일, 맑은 날이 22

일간 유지되었으며 10월말부터는 야간의 기온급강하에 따른 심한 일교차에

의해 피부 및 호흡기질환자가 속출하였으며 동계 피복준비 등 전투 근무지

원 소요가 증가되었다.

또한 작전지역 내 지형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작전지역이

동·서로 분리된 광범위한 지역으로 500 ∼ 1,500m의 험준한 고지군과 응

급처치, 후송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였으며, 작전간 의무지원시 나타난 문제

점으로는, 첫째, 작전초기에 의무지원능력이 부족하였다. 전상자발생에 대

비한 응급체계의 준비부족, 즉 혈액 및 장비의 부족과 의무요원에 대한 전

문분야별 팀의 미 편성 등이며, 현장과의 통신망 미 구성으로 환자발생에

대한 사전정보를 획득치 못하였고, 둘째, 산악지형에서의 응급구조에 필요

한 장비, 물자, 전문인력의 평시확보가 부족하였으며, 셋째, 작전부대와 의

무부대간에 상호지원 및 협조체제가 미흡하였고, 이에 대한 통제기능이 부

재하여 효율적인 의무지원이 곤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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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군 (軍 ) 재난대비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가 . 재 난관 리 체 계의 문제

1) 군전력의 재난구조지원 의무 근거 미정립

우리군은 지금까지 국내·외 재난발생시 국가이익과 국가 시책 지원차원

에서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왔으나, 그간 우리군이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념 미설정과 교리체계 미정립등 그간 소홀하게

취급하였던 전쟁이외의 작전분야를 우리실정에 맞게 기능별로 개념을 정립

하고 교리화하여 교범체계를 보강하면서 군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강화시

켜 국가재난등 전쟁이외의 작전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2) 재난관리 지침의 비효율성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제대별 신고체

계의 일원화와 응급의료 구성요소간의 원활한 무선통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그렇지못한 실정이다. 또한, 민·관·군 통합된 재난대비 절차연습을

피해유형별 상황에 따라 실제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미흡과 업무과중으로 각본에 의한 결과 위주의 훈련이 되고 있다.

3) 다단계 지휘계통으로 인한 대응지연

군 전력의 대민 재난구조 지원요청시 군조직 특성상 다단계의 지휘계통

을 거쳐 결심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이 복잡하여 대응시간이 지연될 가능

성이 크다. 또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전력에 대한 파악 및 능력인식

이 부족하여 효과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4) 응급의료 조직의 미약 및 전문성 미흡

최근 주요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민중심의 재난대책에서 응급

의료체계 중심의 대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난관련 정

책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방부의 응급의료 행정조직은 축소개편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보건과의 핵심책임자도 비전문 인력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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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 응 급의 료 지 원체 계의 문제 점

각종 재난 발생시 군의 대응실태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군 응

급의료 체계는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민간부문의 응급의료 체계의 구성요소 즉 단계별로 구분하는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지만 민간부문의 단계를 적용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

고자 한다.

1) 현장처치 및 후송단계의 문제

가) 전문 응급구조 인력의 부족

군내에서 활용가능한 전문구조 인력은 소수의 응급의학 전문의(15명)와

의무부사관중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250명 정도이다.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시 활용가능한 응급처치 요원은 야전응급처치를 담

당하는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일반의무병,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 등이다.

이중 군의관, 응급구조사, 일반의무병은 군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후 배치된 의무요원이나, 분대단위 응급처치 요원은 전투병으

로서 허가된 상황하에서 부가적인 임무로 응급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비의

무병이다.

그러나 분대단위 응급처치 요원은 짧은 교육기간(양성교육:반기44시간,

보수교육:반기24시간). 요원의 빈번한 교체, 평상시 활용의 제한 등 미비점

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특성상 조직의 지역성과 위험성을 고려 상시 근접지원이 가능

하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운용하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나) 후송수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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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급차 노후화 및 기능의 부족

군 응급의료 체계의 주 후송수단은 구급차이다. 응급환자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많으며 대부분 의료시설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후송수단은 구급차가 87.2%였으며 항공기 후송은 1.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군에 보유한 구급차는 중형, 소형, 5/ 4톤 구급차로 전체 1330여대

를 <표 9>과 같이 각급제대 의무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 표 9 > 구급차 보유현황

구 분 의 무 사 육 군 해 군 공 군

차 종 계 중형 소형 5/4톤 계 소형 5/4톤 계 소형 5/4톤 계 1톤 5/4톤

보 유 201 10 40 151 992 66 926 71 21 50 70 34 36

출 처 : 국방부, 국방의무예산 정책연구. 2001.

한편 이렇게 각급 제대에서 운용되고 있는 구급차가 노후화로 인한 기동

성이 미비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중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

하여, 구급용 구급차라기 보다는 환자를 단지 옮기는 이송수단용으로 활용

되고 있다.

또한, 구급차내 기능부족으로 달리는 응급실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환

자 발생시마다 필요한 응급장비를 휴대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구급차내 비치품목의 미약이다. 교리에 의하면 들것, 모포, 부목셑,

대변기 및 소변기, 구급낭, 회전등으로 실제 소생처치할 장비가 없다는 점이

다. 따라서 현재 구급차내 응급약품 및 기자재로는 응급처치가 곤란하다.

(2) 항공후송 이용의 미흡

항공후송의 장점은 신속성이다.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서 전문적

인 치료시설로 신속히 후송함으로서 후송시간 단축과 치료의 적시성을 부

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후송의 문제점은 항공후송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고 항공후송에 대한 군의관들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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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응급환자 발생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인근 상급의무시설

로 조기후송요구와 군의관들의 수동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이다.

2) 병원처치단계의 문제

가) 응급의료기관 분포의 불균형

응급의료 기관은 응급의료센터, 응급병원, 비지정병원의 분포가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등 일반적인 응급의료 기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는 일부병원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대부분

군병원의 응급실은 현대화된 병원을 제외하고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응급

환자를 처치하고 있다.

또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환자관리에 필요한 환자감시장치 설치와 응

급처치 물품의 Package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과 군의 기존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화하고 향후

현대화 예정인 병원의 건축시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반드

시 확보해야하고 전방지역의 응급실 능력을 대폭보강하여 민·관·군이 상

호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나) 병원 응급실의 의료인력 부족

병원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1

인이상 비전문의 4인이상, 간호사 10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응급병원

에는 비전문의 2인이상, 간호사 5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군병원의 일부병원을 제외하고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이 미

보직되어 있고 대부분 응급실 편성은 간호사와 의무병으로 구성되며, 응급

실장은 외과 군의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응급실 관

리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에서

는 경우에 따라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응급의료 부분을 소

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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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은 유사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실 운영에 적절한 전

문인력을 편제에 반영하여 운영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3) 통신체계상의 문제

가) 유·무선 통신체계의 미구축

응급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 통신망체계이다. 응급환

자의 발생현장으로부터 구급신고를 받고 구급차와 아울러 구급요원을 현장

에 보내면 도착한 응급요원의 보고를 받아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적절

한 의료시설을 현장에서 지정한다. 또한 환자를 받을 병원에 대해서는 환

자의 상태에 따라 후송도중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시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장치가 통

신망 체계이다.

그러나 군의 실정으로 의무부대간의 신고 전화번호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유관기관인 민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정보센터와의 정보공유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무선통신 대책이 미흡하여 보병부대들은 무전기가 편제되어 있으나

의무부대들은 무전기가 없다.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유선을 이용하여 환

자의 상태를 알리고 후송을 요청하나 환자의 발생지점이나 지역은 야전,

산악지역, 훈련장소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의무부대간의

후송중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이 후송계통을 몇군데 거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어 환자의 안전 조치가 곤란한 실정이다.

나) 민·군간 정보공유 시스템의 부재

선진국에서는 응급환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응급상황의 내용, 발생장소

등에 따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출동가능한 구급차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선정하고 정보센터에서 병원정보를 이용,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

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최첨단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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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송시 환자가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관리체계 도입 및 구축시 군 의료기관도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고 또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4) 응급의료체계 전반적 문제

가) 대량전상자 분류반 운용교리의 민간적용 요구

대량전상자의 상황은 평시의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소요사태, 각종

전염병, 그리고 주요사고(열차전복, 항공기사고, 화재, 폭발, 건물붕괴등)와

전시 화생방전, 적의 공중폭격 등 다양한 형태로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무지원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와 후송처리는 불가능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피해 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

한 수단으로 대량전상자 분류반을 편성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분류반 운용방법은 민간 응급의료 체계의 중증도 분류기준과 유사하나

민간에 비해 군 분류반 운용체계가 환자발생 유형에 따라 환자를 조직적이

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리화 되어있으며, 제대별로 분류반 운

용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실제훈련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군과 민간의 차이점은 용어사용과 환자표시 색상이 기대처치 환

자의 경우 군은 백색이나 민간은 흑색으로 하는 것이고 그외 환자분류기

준, 치료우선순위, 후송우선순위 등은 차이가 없다. 이것은 차후에 협의하

여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량전상자 분류반 운용교리를 민간과 군이 협의하여 표준화하고

피해형태별 재래전, 화학전, 생물학전, 핵전 등 상황에 따른 교리내용을

민·관·군이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해야 한다.

- 67 -



나) 권역별 통합 응급진료권 미설정

응급의료 체계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군과 민의

독립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며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에 기

여함은 물론 자원의 공동활용과 전시동원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군 특성상 대도시 인접한 도심지역은 군병원 활용이 가능하나 도

서 및 격오지 지역은 군병원이 이격되어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인근 지

역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응급진료권 미설정으

로 환자후송에 애로가 많다.

따라서 민·관·군 통합된 지역별 응급진료권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적

시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다단계 입원 및 후송체계의 효율성 저하

환자 발생지점에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의료시설로 직접후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군진료 및 후송체계상 여러단계를 거쳐 전문치료 시설로

후송되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후송체계로 후송속도의 지연과 적시치료곤란으로 회복소

요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투력 복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입원 및 후송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라) 응급의료관련 연구 및 협의기구의 필요성 대두

응급의료관련 분야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보공유와 자원의 활용,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및 협의 등 상호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협의기구가 있

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상호

미약한 연구기능 보강과 대량전상자 분류반 운영교리의 표준화 문제 그리고

최근 이슈화된 탄저균 테러문제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등 응급의료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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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재난 대비 군 응급의료지원 체계 발전방안

1 . 민 ·관 ·군 권역별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가 . 긴 급구 조 유 관기 관의 역할 및 기 능 분 담

대량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구조 및 구호활동이 되기위해서

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군조직과 통합지

원체계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명구조와 사태수습을 위해 긴급구조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를 수립하여 각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주기적인 훈련(년2회)을 시행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긴급구조 유관기관의 출동 및 민방위 재원의 동원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긴급구조본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전반적인 지휘통제

및 총괄조정하며 사상자의 긴급구조를 담당한다.

경찰은 적절한 인파통제 및 구급차 진입로 확보와 사상자의 신원확인을

하여 환자나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현장수사를 하여야 한다.

군은 합동참모본부에 탐색구조본부와 시도단위의 1개씩 재난구조부대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및 인력,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내 군병

원 및 의무부대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 군의관, 간호장교, 응급구조사, 의

무병등의 활용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타 유관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한전, 전화국,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각

방송사 및 라디오 방송등은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 협조체계를 세운다.

한편 관할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를 도와 지역내 의료인력

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 필요시 지원하고 사망자를 위한 영안실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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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응 급의 료 통 신망 의 민 ·관 ·군 협조 체계 구축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환자 발

생 신고에서부터 응급의료병원에 구급차 출동요청, 출동한 구급차와 응급

의료병원간의 병원전 처치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군·관·민 통합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다

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 응급의료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째, 중앙과 지역별로 민간응급 의료정보센터와 군의무부대간 통신망을

연결하게 되면 정보의 공유로 대량환자 발생시 상호 가용한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현장 응급처치요원 - 후송수단 - 각병원 응급실간에 원활한 통신

망이 구성되면 환자상태에 따라 후송간 진료제공, 후송병원 선택, 등으로

병원전 처치에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환자처치가 가능하다.

셋째, 통신망의 구축은 후송중인 구급차내의 의료요원 및 응급구조사와

병원내 근무중인 전문의와의 신속한 통신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처치

를 준비할 수 있어 시간의 절약은 물론 환자의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나아가 전산망의 구축은 환자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이송병원을 신

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평소 수집, 확보함은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전산망 활용은 종래 유·무선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던 구급차 출동요청,

병원의 진료요청 등을 자동 요청하도록 하며,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정보, 의료진 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환

자의 질병 내용·상태에 따라 병원선택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고된 환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지리정보시

스템(GIS ), 발신 전화번호 자동인식시스템(ANI)을 기초로 하는 Mapping

System의 도입은 응급의료정보체계에 큰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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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권 역별 통합 응급 진료 권 설 정의 제도 화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자원의

집중이 요구되나 제도적으로 통합집중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 권역별(행정

구역별, 지역별, 진료권별) 통합된 민·관·군의 응급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응급의료

기관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신속히 현장에 전개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로 대형사고시 지역내 가용 의료자원은 많았지만 투입된 양은 적었

고 특히 질적인 면에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권역별 통합활용

을 위한 사전 대비의식 부족과 제도적인 무관심의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응급사태에 대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

과 권역별(지방, 지역, 행정구역) 재난관리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군과 민

의 독립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이 유리한바 민·관·군 통합된 응급진료권

을 설정하여 권역내 응급의료기관 및 후송수단,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공유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권역별 18개 응급의료센터와 12개 응급의료 정보

센터, 119구급차 그리고 권역별 군병원 및 의무부대가 가용한 응급의료 자

원의 정보공유와 활용체계를 권역별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권역별 응급의료 체계를 법제화하여 대량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이 의무적으로 출동하고 전체 사고처리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라는 것

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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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의 전문 응급의료요원의 활용

가 . 응 급의 학 전 문의 ·응 급구 조사 및 응 급처 치요 원 활 용

군이 보유한 의무요원을 살펴보면 자격면허 소지자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병리·방사선·물리치료 등 의료기사와 무자격, 무

면허자인 일반 의무부사관과 의무병,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을 들 수 있다.

이들 의무부사관이나 의무병,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은 무자격자이지만,

군의관의 부재시 또는 군의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함정 및 도서지역에 근

무하면서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의무지원의 역할을 다수의 인원이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군내 응급의학 전문의는 일부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응급실에 미

보직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군단급 지원병원이

상의 응급실에는 충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군군의학교에서 매년 80명씩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대량전상자 분류반의 후송조장 등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업무에서 활

용하고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이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하게 된다면 부족한 응급의료 부분의 인적자원 확보에 도

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의무병과 분대단위 응급처치 요원은 군조직의 특성상 지역성과 위

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바, 전투병력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야전 응

급처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따라서 군의 응급의료요원의 양성과 확보로 국가적인 재난발생시 상시

조직화된 응급 의료인력을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갖추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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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대 량전 상자 분류 반의 능력 활용 및 향 상

군은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단급이하 및 병원급에 대량전상자 분

류반을 편성하여 운용해오고 있다.

이는 평시에는 천재지변과 대형사고, 전시에는 화생방전 및 공중폭격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류반

을 각 의무부대별로 편성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전상자 분

류반 편성에 의한 인원편성과 교범에 명시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 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상시 출동태세 및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기적인

실제 훈련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유형에 따라 재래전, 화학전, 생물학전, 핵전 등 상황에 따른

대량전상자 처리절차훈련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관심사로 대두된

생물학전(탄저균)에 대비한 절차훈련은 소홀히 취급하였으나 미국의 탄저

균 테러이후 적극적으로 대비훈련을 각급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화학 무기는 보관, 이동이 쉬워 국내반입이 용이하며 국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도심지에 사용할 경우 탐지·식별하는 것은 제

한된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는 대비계획이 전혀 없으며 군에서도 실제적

인 준비나 대비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군은 탐지식별에 필요한 장비도입과 생물학전하 의

무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비방안을 숙달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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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의 환자 후송장비 활용 및 개선

응급의료에서 속도는 생명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지

식을 보유한 응급의료팀이라해도 환자에게 요구되는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응급의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응급환자 발생시 강제적(의무적)으로 출동이 가능한 기관은 119구

급대 뿐이고, 나머지 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한 자발적(봉사적) 조직이라 공

기능으로서의 응급의료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의료기관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산간·도서지역 이송

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1330여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119구급대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함으로써 공공

에 의한 이송 부담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급 제대에서 운용되고 있는 구급차가 노후화와 기능부족으로

달리는 응급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구급차내 비치품목 부족으로 응급

처치가 곤란하다.

따라서 구급차의 신형화, 기능의 개선 등 군의 주 후송수단으로서 역할

과 달리는 응급실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응급의료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군은 대량환자 발생 또는 응급환자의 긴급 후송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항공 후송중대를 창설하여 의무헬기와 군의관이 상시 대기하게 됨으로

써 항공 의무후송에 있어 기존의 상황보고 및 비행준비에 소요되던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후송시에 군의관이 탑승한 상태에서 헬기에 설치된 각종

의무장비를 활용해 초기 응급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응급

환자 처리 능력을 가일층 향상시켰다.(국방일보, 1999. 2. 6일)

의무후송헬기 운용 항공부대는 총 6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신형

의무헬기인 UH60으로 전방지역에 2대가 후방지역에 4대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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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이 보유한 후송용 헬기의 환자 수용 능력은 들것환자 6명과 보행

환자 11명이다. 그러나 항공의무후송 요청·승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헬기

내장용 의무장비·물자 및 의약품을 Set화 하는 등 제반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4 . 응급의료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재난시 응급의료 체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응급의료에 종

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는 일이다.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과 교육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야전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전투요원

과 위생병, 의무요원의 순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는, 병원과 의무시설의 응급처치능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의 순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 . 군 내 응 급처 치 교 육의 강화

국군군의학교의 응급처치 교육은 일차적으로 야전근무 의무요원에 대한

교육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군의교 전술학처에 응급의학 군의관, 간호장교가 편성되어 야전에

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술적 측면에서의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교육내용이나, 교육법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야전상황에 적

합한 응급처치의 교육 및 질의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군의

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부사관들의 국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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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응 급구 조사 양성 교육 의 확 대

현재 의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요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일환으

로 응급구조사교육이 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군에서 의무병

과의 임무 및 기능을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활용할 대상은 부사관이 적합

하다.

그리고 타 병과(기술병과) 부사관은 전역후 기술병과 교육을 받고 취업

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국방일보, 군주도 전문인

양성 정착, 1991.) 의무병과 부사관은 직업 보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며 사

기가 낮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복지측면에서 응급구조사반을 운영하여 자

격증소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의무 부사관 개인들의 호

응도는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응급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의 의무부사관 위주의 양성교육을 점진적으로 전 장 사병을 대상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 의 무병 양성 및 전 투병 의 구 급법 교육 체계 보완

첫째, 군의교 수료 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합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

재 응급처치교육은 이론 및 실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수과정으로 열의도 낮

고 일반적인 응급처치 교육으로서 야간 적응훈련이 취약하다.

둘째, 야외훈련장을 보강하고 행동위주의 교육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 학원 출신 의무병과 자대 양성요원은 보건 전문대 출신자로 자격

을 제한하며 가능한 군의교 교육인원을 증가시킨다.

단, 이러한 제도들은 육군본부, 병무청과 국방부의 협조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넷째, 대량 전상자 분류반 훈련을 강화한다. 의무분야에서 전, 평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량전상자 훈련이며 화학전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육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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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시켜 숙달된 교육을 실시할 때 즉각적인 응급처치로 사상자를 감소시

키며 전투력을 보존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전투병의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 교육 활성화로 군내응급의료

인력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들이 전역했을 경우를 감안하

면 대단히 효과적인 인력확보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휘관들의 관심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라 . 우수야전의무휘장(Expert Field Medical Badge)제도 도입

미군은 육군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교는 4주,

사병은 8주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장교와 사병은 8주간 우

수야전의무요원 휘장시험(EFMB- test )과정을 거쳐 합격된 자에게 우수 야

전의무요원 휘장을 수여함으로써 군내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

되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의무부대요원과 장병에게 휘장을 수여하므로서 전장 응급

처치원의 역할, 응급처치 의무병, 장교로서 어떤 상황하에서도 의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미육군성, Expert Field Medical Badge test ,

1988. 1.) 이 제도의 책임은 육군 의무감이며 미 군의학교장은 프로그램과

집행, 평가 기준을 설정하며 측정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병과내 장병 뿐아니라 사단

급의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 민간의료시설과 군의료시설의 능력

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에서의 환자발생시 응급환자 구호시 대단한 효과

를 발휘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정책반영, 의무부대와 학교기관의 관심촉구, 그에 상응한 예산지원

이 적극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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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급의료 관련 교리정립 및 표준화

가 . 재 난구 조 의 무근 거 및 교리 발전

현재까지 군은 국가의 각종 재난 발생시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왔음

에도 불구하고 재난구조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대응에 소

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며, 지원상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전달, 지휘체계 일

원화 책임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군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나마 전쟁이외의 작전범주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평시에 전쟁이외의 작전에 대해 유형별 의무지원

교리의 연구와 개념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학교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범체계를 보

강하여 의무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 대 량전 상자 분류 반 운 용교 리의 표준 화

대량환자 발생시 발생현장에 환자 분류체계가 일부 군과 민간의 차이점

이 있다. 군은 대량전상자 분류반이라 하고 민간은 중증도 분류라고 하는

용어사용의 문제와 환자분류 표시색상이 개대처치 환자의 경우 군은 백색

이나 민간은 흑색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민간과 군의 차이점은 향후 협의기구를 통해 표준화하여 민·

관·군 통합훈련간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 민 ·관 ·군 연구 및 협의기구 설치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군과 민간의재난관련 응급의료 자료의 빈약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분야에 대한 연구자료의 제한과 군사보안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민과 군간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의 공유로 이분야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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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량 전상자 분류반 운영교리의 표준화와 최근 이슈화된 탄저균 테

러 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기구 설치는 전문가 의견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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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최근 10년간 우리사회는 잇따른 대형재난의 인적·물적피해 발생으로 엄

청난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

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

족으로 귀중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도 대형사고 및 재난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확립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민간 응급의료기관인 119, 112, 1339등에서는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구조 및 응급처치, 환자이송등의 진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전·평

시 발생될 전사상자를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장비, 시설, 통신체계를 조직

화하여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전·후방 지역 장병들의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과 군이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에서는 재난관리

부문과 응급의료 부문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따라 재난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이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의료인력, 장비 시

설 등 자원활용과 상시 즉각 동원 및 대처능력을 바탕으로한 군 응급의료

지원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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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관·군의 권역별 공조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구조 유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분담, 응급의료 통신망의 민·

관·군 협조 체계 구축, 권역별 통합된 응급진료권 설정의 제도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둘째, 군의 전문 응급의료 요원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군내

의 응급의학 전문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응급처치요원을 활용해야 하며, 상

시 훈련을 통해 숙달된 대량 전상자 분류반을 피해상황에 따라 운용하고 민

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군의 환자 후송장비를 활용 및 개선해야 한다. 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1330여대의 구급차를 119 구급대와 함께 응급환자 후송을 담당토록

그 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존 보유한 구급차의 기능과 노

후화에 따라 최신의 구급차를 확보·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후송헬

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항공후송 요청·승인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되어야 하고 헬기 내장용 의무장비·물자, 의약품을 Set화하여 환자를 안

전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의 응급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군내 응급처치 교

육을 더욱 강화하고,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우수야

전 의무휘장제도와 같은 의료요원 교육 및 능력을 배양할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할 것이다.

다섯째, 응급의료 관련 교리의 정립과 표준화이다. 재난 구조에 대한 의

무 근거와 교리 미비점를 보완하고, 대량 전상자 분류반 운용절차를 더욱

연구하여 발전시키고 그 교리를 표준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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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관·군 응급의료 연구 및 협의기구의 설치이다. 재난 대

비한 민간과 군간의 학문적인 연구와 정보의 공유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하며, 응급의료 관련기관과 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민·관·군 응급의료관련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본 논문 제

목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의 미흡과 자료의 빈약성으로 논문작성에 어려움

이 있었는바, 앞으로 전문 및 실무분야의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하겠

다.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한 군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

해서 국방부에서는 상시 잘 훈련된 조직과 장비를 작전지역별로 통합 지원

체계를 유지하여 군의 특성에 맞게 적시지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의무기능에 대한 국방정책부서 조직의 확대개편과 전문 인력확보, 전방지

역병원 응급실기능을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으로 상향조정 및 환자후송장비

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부분에 취약한 화학, 생물, 방사능 등 특수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 훈련, 평가기능을 군에서 전담 및 차별화하여 집중육성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및 자원을 권역별(지역별)로 통합 및 조

직화하여 응급진료권 설정을 제도화하고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토록 구체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관련 교리정립과 표준화를 위해 협의기구를

조기에 구성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역별 민·관·군 공조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응

급의료체계 구성요소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중앙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시켜야 한

다. 그리고 재난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정책

입안자의 인식전환과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증가 시켜야 가

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도 재난대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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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민·관·군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적절한 대응체계를 갖출

때 우리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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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ueled by rapid economic

growth in modern society have brought us various problems as

potential large- scale accidents . In particular , there has been rising

attention to public safety and emergency medical support in times of

disasters , after witnessing human and financial damages by large- scale

accidents in the last decade.

Developed countries, once problems with disaster - related emergency

medical system are revealed, analyze them and organize government - led

managerial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them .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in Korea show s some loopholes . In

fact , the government - led disaster - managing system is quite inconsistent

depending on the type of threat and there is no consulted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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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ystem betw een civilian , official, and military sector s .

Following numerous large- scale accidents in the 1990s, a law on

disaster - management w as passed in 1995 so that they could be

effectively handled. T hough the law gave some bases for on- the- spot

emergency medical care, the support system that fit s the situation in

Korea is yet to be established.

We need to change public mindset on emergency medical care for

unexpected disasters and go ahead with the government - supported

budget financing and the most appropriate policies . T his c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so- called

'welfare countries .'

In this vei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he

military can expand it s roles through securing public safety and

through supporting emergency medical care on behalf of the public . In

addition , it will also shed some light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build a consulted disaster - management sy stem with civilians and

officials .

T his study suggested some w ays to develop the military emergency

medical support , based on relevant document s, analy se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 cases and recent analy ses on communication

sy stem in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

T he study so far has revealed problems as following in the

commanding system of civilian and military disaster - management

medical systems .

Here are tw o main problems with the civilian commanding system .

Fir st , there is no control body on the government level, thus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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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control unavailable due to the complexity in government

parties involved. Besides, budgets are tight to finance frequently

happening disaster s and the cooperative sy stem betw een administrative

areas is inadequate.

Second, pluralism in the communication and limited wireless

communication in emergency medical system are seen as obstacles .

On - the- spot and on - the- way emergency treatment never exist s or is

not adequate, either . Also, emergency rooms are running out of ER

manpower because emergency institutions are disproportionately located

around the nation .

T hen, there are two problem s with the military emergency medical

communication system .

Fir st , cases for disaster - related emergency medical support are

weak. Responding time to disaster scenes is being delayed due to

multi- leveled commanding sy stem . And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lack w ell- planned organizations and expertise.

Second, the emergency medical support system lacks professional

manpower in term s of on - the- spot treatment and patient - transfer .

T ransferring facilit ies are decrepit and not functioning w ell.

Communication system and information - sharing system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sector s are yet to be built . Inadequacy of applying military

rules to civilian sector , absence of regionally unified emergency care

sy stem , and lowering effectiveness of patient - transfer system are

problems as well.

In a nutshell, should recognize that the absence of mutually

complementing system betw een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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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devices, facilit ies , and communication system could cause

a dire situation , in whic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could run out

in a short time. T hus , it is urgent for us to come up with policies on

the government level and to try to improve each problem .

Finally , this study proposed several ways to develop military

emergency medical support system in times of disaster s .

Fir st , there should be a cooperation and support sy stem on regional

basis between civilian , official, and military sector s . T o do that , we

need to sha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arties involved in

emergency rescue. While emergency medical communication netw orks

should cooperate, unified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as should be set

by region as well.

Second,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manpower in the military

should be actively put on the spot . We need to make a full use of

significant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 such as

always- w ell- trained and w ell- organized emergency service professionals,

rescue worker s, and paramedics . Also, w e should utilize patient -

categorization team s in case of disasters that incur mass casualties .

T hird, the military should fully utilize and improve patient - transfer

devices . As of today, the military is equipped with some 1,330

emergency vehicles . It is gradually buying and operating new vehicles

that can function as a ' running ER ' . However , their utilization is

limited due to aging and poor functioning of the existent vehicles . In

addition , though 6 transfer helicopter s for medical purposes are

currently on the run , w e should streamline the process to use them and

fully equip them with set s of medical devices and medicines ins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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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s .

Fourth, the military need to train emergency medical human

resources . T hough they churn out lot s of paramedics and rescue

worker s currently , they should reinforce practical emergency treatment

education and expand the education for rescue workers . Besides, they

should introduce U.S . military training systems as Expert Field Medical

Badge to develop emergency medical professionals .

Fifth , the military should establish and standardize emergency -

related disciplines . T hey should develop cases for emergency support

and disciplines and standardize the rules of civilians and the milit ary on

patient - categorization team s in disaster s of mass casualties .

Lastly , there should be research and consultation bodies between

civilian, official, and military sectors regard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 Preparing for possible disasters , civilian and military sectors

have to share research result s and information . In order to launch this

kind of consultation body, institutions concerned and expert 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with great interest s .

In conclusion , the military will get public confidence and affection as

well as save public lives in future mass disaster s if they timely deploy

useful resources to places in need so that they can effectively operate

disaster - related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if they solidify

organizational cooperative system with civilian and official se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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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표 10 > 분류반 편성인원 및 차량

구 분 편 성 비 고

인

원

계 2 / 15

반 장 외과군의관(1)
외과군의관이 없는 경우
내과 및 기타 군의관 가능

분류장교 군의관공통(1)
군의관이 없는 경우는 가용한 의무
장교 활용

구 호 조
응급구조사(1)
일반의무병(1)

분대단위 응급처치요원 활용

들 것 조 의무병공통(4) 후송조 및 비의무병 활용

후 송 조
의무부사관(1)
일반의무병(2)

운전병(4)
들것조 활용

차

챵
구 급 차 2 ∼ 5대

부대 특성과 규모를 고려 편제차량
으로 편성하여 증감가능

출처 :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의무근무지원, 2001.

구호조 들것조 후송조

반 장

분류장교

< 그림 9 > 분류반 기본편성

출처 :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의무근무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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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분류반의 기본 휴대품목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무 전 기 대 1
들 것 개 20 접절식 들 것 포함

분 리 형 들 것 개 4 조립식(산악, 건물내)
소 변 기 개 4
대 변 기 개 4
플 래 시 (손 전 등) 개 5∼10 헤드 랜턴 (머리등)대체가능

헤 드 랜 턴 (머 리 등) 개 12∼18 야간 작전

수 액 류 (flex bag) 팩 30 기동성 보완

들 것 용 수 액 걸 이 개 20
개 인 구 급 낭 셋 10∼15 의무병당 1개
야 전 용 응 급 처 치 셋 셋 1∼2

야 전 용
응급처치셋
내 용 물

몰 핀 튜브 30
압 박 붕 대 (대, 중, 소) 개 9 규 격 별

거 즈 붕 대 (대, 중, 소) 개 3 규 격 별

반 창 고 (대, 중, 소) 개 5 규 격 별

삼 각 건 개 10
일 회 용 반 창 고 피지 5
페 트 로 륨 거 즈 피지 1 10 개 용

페 트 로 륨 연 고 튜브 1
외 상 연 고 튜브 2
솜 피지 1
포 비 돈 병 4
라 이 트 펜 피지 2
지 혈 대 개 10
통 기 관 (중, 소) 개 10 구강, 비강용

판 넬 부 목 개 5
견 인 부 목 개 2 쇠줄 부목

경 추 부 목 개 5 경추골절 의심환자

진 공 부 목 개 3
환자분류표지(녹,황,적,흑) 장 20 색깔별(형광지)
수 동 식 인 공 호 흡 기 개 4 차량당 1개

산 소 호 흡 기 개 4 차량당 1개
기 관 튜 브 셋 개 3
머 리 고 정 대 개 2
척 추 고 정 대 개 2
흡 인 기 개 4 차량당 1개
알 콜 개 1
과 산 화 수 소 병 4
화 상 붕 대 셋 2
M A R K - 1 개 30 화생방전 제독

출처 : 육군본부, 야전교범8- 6, 의무근무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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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현황

시·도 병 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정보센터
설 치

서 울 서울대 병원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760- 5114 ○

부 산 부산대 병원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 051- 254- 0171 ○

대 구 경북대 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 053-422- 1141 ○

광 주 전남대 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 062- 220-5114 ○

인 천 중앙길 병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032-460-3114 ○

대 전 충남대 병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042- 220-7114 ○

울 산 울산 병원 울산시 남구 신정5동 34- 72 052- 259-5000

경 기
남부

아주대 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원미동 산5 031- 249-5114 ○

경 기
북부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65- 1 031-820-3000 ○

강 원
(강릉)

동인 병원 강원 강릉시 포남동 1065- 2 033-651-6161 ○

강 원
(원주)

원주기독 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 033-741- 0114 ○

충 북 충북대 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043- 269-6114

충 남 단국대 병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16- 5 042-550-7114

전 북 전북대 병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 18 063- 250- 1114 ○

전 남 목포한국 병원 전남 목포시 상동 149- 2 062- 270-5500

경 북 안동 병원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92- 31 053-821- 1101

경 남 마산삼성 병원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 2동 50 055- 298- 1100 ○

제 주 한라 병원 제주시 연동 1963- 2 064-742-9221

출처 : 응급의료센터, h ttp :/ / w w w .se- em c.or .kr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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