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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정책과 보장성 강화로 의료환경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는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아래 년. 2022

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70%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심사 간호사로서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좀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40

년의 역사와 우리나라 보건학계를 주도하는 연세대 보건대학원에 지원하게 되

었습니다 합격의 기쁜 순간을 느낀 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년. 2

반의 시간이 흘러 논문을 쓰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

니다 대학원 생활을 통하여 일과 함께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꽉.

막힌 강변북로 지나 학교가는 날이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이였고 소중한 경험

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원 동기 선생.

님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은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 의료보장제도 다양한 지불제도 외국의 의료, ,

보장제도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현업무에 많은 지식을 갖게 되,

었습니다 학문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시고 논문 시작과 함께 논문의 중요성.

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인 교수님의 신포괄제도에 대한 강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불체계의

방향성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논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합니다.

박소희 교수님의 통계학 강의를 년동안 수강하면서 통계도 이렇게 쉽게 설1

명 될 수 있구나 늦은시간 교수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

보험심사전문가로서 항상 공부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독려해주



신 서지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논문 쓰는 동안 배려해주시고 화이팅 해주신.

홍미란 님 감사합니다 김원자 님 박연숙 님 용기 붇돋아 주심에UM . UM , UM

감사합니다.

년이 넘는 세월동안 딸이 힘들까봐 여행한번 마음 편히 가시지 못하시고10

출 퇴근하시면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주신 나의 어머니 덕분에 편안하게 무,

사히 대학원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감히 글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온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년 반의 시간동안 응원해주며 늦2

은시간 집에 오면 아이들 신경쓰이지 않게 챙겨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항

상 나는 네편이다 말해주는 나의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 .

사랑하는 재원 지원 스스로 알아서 잘 챙기고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 하고,

있어 고맙고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좋은 논문은 이해하기 쉽고 가능한 쉬운 용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적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히 써나가면 된다고

힘을 실어준 나의 오랜 친구인 남춘연 교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입사해 같은병동에서 신규로 만나 바쁘면 항상 도와주고 지금은 적정직

료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지숙 선생님 대학원 합격때 함께 기뻐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해준 전희자 차장님 감사합니다.

병원 후배이지만 항상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는 화정이 나의 뒤에서 항,

상 스마일로 나를 반겨주고 이해해주는 수정이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 논문을 쓰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준 이영란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

정용구 선생님 조한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고 찾아가도 잘 설, .

명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장지은 조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년반 동안 연. 2

세대 대학원생으로 얻은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적 외적으로 성장 할 수 있,

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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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의 응급실 이용자수는 지난 년간 매년 만명이 넘으며 불의10 1,000

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영역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

도록 건강보험 등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년 통계. 2017

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악성신생물 암 이 위이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 뇌혈( ) 1 ,

관 질환 폐렴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응급 진료결과 귀가 사망 를 살펴보고( , ) 사망 다빈

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간 사망률 편차와 중증도( , , )

분포를 확인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대상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2016 7 1 2017 12 31 가응급환자진

료정보망 이하(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활용하여NEDIS) 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5,327,710 .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인인 특성 따라 진료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
2

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tests)

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활용하여(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SAS version 9.4 .

행정구역 분류에 따라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 ( , , , ,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 ( , , , , , , , )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즈비는1.10(95% : 1.06-1.14), 1.31(95%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 1.27-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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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다빈도 질환의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

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1.08(95% : 0.81-1.43),

즈비는 신뢰구간 으로 기타지역에서 유의하였다1.40(95% : 1.07-1.84) .

급성뇌졸증환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즈비는2.98(95% : 2.35-3.77), 2.80(95%

신뢰구간 으로 유의하였다: 2.22-3.54) .

폐렴환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2.00(95%

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1.67-2.40), 2.13(95% :

으로 유의하였다1.80-2.54) .

사망위험 관련 서브그룹 분석에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단계에 의한 중

증도분류에 따라 긴급( 의Level , Level )Ⅰ Ⅱ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

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1.01(95% : 0.97-1.05),

즈비는 신뢰구간 로 기타지역에서 유의하였다 응급1.28(95% : 1.24-1.32) .

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Level , Level )Ⅲ Ⅳ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 발생 오즈비는2.36(95% : 2.12-2.63), 1.76(95%

신뢰구간 으로 유의하였다 비응급 의 경우 수도권에: 1.57-1.96) . (Level )Ⅴ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2.40(95% : 1.88-3.07),

지역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1.95(95% : 1.53-2.48) .

이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지역에 따라 사망률과의 연

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 , ,

폐렴 에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기타지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중증도 분)

류에서도 유의 하였다.



- 1 -

서 론1.

연구의 배경1.1.

질병 구조의 변화 도시화 공업화로 인해 응급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습관 변화로 인하여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응급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화된 양질의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년 응급실 이용자 수는 만 명으로2017 1,044

년 만 명보다2007 838 24 증가하였으며 년 처음 만명을 넘어선% 2009 1,000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표1. 년도별 응급실 이용자 현황

단위 천명[ : ]

년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응급실
이용자수

8,386 10,815 10,327 10,186 10,344 10,446

출처 응급의료 통계연보: , 2007-2017

우리나라는 이제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년간 지속적으로 만10 1,000

명이 넘으며 인구 천명당 응급실 이용자수는 년 건이었다 그림2017 201.7 (

응급의료 통계연보1)(2017 ).

신속한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시간과 공간 지역,

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응급의료

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 라(essential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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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가 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그림1. 응급실 전체 이용자수 인구 천명당 이용자수& (2012-2017)

출처: 응급의료 통계연보, 2017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년대 이후 국가적 지원으로 응급환자를 위한1960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보다 년 늦은 년대에 비20 1980

로소 공공의 개념으로 응급환자 후송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년대에 국내1990

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로 응급의료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대(

한응급의학회 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는 우리나라 현대, 2011). 1994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년 월 응급의료정보시스2000 8

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의 응급의료체계 신속성과 접근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

분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도시지역, .

의 큰 병원들은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붐비고 있는 반면 지역의 작은 지역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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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적은 수요로 응급의료 자원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응급실의 과밀화 및 공동화 문제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병현 외( , 2016).

의료 서비스는 누구나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 ’ . ·

지리적 제약들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 장애요인을 줄이고자 제도적으로. ·

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공공보건의료를1989 ,

지역별로 할당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균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리적 장벽은 의료 서비스를 이. , ·

용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정책 및 연구에서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지리, .

적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지며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지역 격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역 격차는 지역이란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지역 간에 골고루, ,

분포하지 못한 상태를 지칭한다 지역 격차가 문제시 되는것은 기회(evenly) . ,

자원 권력의 지역 간 불균등 분포로 지역을 범주로 하는 집단 그리고 그 구, ,

성원이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겪기 때문이다 조‘ ’ (

명래, 2011).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응급실 이용에 있어 사망률에 차이가 있다

는 가설을 세워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응급 진료정보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에 따른 응급진료결과 즉 귀가 사망과의 관계 분석과,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를 파악하여( , , ) 보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역간 응급의료 불

균형 문제들의 해결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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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1.2.

이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2016 7 1 2017 12 31 가응급환자진

료정보망 이하(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활용하여NEDIS)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응급진료결과

즉 귀가 사망과의 관계 분석, 과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 ,

증 폐렴 에서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실 내원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 지역적 특성 내원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진료결과 귀가 사망 의 차이를 살펴본다( , ) .

둘째 사망 다빈도 질환의 지역에 따른 사망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본다.

셋째 응급실 내원한 환자들의, 사망률에 영항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

다 현실적인 응급의료 체계구축과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잡힌 응급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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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2.

응급의료2.1

응급의료 특성2.1.1

응급의료의 목적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상해나 질병에 걸린 환자들

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예방의학이나 일차의료와는 달리 즉각적이고 긴급한 의,

학적 처치나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Razzak & kellermann,

2002). 응급의료는 사회안전망의 주요 요소로서 국가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

는 사람에게 누구나 그들의 경제적 수준 연령 지역 등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응, ,

급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사회안전 공중보건 보건의료가 교차하는 영역이라 할 수, ,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막중한 책(Ricarob, 1998).

임을 져야 할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이다 그림( 2).

그림2. 지역사회 응급의료안정망으로서의 EMS

출처: Ricarob,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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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의 개념2.1.2

응급의료시스템 체계에 대한 개념은(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란 적정규모의 지역내에서. “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를 배치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즉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 , .

서 직접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신고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의

료진과의 협조 하에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을

도와주는 체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경수,” ( , 1995).

응급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신속성 기동성 적정성 상호연관성이 어느 분야, , ,

보다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응급의료체계. “ (EMSS)

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양질의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자원 등의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식을 집중화 종합화시킨 포괄적 의료행위로 조직

화된 체계를 말한다 강병우 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 2000).”

못한 사고나 급성질환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 그리고 병원진료를 통해 응

급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현장응급처치 정보체계를 이용한 신속한 환자이송 응급의학 전문, ,

의 진료를 받을 있는 병원진료체계 등이 서로 각각의 체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시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석환( , 2004).

종합해보면 응급의료시스템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적합한 병원으

로 이송하고 짧은 시간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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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정의2.1.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에서 의료법 제 조에2 5 3「 」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

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동법에서 정의한 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으며 시 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 ·

록 되어 있다 또한 취약지의 경우는 보건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주로 상급기관으로 중요한 기능과

중증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의 초기 안정화 및 경증환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지역별 응급의료 분포와 응급의료 자원2.1.4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에서 정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 」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의하였다 표, ( 2).

응급의료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지속되거나 지정취소 등의 조정이 이뤄지게 되며 새롭게 응,

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기관이 있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

해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를 지역적 특성에 반영하였으며 행정구역상,

시 도 단위를 기준으로 총 응급의료기관의 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 지역· , ,

응급의료센터의 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를 지역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

년 국가응급환자 진료 정보망 월 일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수는2017 12 31

개소이며 유형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증가 지역응급의료센터 개415 5 , 2

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개소가 감소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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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년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2015-2017

단위 개소( : )

출처 응급의료 통계연보: , 2015-2017

　 2015 2016 2017

구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서울 1 28 23 52 4 27 20 51 5 27 20 52

경기 4 27 32 63 7 24 31 62 7 24 33 64

부산 1 7 24 32 1 7 24 32 2 6 23 31

대구 1 4 9 14 1 5 9 15 1 5 9 15

인천 1 7 12 20 2 6 11 19 2 7 12 21

광주 1 4 15 20 2 4 15 21 2 4 15 21

대전 1 4 5 10 2 3 5 10 2 3 5 10

울산 1 1 7 9 1 1 7 9 1 1 8 10

강원 2 5 15 22 3 4 15 22 3 4 14 21

충북 1 3 13 17 1 3 13 17 1 3 11 15

충남 1 5 12 18 1 7 9 17 1 7 9 17

전북 1 5 15 21 1 7 14 22 1 8 12 21

전남 1 4 37 42 2 3 37 42 2 3 36 41

경북 1 9 24 34 1 8 24 33 3 6 22 31

경남 1 7 28 36 1 7 26 34 2 7 30 39

제주 1 4 2 7 1 4 1 6 1 4 1 6

총합계 20 124 273 417 31 120 261 412 36 119 260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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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년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병상수2015-2017

단위 개( : )

출처 응급의료 통계연보: , 2015-2017

　 2015 2016 2017

구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합계

서울 40 905 225 1,170 40 976 205 1,221 190 835 198 1,223

경기 136 748 336 1,220 134 793 397 1,324 277 625 396 1,298

부산 30 201 283 514 30 201 278 509 66 142 272 480

대구 30 150 95 275 44 165 106 315 13 176 88 277

인천 30 148 140 318 30 171 130 331 72 171 134 377

광주 30 82 172 284 30 114 177 321 62 85 170 317

대전 38 104 43 185 38 104 50 192 76 77 45 198

울산 49 27 74 150 49 27 74 150 37 28 84 149

강원 34 109 121 264 35 143 120 298 97 82 116 295

충북 30 61 170 261 30 61 156 247 43 61 143 247

충남 33 123 127 283 33 163 106 302 34 145 80 259

전북 42 129 145 316 42 129 162 333 44 176 132 352

전남 30 87 398 515 30 86 392 508 50 63 333 446

경북 30 192 226 448 30 177 224 431 81 129 225 435

경남 30 201 268 499 30 202 315 547 85 190 299 574

제주 30 108 31 169 30 97 14 141 23 90 14 127

총합계 642 3,375 2,854 6,871 655 3,609 2,906 7,170 1,250 3,075 2,729 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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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2015-2017

단위 명( : )

출처 응급의료 통계연보: , 2015-2017

　 2015 2016 2017

구분 전체인구 수

응급
의학
전문
의수

인구십
만명당
응급의
학전문
의수

전체인구 수

응급
의학
전문
의수

인구십
만명당
응급의
학전문
의수

전체인구 수

응급
의학
전문
의수

인구십
만명당
응급의
학전문
의수

서울 10,022,181 537 5.4 9,930,616 610 6.1 9,857,426 686 7.0

경기 12,522,606 226 1.8 12,716,780 245 1.9 12,873,895 270 2.1

부산 3,513,777 60 1.7 3,498,529 64 1.8 3,470,653 71 2.0

대구 2,487,829 77 3.1 2,484,557 81 3.3 2,475,231 87 3.5

인천 2,925,815 73 2.5 2,943,069 82 2.8 2,948,542 90 3.1

광주 1,472,199 61 4.1 1,469,214 64 4.4 1,463,770 73 5.0

대전 1,518,775 57 3.8 1,514,370 59 3.9 1,502,227 63 4.2

울산 1,173,534 11 0.9 1,172,304 13 1.1 1,165,132 15 1.3

강원 1,549,507 72 4.6 1,550,806 77 5.0 1,550,142 85 5.5

충북 1,583,952 13 0.8 1,591,625 14 0.9 1,594,432 15 0.9

충남 2,077,649 49 2.4 2,096,727 54 2.6 2,116,770 58 2.7

전북 1,869,711 54 2.9 1,864,791 57 3.1 1,854,607 58 3.1

전남 1,908,996 28 1.5 1,903,914 30 1.6 1,896,424 30 1.6

경북 2,702,826 36 1.3 2,700,398 39 1.4 2,691,706 39 1.4

경남 3,364,702 46 1.4 3,373,871 48 1.4 3,380,404 48 1.4

제주 624,395 15 2.4 641,597 16 2.5 657,083 16 2.4

계 51,529,338 1,415 2.7 51,453,168 1,553 3.0 5,149,844 1,70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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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2.1.5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도 응급의료서비스분야는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가·

장 근접하게 지역 주민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접근거리(Mayer, 1981).

를 최소화하면서 한정된 구역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러한 접근성의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분포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박수경 이신호( & , 2005).

보건의료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건의료인력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며 잘 훈련되고 적, ,

절히 분포되어 있으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하지만 이러한 취지를 살,

린 의료인력수급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교통과 도로의 발달로 더 이상 중요한

보건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의료부문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

는 대인서비스이며 의료자원의 부족은 주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하와 연

결되어 시 공간적 접근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오영호 외 응급의· ( , 2007),

료부문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으로는 응급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이 심하고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현장 및 이송단계의 수준이 미흡하며 병원단, ,

계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과 업무의 과중함 등을 들 수 있다

오영호( , 2014).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넘어 지역 내 격차 문제에서도 큰 의미를 갖,

고 있다 성장하는 지역과 침체 쇠퇴하는 도시가 분명하고 의료서비스가 취. · ,

약한 농촌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건강권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경주 임준홍(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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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시설의 분류와 지정기준2.1.5

권역응급의료센터(1)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시 도별로 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1

으로하며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거, ,

나 개 이상의 시도에 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1 ( , 6․

장 제 조 응급환자만 전문전담의료기관 이어야하고 의료기관중 차 종합26 ). 1․

병원으로서 중증환자에 대한 처치 및 교육을 실시하며 대형재해 등 발생되었

을 경우 응급의료지원을 한다.

전문응급의료센터(2)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외상환자 화상환자 심혈관환자 및 독극물 중독환자에 대

한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따라서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 6 29 ).

질환별 독자적인 전문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3)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

록 특별시 및 광역시의 인구 만 명 당 개소 도의 인구 만 명당 개100 1 , 50 1

소를 지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 6 30 ). 연중무휴로 응급의료인

력을 두어 항상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토록 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 ,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인 이상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전문의를 두어야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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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4)

시장, 군수 구, 청장은 관할 지역 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지역응3

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표( , 6 31 )( 5).

표5. 응급의료기관 기능

응급의료기관 기능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권역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전문응급의료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전문 치료,

지역응급

의료센터 기관.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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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응급환자 분류기준2.1.6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KTAS

체계를 구축하고자 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응급의학회는2012 Canadian

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한Triage and Acuity Scale (CTAS) ·

국형 중증도 분류 도구 를 개발(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

하여 총 개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현재 전국 응7 .

급의료센터에서 확대하여 사용 중인 는 응급의료수가 체계 개편과 관련KTAS

된 응급실 내원 환자 중증 환자를 정의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였다 보건(

복지부 응급의료재단 이상적인 중증도 분류 도구는 중증도 분류의 과, 2014).

정과 규칙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류자간 높은 신뢰도를 가져야 하,

고 임상 자원 분배를 예측할 수 있는 타당성이 높은 도구여야 한다고 하였다,

외 무엇보다 새로 개발된 는 국내 실정에 맞는(Christopher , 2005). KTAS

도구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지닌 표준화된 도구,

라고 평가 되었다 이강현( , 2013). 의 단계의 분류도구로 환자가 중증KTAS 5

환자일수록 빨리 진료하도록 구분하여 단계 소생으로 분류되면 의료진이 환1

자를 즉시 진료하게 되고 응급 단계는 분 이내에 응급 단계는 분 이, 2 15 , 3 30

내 단계는 시간 이내 경증 단계는 시간 이내에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4 1 , 5 2

하였다 보건복지부 응급 의료재단 표( , 2014)( 6).

표6.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단계 단계(KTAS )

구분 단계 진료시간

Level Ⅰ 소생 즉시 진료

Level Ⅱ 심각한 응급 분 이내15

Level Ⅲ 응급 분 이내30

Level Ⅳ 준응급 시간 이내1

Level Ⅴ 비응급 시간 이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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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단계별 정의와 대표증상

단계 단계별 정의 대표적인 증상

Level Ⅰ
생명이나 생체 징후가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

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즉시 의사 진료.

심정지 중증외상,

쇼크 중증의 호( ),

흡부전 무의식,

상태

Level Ⅱ

생명 혹은 생체 징후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

사 혹은 의료 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분 이내 의사 진료하고 분 마다 재. 15 , 10

평가 되어야 함.

중등도호흡부전,

토혈 의식장애 발, ,

열 패혈증 심인( ),

성흉통 중증 외상,

Level Ⅲ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

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분 이내 의사가 진료하고 분 마다 재평가30 , 30

되어야 함.

경한 호흡부전,

경한탈수 중등도,

통증의복통 두통, ,

설사

Level Ⅳ

환자의 나이 고통 악화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 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 하면 되

는 상태 시간 이내에 의사가 진료하고 분. 1 , 60

마다 재평가 되어야 함.

만성착락 요로감,

염증상 변비 경한, (

통증)

Level Ⅴ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악화되었거

나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

를 상태.

시간 이내에 의사가 진료하고 분 마다 재2 , 120

평가 되어야 함.

설사 경증 탈수증( ,

상없음 상처소독), ,

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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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념2.2

의료 접근성2.2.1

인간의 삶에 있어서 건강은 사회 구성원의 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보건의료 공급 배분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문옥륜 장동민 이러한 목표( & , 1996; Braveman & Gruskin, 2003).

하에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사람에게 최상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이 수용가능하고 비용지불이 가능

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책.

은 국민 간에 다소 불평등하게 분포되는 편익과 비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우 사회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배분과( , 1995)

제공 즉 의료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다 이용재 김승연, ( & ,

2006).

의료 및 보건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분배 및 평등

과 함께 사용된다 여기서 평등은 대체로 영어의 에 해당하는 개념으. equality

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조대헌 의료 접근성을 논할 때 의료( , 2004), ‘

공급 배분의 균등 의 의미로 접근성과 동일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필요에 대한 동일한 대우

접근의 평등 건강(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 (equality of access),

의 평등 선택에 있어서의 평등 으로(equality of health), (equity and choice)

나눌 수 있다 이를 수정 보완한(Wagstaff, 1991). · Donaldson and

의 연구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논의인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Gerard(1993) ‘

일한 의료에의 접근 을 강조 하였으며 양봉민 실질적인 정책 및 연’ ( , 1999),

구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역시 의료에의 접근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

이루어진다 정재호 이진희 최수(Macinko & Stafield, 2002; , 2008; , 2009;

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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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접근성2.2.2

접근성과 의료 이용을 엄격히 구분 하면서 접근성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Le Grand, 1982; Mooney, 1994). ,

적 대안을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의료에의 접근 이라고 하였다‘ ’

양봉민 여기서 접근 이라는 단어는 의료 보건(Mooney, 1994; , 1999). ‘ ’ ·

연구에서는 지역 또는 거리와 같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된다 의료에서 이.

런 지역적 개념의 수용은 전통적으로 수행된 역학적 방법인 개인주의적 접근

에서 벗어나 인구집단의 건강과 문화적 사회구조적 요인 집단 수준에서 나· ,

타나는 환경의 영향으로의 관심 전환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 건강행위라 할지. ,

라도 이는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보다 넓은 범위의 환경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는 것이다( , 2010) .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지역단위를 구분하고 지역별 의료기관의 분포를 회귀분석과 의료자원집중 곡,

선 그리고 집중 지수를 이용하여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용재, ( , 2005a,

박은옥 이를 통해 지역 특성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변수2005b; , 2008). ( , )

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공급과잉 지역과 공.

급 부족 지역을 산출하여 의료자원이 대도시 집중현상이 있음을 밝혔다의료.

자원의 대도시 편중현상은 의료 접근 의 측면에서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기‘ ’

쉽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 보건 의료의 배분,

또는 분포와 관련한 공간적 비평등의 문제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이 특정 지역

에 편중 배분됨으로써 여타 지역의 사람들이 그 서비스 이용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느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배 과정 자체가 공간

접근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조대헌(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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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접근성2.2.3

공공 보건의료는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도 정의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함께 공공재 로 볼, (pubic goods)

수 있다 김인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공간 내에서 적정한 배분이( , 1986)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 후의 소비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소비될

수 있어여 한다 김영 따라서 공공재로서의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는( , 1999).

해당 공간 내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배분 역시 평등,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적 불평등. (spatial

이라는 개념 을 공간적 차이inequality) (Johnston et al., 2000) (difference)

와는 구분하여 공간적으로 정의된 개인 또는 인구집단 간에 존재하는 배분의,

불균등과 관련지어 보고 있다 즉 어떤 공간적 스케일에서 합역된. ,

지역 내의 개인들 집단들이 특정 속성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aggregation) ,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 접근성의 개념은 가장 단순하게 논하자면 한 장소가 다른장소와 연결

되어 있는 정도 또는 이동의 용이성을 말한다 기본(Johnston et al, 2000).

적으로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접근 가

능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접근 가능 불가능의 문제를 넘어서 특정 활동 및, /

장소에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장소에 위치(Dalvia & Martin, 1976; Koening, 1980; Harris, 2001).

하는 시설들은 불균등 분포하므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접근성은 나아가 지리적 상작용 기회에 대한 잠재력 또는 접촉 가능성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조대헌 김재(Bach, 1981; Truelove, 1993; , 2004;

현 이상일, 2007;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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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3.

연구 설계3.1

이 연구에서는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이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의Information System; NEDIS) .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

템이다 진료결과를 알 수 없고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분석에는

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5,327,710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016 7 1 2017 12 31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분류된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응급의료 진료결과 귀(

가 사망 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 분석하였고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간 사망률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

에서 제공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백분율을 구한 후 변수에 따른 진료NEDIS

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지역에 따라 진료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
2

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의 연관성 파악tests)

과 지역에 따른 사망 다빈도 질환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을 활용하여 각 변수에 따라 하위 그룹 분석을 실시하였regression model)

다. 연구의 설계는 그림 과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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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연구의 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NEDIS)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

월 월(2016.7 ~2017.12 )

환자 특성

성별-

연령-

건강보험보장유형-

중증도 분류 등-

지역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 , )

광역시 부산 대구 인- ( , ,

천 광주 대전 울산, , , )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 , ,

남 전북 전남 경북 경, , , ,

남 제주, )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응급진료 결과

귀가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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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3.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2016 7 1 2017 12 31

상으로 환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적 구분 사, , 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뇌졸증 폐렴 으로, ) 특성을 분류하였다. 응급의료 진료결과 귀가 사망 를( , )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중 말기질환 가,

망 없는 퇴실 자의 퇴실 응급실 진료 후 진료결과를 알 수 없는 응급환자와, ,

응급실 도착까지 시간이상 환자를 제외하고 보정변수 결측값 제외한 최종72

분석에는 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5,327,710 . 행정구역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 , ), ( , , , , , ), ( ,

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으로 분류하였다, , , , , , ) .

변수 선정 및 정의3.3

가 종속 변수.

결과 변수는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들의 응급의료 진료결과 귀가 사망 이다( , ) .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에(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서 제공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관심 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지역 구분이다 이에 행정구역에 따라 수. 도권 서(

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북, ), ( , , , , , ), ( ,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으로 분류한 후 지역별로 펼쳐서 분석하였, ,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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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 변수.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

으로 성별 연령, , 건강보험 보장유형으로 분류하고 행정구역 분류에 따른 지역

적 구분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원관련 특성으로 내, ,

원방법 ,내원경로 내원시 계절 내원 방문시간대 내원시 중증도 분류 응급실, , , ,

내원시간으로 구분하였다.

행정구역에 따른 세부적인 분류는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 ), ( ,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 , ), ( , , , , , ,

경남 제주 으로 분류하였다, ) .

보험유형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하였, ,

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원. 8

방법은 구급차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 기타로 구분하였다 내원경로는119 , , .

직접내원 외부에서 전원 외래에서 의뢰로 구분하였으며 계절은 봄 월, , (3~5 ),

여름 월 가을 월 겨울 월 로 분류하였다 방문시간대는(6~8 ), (9~11 ), (12~2 ) .

시 시 시 시 시 시 시로 분류하였고 중증도 분0~5.9 , 6 ~11.9 , 12 ~17.9 , 18 ~23.9

류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단계에 의한 긴급(Level , Level ),Ⅰ Ⅱ 응급

비응급 으로 분류하였으며 응급실 내원시간(Level , Level ), (Level )Ⅲ Ⅳ Ⅴ

은 내원 분 전 후로 분류하였다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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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3.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응급 진료망 정보에 등록2016 7 1 2017 12 31

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 내원관련, ,

특성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진료.

결과 귀가 사망 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 ) (χ
2

을tests)

실시하였고 값이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P-value 0.05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망위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활용하고(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오즈비(Odds ratio, OR)

와 신뢰구간 으로 제시하였다 응95%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급의료 지역에 따른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하여 지역을 펼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고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의 지역과( , , )

사망위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SAS version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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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진료결과4.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록된 응급실 이용 환자2016 7 1 2017 12 31 환

자 명의 일반적 특성 지역적 특성 내원관련특성과 진료결과 즉 귀5,327,710 , ,

가 사망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보여준다, .

응급의료 기관을 방문한 명 대상자 중 귀가 명5,327,710 5,292,847

사망 명 이다(99.3%), 34,863 (0.7%) .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행정구역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 , , ), ( , , , , ,

경북 경남 제주 으로, , ) 분류한 결과 서울 경기 명 광역시/ 2,640,252 (49.6%),

명 기타지역 명 로 나타났으며 진료결1,156,859 (21.7%), 1,530,599 (28.7%) ,

과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귀가 명 사망 명/ 2,624,202 (99.4%), 16,050 (0.6%)

을 보이고 광역시의 경우 귀가 명 사망 명1,148,772 (99.3%), 8,087 (0.7%),

기타지역은 귀가 명 사망 명 으로 통계적으1,519,873 (99.3%), 10,726 (0.7%)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보험유형별 분류에서 건강보험 명 중 귀가 명5,081,219 (95.4%) 5,049,971

사망 명 이었으며 의료급여 명 중 귀(99.4%), 31,248 (0.6%) , 246,491 (4.6%)

가 명 사망 명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를242,876 (98.5%), 3,615 (1.5%)

보였다(P<.0001).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 명2,693,090

중 귀가 명 사망 명 을 보였다 여(50.5%) 2,672,731 (99.2%), 20,359 (0.8%) .

성 명 중 귀가 명 사망 명2,634,620 (49.5%) 2,620,116 (99.4%), 14,504

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6%) (P<.0001).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분류하였을 때 세 중 귀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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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는 귀가 명 사망 명1,331,953 (100%), 10~19 452,893 (99.9%), 258

이었다 세는 귀가 명 사망 명 이(0.1%) . 20~29 623,159 (99.9%), 566 (0.1%)

었다 세는 귀가 명 사망 명 이었다. 30~39 652,292 (99.9%), 944 (0.1%) .

세는 귀가 명 사망 명 이었다 세40~49 626,338 (99.7%), 2,136 (0.3%) . 50~59

는 귀가 명 사망 명 이었다 세는 귀가672,324 (99.4%), 4,050 (0.6%) . 60~69

명 사망 명 이었다 마지막으로 대 이상은448,501 (98.8%), 4,878 (1.1%) . 70

귀가 명 사망 명 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485,387 (95.7%), 21,654 (4.3%) .

로 유의하였다(P<.0001).

내원방법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 중 귀가 명, 119 715,921

사망 명 이었다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로 내원한(97.1%), 21,293 (2.9%) .

환자 중 귀가 명 사망 명 이었다 이 차이는48,281 (82.8%), 10,092 (17.2%) .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내원경로로 분류하였을떄 직접내원 환자 중 귀가 명 사5,041,532 (99.4%),

망 명 이었다 외부에서 전원된 환자 중 귀가 명30,085 (0.6%) . 215,070

사망 명 이었다 외래에서 의뢰된 환자 중 귀가(97.9%), 4,685 (2.1%) .

명 사망 명 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36,245 (99.7%), 93 (0.3%) .

다(P<.0001).

중증도 분류에서 긴급의 경우 귀가 명 사망 명173,348 (84.2%), 32,423

이었다 응급의 경우 귀가 명 사망 명(15.8%) . 1,640,911 (99.9%), 2,026

이었다 비응급의 경우 귀가 명 으로 이 차이는 통계(0.1%) . 3,478,588 (100%)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응급실내원시간 분 으로 분류하였을 때 분 이하의 경우 귀가( ) 120 2,265,091

명 사망 명 이었다 분 이상인 경우 귀가(98.9%), 25,950 (1.1%) . 121

명 사망 명 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3,027,756 (99.7%), 8,913 (0.3%) .

의하였다(P<.0001).

시기로 분류하였을때 년도 하반기의 경우 귀가 명2016 1,799,241 (99.4%),

사망 명 이었다 년도 상반기의 경우 귀가 명11,317 (0.6%) . 2017 1,6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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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명 이었다 년도 하반기의 경우 귀가(99.3%), 11,589 (0.7%) . 2017

명 사망 명 이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1,840,142 (99.4%), 11,957 (0.6%) .

유의하였다 표(P<.0001)( 8).

표8.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진료결과

변수 계
진료결과

P-value
귀가 사망

응급의료
기관지역 <.0001

서울 경기, 2,640,252 (49.6) 2,624,202 (99.4) 16,050 (0.6)

광역시 1,156,859 (21.7) 1,148,772 (99.3) 8,087 (0.7)

기타 1,530,599 (28.7) 1,519,873 (99.3) 10,726 (0.7)

보험유형 <.0001

건강보험 5,081,219 (95.4) 5,049,971 (99.4) 31,248 (0.6)

의료급여 246,491 (4.6) 242,876 (98.5) 3,615 (1.5)

성별 <.0001

남자 2,693,090 (50.5) 2,672,731 (99.2) 20,359 (0.8)

여자 2,634,620 (49.5) 2,620,116 (99.4) 14,504 (0.6)

연령 <.0001

0-9 1,332,330 (25.0) 1,331,953 (100.0) 377 (0.0)

10-19 453,151 (8.5) 452,893 (99.9) 258 (0.1)

20-29 623,725 (11.7) 623,159 (99.9) 566 (0.1)

30-39 653,236 (12.3) 652,292 (99.9) 944 (0.1)

40-49 628,474 (11.8) 626,338 (99.7) 2,136 (0.3)

50-59 676,374 (12.7) 672,324 (99.4) 4,050 (0.6)

60-69 453,379 (8.5) 448,501 (98.9) 4,878 (1.1)

70- 507,041 (9.5) 485,387 (95.7) 21,654 (4.3)

내원방법 <.0001

119
구급차

737,214 (13.8) 715,921 (97.1) 21,293 (2.9)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

58,300 (1.1) 48,281 (82.8) 10,019 (17.2)

기타 4,532,196 (85.1) 4,528,645 (99.9) 3,551 (0.1)

내원경로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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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내원 5,071,617 (95.2) 5,041,532 (99.4) 30,085 (0.6)

외부에서
전원

219,755 (4.1) 215,070 (97.9) 4,685 (2.1)

외래에서
의뢰 36,338 (0.7) 36,245 (99.7) 93 (0.3)

계절 <.0001

봄 842,760 (15.8) 837,018 (99.3) 5,742 (0.7)

여름 1,546,684 (29.0) 1,538,093 (99.4) 8,591 (0.6)

가을 1,722,058 (32.3) 1,710,281 (99.3) 11,777 (0.7)

겨울 1,216,208 (22.8) 1,207,455 (99.3) 8,753 (0.7)

방문시간대 <.0001

시0-5.9 973,617 (18.3) 968,622 (99.5) 4,995 (0.5)

시6-11.9 987,401 (18.5) 976,784 (98.9) 10,617 (1.1)

시12-17.9 1,274,453 (23.9) 1,264,151 (99.2) 10,302 (0.8)

시18-23.9 2,092,239 (39.3) 2,083,290 (99.6) 8,949 (0.4)

중증도분류 <.0001

긴급 205,771 (3.9) 173,348 (84.2) 32,423 (15.8)

응급 1,642,937 (30.8) 1,640,911 (99.9) 2,026 (0.1)

비응급 3,479,002 (65.3) 3,478,588 (100.0) 414 (0.0)

응급실
내원시간
분( )

<.0001

분~120 2,291,041 (43.0) 2,265,091 (98.9) 25,950 (1.1)

분121 ~ 3,036,669 (57.0) 3,027,756 (99.7) 8,913 (0.3)

시기 <.0001

년도2016
하반기 1,810,558 (34.0) 1,799,241 (99.4) 11,317 (0.6)

년도2017
상반기 1,665,053 (31.3) 1,653,464 (99.3) 11,589 (0.7)

　 년도2017
하반기

1,852,099 (34.8) 1,840,142 (99.4) 11,957 (0.6) 　

계 5,327,710 (100.0) 5,292,847 (99.3) 34,86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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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4.2

표 는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 9>

다 응급의료기관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

신뢰구간 기타지역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1.10(95% :1.06-1.14), 1.31(95%

신뢰구간 으로 유의하였다: 1.27-1.36) .

보험유형에 따라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사망 발생 오즈비는 0.90(95%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 0.86-0.94) .

성별에 따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0.67(95% :

으로 유의하였다0.65-0.69) .

연령대에 따라 세에 비해 세의 사망 오즈비는 신뢰구0~9 10-19 1.90(95%

간 세는 신뢰구간 세: 1.62-2.24), 20-29 2.70(95% : 2.36-3.09), 30-39

는 신뢰구간 세는 신뢰구간3.71(95% : 3.28-4.20), 40-49 5.29(95% :

세는 신뢰구간 세는4.72-5.92), 50-59 6.93(95% : 6.21-7.73), 60-69

신뢰구간 세 이상은 신뢰구간9.58(95% : 8.60-10.68%), 70 24.60(95% :

으로 유의하였다22.14-27.32) .

내원방법에 따라 구급차에 비해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의 사망 발생119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으며 내원경로에 따라9.22(95% : 8.73-9.74)

외부에서 전원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외래0.28(95% : 0.26-0.30),

에서 의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하0.59(95% : 0.47- 0.73)

였다.

계절에 따라 보았을 봄에 비해 여름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0.82(95%

구간 가을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0.78-0.87), 0.98(95% :

겨울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0.92-1.04), 1.12(95% : 1.07-1.18)

로 가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방문시간대에 따라 보았을 때 시에 비해 시의 사망 발생 오즈0-5.9 6-11.9

비는 신뢰구간 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1.29(95% : 1.24-1.35), 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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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1.14(95% : 1.09-1.19), 18-23.9

신뢰구간 으로 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0.98(95% : 0.94-1.02) 18 -23.9

대는 유의하였다.

중증도분류에 따라 보았을 때 비응급에 비해 긴급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응급은 신뢰구간440.32(95% : 399.25-485.61), 6.45(95% :

로 유의하였다5.80-7.17) .

응급실내원시간 분 에 따라 보았을 때 분 이하에 비해 분 이상의 사( ) 120 121

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0.42(95% : 0.40-0.43) .

시기에 따라 보았을 때 년도 하반기에 비해 년도 상반기의 사망2016 2017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년도 하반기의 사망1.01(95% : 0.96-1.06), 2017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1.04(95% : 1.00-1.07)

았다.

표9. 연구대상의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사망

　 OR 95%CI

응급의료기관지역

서울 경기, 1.00 -

광역시 1.10 (1.06 - 1.14)

기타 1.31 (1.27 - 1.36)

보험유형

건강보험 1.00 -

의료급여 0.90 (0.86 - 0.94)

성별

남자 1.00 -

여자 0.67 (0.65 - 0.69)

연령

0-9 1.00 -

10-19 1.90 (1.62 - 2.24)



- 30 -

20-29 2.70 (2.36 - 3.09)

30-39 3.71 (3.28 - 4.20)

40-49 5.29 (4.72 - 5.92)

50-59 6.93 (6.21 - 7.73)

60-69 9.58 (8.60 - 10.68)

70- 24.60 (22.14 - 27.32)

내원방법

구급차119 1.00 -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

9.22 (8.73 - 9.74)

기타 0.16 (0.15 - 0.17)

내원경로

직접내원 1.00 -

외부에서 전원 0.28 (0.26 - 0.30)

외래에서 의뢰 0.59 (0.47 - 0.73)

계절

봄 1.00 -

여름 0.82 (0.78 - 0.87)

가을 0.98 (0.92 - 1.04)

겨울 1.12 (1.07 - 1.18)

방문시간대

시0-5.9 1.00 -

시6-11.9 1.29 (1.24 - 1.35)

시12-17.9 1.14 (1.09 - 1.19)

시18-23.9 0.98 (0.94 - 1.02)

중증도분류

긴급 440.32 (399.25 - 485.61)

응급 6.45 (5.80 - 7.17)

비응급 1.00 -

응급실
내원시간 분( )

분~120 1.00 -

분121 ~ 0.42 (0.40 - 0.43)

시기

년도 하반기2016 1.00 -

년도 상반기2017 1.01 (0.96 - 1.06)

　 년도 하반기2017 1.04 (1.00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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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4.3

표 은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의< 10> 보험유형 성별 연령 내원방법 내원경, , , ,

로 계절 방문시간대 중증도분류 응급실 내원시간 시기로 보정하여, , , , , 지역에

따른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기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1.10(95% : 1.06-0.15) .

광역시의 경우 부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1.13(95% : 1.05-1.21),

대구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인천 사망 발생2.08(95% : 1.96-2,20),

오즈비는 신뢰구간 광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1.03(95% : 0.96-1.09),

신뢰구간 대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0.79(95% : 0.73-0.86), 0.71(95%

구간 울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0.65-0.77), 1.23(95% :

으로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하였으며 광역시중 대구지역이1.07-1.41)

사망오즈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기타지역의 경우 강원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1.14(95% :

충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충1.07-1.22), 1.43(95% : 1.32-1.56),

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북 사망 발생1.87(95% : 1.74-2.01),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1.61(95% : 1.50-1.72),

신뢰구간 경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2.03(95% : 1.85-2.23), 0.91(95%

구간 경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0.84-0.98), 1.47(95% :

제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1.37-1.58), 1.09(95% : 1.00-1.20)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하였으며 기타 지역에서 전남이 다른지역에 비해

사망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사망오

즈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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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계 사망

N N % OR 95%CI

응급의료
기관지역

　 　 　 　 　 　

수도권
서울 1,305,702 8,609 (0.7) 1.00

경기 1,334,550 7,441 (0.6) 1.10 (1.06 - 1.15)

광역시

부산 178,072 1,510 (0.8) 1.13 (1.05 - 1.21)

대구 189,864 2,602 (1.4) 2.08 (1.96 - 2.20)

인천 373,600 1,714 (0.5) 1.03 (0.96 - 1.09)

광주 150,830 1,115 (0.7) 0.79 (0.73 - 0.86)

대전 185,199 833 (0.4) 0.71 (0.65 - 0.77)

울산 79,294 313 (0.4) 1.23 (1.07 - 1.41)

기타　

강원 182,155 1,803 (1.0) 1.14 (1.07 - 1.22)

충북 115,628 1,162 (1.0) 1.43 (1.32 - 1.56)

충남 272,398 1,691 (0.6) 1.87 (1.74 - 2.01)

전북 181,846 1,642 (0.9) 1.61 (1.50 - 1.72)

전남 100,230 921 (0.9) 2.03 (1.85 - 2.23)

경북 248,941 1,121 (0.5) 0.91 (0.84 - 0.98)

경남 252,503 1,673 (0.7) 1.47 (1.37 - 1.58)

제주 176,898 713 (0.4) 1.09 (1.0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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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4.4

표 은< 11> 분류기준에 의거 급성심근경색 으로 응급ICD-10 (I21.0~I21.9)

실 내원한 환자의 보험유형 성별 연령 내원방법 내원경로 계절 방문시간, , , , , ,

대 중증도분류 응급실 내원시간 시기로 보정하여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을, , ,

분석한 결과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기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0.98(95%

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0.65-1.48) .

광역시의 경우 부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0.96(95% : 0.54-1.71),

대구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인천 사망 발생0.96(95% : 0.59-1.57),

오즈비는 신뢰구간 광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4.10(95% : 2.10-8.02),

신뢰구간 대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0.54(95% : 0.32-0.90), 0.68(95%

구간 울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0.34-1.37), 12.63(95% :

으로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유의하였으며 광역시중 울산지3.12-51.09) , ,

역이 다른 광역시의 사망오즈비에 비해 높았다.

기타지역의 경우 강원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1.89(95% :

충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충1.03-3.46), 0.75(95% : 0.38-1.46),

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북 사망 발생2.28(95% : 1.23-4.21),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0.77(95% : 0.49-1.21),

신뢰구간 경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3.04(95% : 1.15-8.02), 3.52(95%

구간 경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1.90-6.52), 1.07(95% :

제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0.57-1.99), 3.95(95% : 1.25-12.50)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경우 전남 경북 제주에서 사망 오즈비가 높았다 결과. , , .

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기타지역에서 사망 발생 오즈비는/ 1.40(95%

신뢰구간 으로 유의하였다: 1.0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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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

변수
계 사망

N N % OR 95%CI

응급의료
기관지역

수도권 617 233 (37.8) 1.00 -

광역시 607 247 (40.7) 1.08 (0.81 - 1.43)

　 기타 740 324 (43.8) 1.40 (1.07 - 1.84)

수도권
서울 313 106 (33.9) 1.00 -

경기 304 127 (41.8) 0.98 (0.65 - 1.48)

광역시

부산 101 38 (37.6) 0.96 (0.54 - 1.71)

대구 180 64 (35.6) 0.96 (0.59 - 1.57)

인천 81 57 (70.4) 4.10 (2.10 - 8.02)

광주 157 48 (30.6) 0.54 (0.32 - 0.90)

대전 65 24 (36.9) 0.68 (0.34 - 1.37)

울산 23 16 (69.6) 12.63 (3.12 - 51.09)

기타

강원 82 47 (57.3) 1.89 (1.03 - 3.46)

충북 84 23 (27.4) 0.75 (0.38 - 1.46)

충남 89 50 (56.2) 2.28 (1.23 - 4.21)

전북 237 78 (32.9) 0.77 (0.49 - 1.21)

전남 33 20 (60.6) 3.04 (1.15 - 8.02)

경북 93 58 (62.4) 3.52 (1.90 - 6.52)

경남 97 34 (35.1) 1.07 (0.57 - 1.99)

제주 25 14 (56.0) 3.95 (1.25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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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졸증 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4.5

표 는< 12> 분류기준에 의거 급성뇌졸증 으로 응급실 내원ICD-10 (I60~I64)

한 환자의 보험유형 성별 연령 내원방법 내원경로 계절 방문시간대 중증, , , , , , ,

도분류 응급실 내원시간 시기로 보정하여 지역과 사망위험의 관련성을 분석, ,

한 결과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기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0.98(95%

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0.69-1.39) .

광역시의 경우 부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7.30(95% :

대구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4.79-11.13), 3.90(95% : 2.58-5.90),

인천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광주 사망 발생3.20(95% : 1.85-5.53),

오즈비는 신뢰구간 대전 사망 발생 오즈비는1.75(95% : 1.19-2.57),

신뢰구간 울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1.46(95% : 0.82-2.59), 7.83(95%

구간 으로 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의하였으며 광역시중 울: 2.50-24.53)

산지역이 다른 광역시의 사망오즈비에 비해 높았다.

기타지역의 경우 강원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2.70(95% :

충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충1.49-4.88), 2.11(95% : 1.17-3.81),

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북 사망 발생2.24(95% : 1.24-4.05),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1.70(95% : 1.15-2.49),

신뢰구간 경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4.79(95% : 2.31-9.92), 2.14(95%

구간 경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1.27-3.59), 8.50(95% :

제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로5.62-12.86), 1.61(95% : 0.68-3.81)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경우 경남의 사망 오즈비가 높았다. .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광역시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 2.98(95%

뢰구간 기타지역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2.35-3.77) 2.80(95% :

으로 유의하였다2.2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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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급성뇌졸증 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

변수
계 사망

N N % OR 95%CI

응급의료
기관지역

수도권 5,928 145 (2.4) 1.00 -

광역시 3,059 239 (7.8) 2.98 (2.35 - 3.77)

　 기타 3,664 246 (6.7) 2.80 (2.22 - 3.54)

수도권
서울 3,069 70 (2.3) 1.00 　 - 　

경기 2,859 75 (2.6) 0.98 (0.69 - 1.39)

광역시

부산 483 66 (13.7) 7.30 (4.79 - 11.13)

대구 858 55 (6.4) 3.90 (2.58 - 5.90)

인천 336 24 (7.1) 3.20 (1.85 - 5.53)

광주 839 70 (8.3) 1.75 (1.19 - 2.57)

대전 488 18 (3.7) 1.46 (0.82 - 2.59)

울산 55 6 (10.9) 7.83 (2.50 - 24.53)

기타

강원 340 19 (5.6) 2.70 (1.49 - 4.88)

충북 374 18 (4.8) 2.11 (1.17 - 3.81)

충남 373 18 (4.8) 2.24 (1.24 - 4.05)

전북 1,336 62 (4.6) 1.70 (1.15 - 2.49)

전남 131 14 (10.7) 4.79 (2.31 - 9.92)

경북 474 25 (5.3) 2.14 (1.27 - 3.59)

경남 433 83 (19.2) 8.50 (5.62 - 12.86)

제주 203 7 (3.4) 1.61 (0.68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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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4.6

표 은< 13> 분류기준에 의거 폐렴 으로 응급실 내원한 환ICD-10 (J12~J18)

자의 보험유형 성별 연령 내원방법 내원경로 계절 방문시간대 중증도분, , , , , , ,

류 응급실 내원시간 시기로 보정하여 지역과 사망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 ,

과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기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1.10(95%

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0.88-1.37) .

광역시의 경우 부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4.20(95% : 2.79-6.32),

대구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인천 사망 발생4.47(95% : 3.31-6.03),

오즈비는 신뢰구간 광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1.05(95% : 0.72-1.54),

신뢰구간 대전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1.25(95% : 0.87-1.81), 0.81(95%

구간 울산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0.48-1.38), 5.99(95% :

로 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서 사망 발생 오즈비가 유의하였다2.68-13.36) , , .

기타지역의 경우 강원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1.34(95% :

충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충0.90-2.00), 2.08(95% : 1.22-3.53),

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북 사망 발생2.03(95% : 1.28-3.24),

오즈비는 신뢰구간 전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3.32(95% : 2.52-4.37),

신뢰구간 경북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2.32(95% : 1.32-4.07), 1.69(95%

구간 경남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1.07-2.65), 2.57(95% :

제주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으1.73-3.83), 1.20(95% : 0.62-2.33)

로 나타났다 기타지역의 경우 전북의 사망 오즈비가 높았다. .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광역시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 2.00(95%

뢰구간 기타지역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1.67-2.40) 2.13(95% :

으로 유의하였다1.8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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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폐렴환자의 지역과 사망위험 관련성에 대한 결과

변수
계 사망

N N % OR 95%CI

응급의료
기관지역

　 　 　 　 　 　

수도권 19,705 474 (2.4) 1.00 -

광역시 6,595 378 (5.7) 2.00 (1.67 - 2.40)

　 기타 8,198 432 (5.3) 2.13 (1.80 - 2.54)

수도권
서울 10,001 214 (2.1) 1.00 　 - 　

경기 9,704 260 (2.7) 1.10 (0.88 - 1.37)

광역시

부산 550 68 (12.4) 4.20 (2.79 - 6.32)

대구 1,418 140 (9.9) 4.47 (3.31 - 6.03)

인천 2,056 51 (2.5) 1.05 (0.72 - 1.54)

광주 1,054 80 (7.6) 1.25 (0.87 - 1.81)

대전 1,321 22 (1.7) 0.81 (0.48 - 1.38)

울산 196 17 (8.7) 5.99 (2.68 - 13.36)

기타

강원 1,472 50 (3.4) 1.34 (0.90 - 2.00)

충북 492 29 (5.9) 2.08 (1.22 - 3.56)

충남 1,274 37 (2.9) 2.03 (1.28 - 3.24)

전북 1,356 173 (12.8) 3.32 (2.52 - 4.37)

전남 273 24 (8.8) 2.32 (1.32 - 4.07)

경북 1,152 37 (3.2) 1.69 (1.07 - 2.65)

경남 909 69 (7.6) 2.57 (1.73 - 3.83)

제주 1,270 13 (1.0) 1.20 (0.62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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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른 중증도 분류결과4.7

표 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단계 에 따른 긴급< 14> (KTAS) (Level , LevelⅠ

응급 비응급 환자의 지역별 중증도 차이), (Level , Level ), (Level )Ⅱ Ⅲ Ⅳ Ⅴ

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펼쳐서 에서 까지 보았을. Level LevelⅠ Ⅲ

때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의 중증도 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광역시 기, , ,

타지역의 중증도 환자의 경우 서울지역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그림4. 년 기준 평균 중증도 분류 결과2017 단위( :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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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응급실 내원환자의 지역에 따른 중증도 분류결과

변수
중증도

p-value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지역 <.0001

서울
8,570 45,809 434,140 659,561 157,622

0.7 3.5 33.2 50.5 12.1

경기
7,463 38,180 443,564 703,192 142,151

0.6 2.9 33.2 52.7 10.7

부산
1,223 7,790 49,351 95,305 24,403

0.7 4.4 28.9 53.5 13.7

대구
1,937 8,102 59,935 108,822 11,068

1.0 4.3 31.6 57.3 5.8

인천
1,792 11,420 123,689 192,771 43,928

0.5 3.1 33.1 51.6 11.8

광주
1,071 6,467 33,984 84,819 24,489

0.7 4.3 22.5 56.2 16.2

대전
932 8,569 46,480 97,666 31,552

0.5 4.6 25.1 52.7 17.0

울산
311 1,955 20,973 44,235 11,820

0.4 2.5 26.4 55.8 14.9

강원
2,015 8,333 59,083 93,452 19,272

1.1 4.6 32.4 51.3 10.6

충북
1,203 3,821 22,856 62,229 25,519

1.0 3.3 19.8 53.8 22.1

충남
1,593 4,647 80,295 165,882 19,981

0.6 1.7 29.5 60.9 7.3

전북
1,225 4,806 52,760 105,774 17,281

0.7 2.6 29.0 58.2 9.5

전남
847 2,837 34,274 45,935 16,337

0.8 2.8 34.2 45.8 16.3

경북
1,116 7,996 75,384 136,321 28,124

0.4 3.2 30.3 54.8 11.3

경남
1,462 6,913 54,716 153,829 35,583

0.6 2.7 21.7 60.9 14.1

제주
751 4,615 51,453 98,454 21,625

　 0.4 2.6 29.1 55.7 12.2 　



- 41 -

고찰5.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5.1

이 연구에서는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적 특성 내원관, ,

련 특성에 따른 응급의료 진료결과 귀가 사망 를 파악하고 년 대 주( , ) 2016 10

요 사망원인으로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해 당뇨병 만, , , , , ,

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 , ( ,

이에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증 폐렴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지2017). , ,

역에 따른 사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이하 자료를 활용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System; NEDIS) 2016 7 1 2017 12

일까지 응급실 진료 후 진료결과를 알 수 없고 응급실 도착까지 시간 이31 72

상 환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총 명을 대상으로5,327,710

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변수별 인원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응

급의료 진료결과 귀가 사망 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 )

(χ
2

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별 사망위험의 관련성과 지역별 사망위tests) .

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보험유형 성별 연, ,

령 내원방법 내원경로 계절 방문시간대 중증도 분류 응급실 내원시간 시, , , , , , ,

기 년하반기 년하반기 로 변수를 보정하여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2016 ~2017 ) ,

졸증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망위험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적 연구 로 응급의료기관 지역과 응급환자, (cross-sectional study)

의 진료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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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응급환자 최초 중증도 분류정보를 활용하여 중증도 보정을 시행하였다, .

기존 많은 선행연구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동반질환지수Charlson (CCI,

등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활용한 지표를 사Charlson Comorbidity Index)

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초 중증도 분류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응급환자의 진료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료종류 및 응급실 내원,

후 치료까지 대기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응급의료 접근의 측면에서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사망률에 차이가 있고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

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 .

특히 행정구역분류에 따른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 , ), ( , , ,

주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으, , ), ( , , , , , , , )

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기타지역에서 사망률이 높게 도출되었다.

향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의 지역에 따른 사망

에 영향을 주는 연구가 진행되어 응급의료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점을 해결하

여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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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대한 고찰5.2

질병 구조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습관 변화로 인하여 심장질환 뇌, ,

혈관 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응급의

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 진료 결과 귀가 사망 와 사( , )

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구분에 따른 사망( , , )

률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응급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지역에 따.

라 접근의 불평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

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 신뢰구간 기타지역은1.10(95% :1.06-1.14), 1.31(95%

신뢰구간 로 유의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시근교나 도시보: 1.27-1.36) .

다 시골 또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치료 가능한 병

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지연된다고 나타났다 등(Nallamothu ,2005; An

이는 시골 지역일수록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 병원의 수가 적어 응급2001).

의료 시설의 불균등 분포로 인한 접근의 불평등이 나타나 응급의료 결과의 사

망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

해 기타지역의 주민들이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망위험 관련 서브그룹 분석에서 건강보험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건강

보험 환자의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 사망오즈비는 신뢰구간/ 1.09(95% :

기타지역 사망오즈비는 신뢰구간 를 보1.05-1.13) 1.30(95% : 1.26-1.35)

였으며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에서도 유의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의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 사망오즈비는 신뢰구/ 1.14(95%

간 기타지역 사망 오즈비는 신뢰구간: 1.03-1.25) 1.38(95% : 1.25-1.51)

를 보였으며 의료급여 환자 경우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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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병원 도착시간

의 지연이 더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등 이 연구에서도 경(Mickinley 2000).

제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보험 유형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소득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병원 방문 시 경제적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증상이 참기 힘들어진 이후

에야 병원 을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영옥( , 2000).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구분에 따른( , , )

사망률의 차이에 대하여 수도권 서울 경기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 ( , , , ,

대전 울산 기타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제주 으로 분, ), ( , , , , , , , )

류하여 보았을때 지역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경우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 사망오즈비는/ 1.08(95%

신뢰구간 기타지역 사망오즈비는 신뢰구간: 0.81-1.43) 1.40(95% :

을 보였으며 기타지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급성뇌졸증환자1.07-1.84) .

의 경우 서울 경기에 비해 광역시 사망오즈비는 신뢰구간/ 2.98(95% :

기타지역 사망오즈비는 신뢰구간 으로2.35-3.77) 2.80(95% : 2.22-3.54)

유의하였다 폐렴환자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에 비해 광역시 사망 발생 오즈비. /

는 신뢰구간 기타지역의 사망 발생 오즈비는2.00(95% : 1.67-2.40)

신뢰구간 으로 유의하였다2.13(95% : 1.80-2.54) .

보건의료정책이 추구하는 이데올르기적 입장은 접근성의 평등을 설정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건(Patrick, 1988).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 조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36 )

분배의 형평성 원칙은 사회계층간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를 최소화시키

고 궁극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평등주의적 정의

론을 지향하고 있다 문옥륜 장동민( & , 1996).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기초하여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형평성의 실질

적 정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개진된 형평성의 주요 정의로.

는 첫째 건강의 평등 둘째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셋째 동등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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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필요에 따른 접근의 균등이다 홍백의 문옥륜 장동민( , 1995; & , 1996;

Julian, 1982; Wagstaff & Van, 1993).

접근성 즉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경향이 보편화 되고 있다(Barr, 1997)

형평성의 개념을 균등한 기회로 개념화하고 기회의 균등은 의료소비자가 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만족할 만한 필요한 진료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소득과 다른 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일한 진료에 접

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형평성에 있어서 소득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것과 지역에 따라 자원이 고르게 배분되어 있을 것을 강조하

고 있다(Baxter, 2001).

균형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는 응급실의 수익과 연결되는 내원 환

자의 수로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지역적으로 응급실의,

수익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분포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응급진료의 질과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오며 국민 건강의.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박수경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2010).

인적 물적 자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의료공급 현황에 따른· ,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역별로 자체 충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희원 외 이러한 지역 간 의료자원의 차이는 응급의료서비스( , 2011).

의 질적 차이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경우.

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응급의료체계의 지역간 균형.

배치가 필요하며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지

역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시설적인 부분에서 정부차원,

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 응급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

게 장기적인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생

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응급의료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 응급의

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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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6.

응급환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반의료 서비스와는 달리 국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다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는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년 월 일. 2016 7 1

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응급 진료망 정보에 등록된 응급의료 기관2017 12 31

에 내원한 응급환자 명을 대상으로 응급진료결과 귀가 사망 에5,327,710 ( , )

영향을 주는 특성별 요인과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 , ,

렴 에서 지역적 사망률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 접근)

성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건강보험보장유형 행정구( , , ),

역에 따른 지역적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내원관련 특성 내원방법( , , ), ( ,

내원경로 내원시 계절 내원 방문시간대 응급실 내원시간 내원시 중증도 분, , , ,

류 사망 다빈도 질환의 지역에 따른 사망위험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 지역적 응급의료 접근에 따른 불균형이 나타나 응급의료 결과에 영

향이 있었고 사망 다빈도 질환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증 폐렴 에서 지역에( , , )

따른 사망률의 차이가 컸다 환자들의 거주지역이나 주위의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불평등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시 지역단위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 취약지 지,

원강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preventable death)

킬 수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 연계체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분배하여 환자

개개인의 중증도와 응급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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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응급환자의 생명은 질환별 적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황금시간(Golden time)

이 있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치명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거시.

적인 측면의 응급의료 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응급의료전달체계구축과 응급의료 취약지의 지원 강화

를 위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대 중증. 4

응급 환자 심정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의 매년 증가하고( , , , )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과 의

무가 더욱더 요구 되어 진다 응급의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방법으로 수.

행되어져 왔다 따라서 응급의료 지역화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

은데 비해 공급력이 낮아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상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기존의 병원시설을 확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형평성 있게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수가 개정. ,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환경 개선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의료 서비스.

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만큼 국가에서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효

과적으로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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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응급실 내원환자의 사망위험 관련 추가분석.

응급실 내원환자의 행정구역 분류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사망률

변수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OR OR 95%CI OR 95%CI

보험유형

건강보험 1.00 1.09 (1.05 - 1.13) 1.30 (1.26 - 1.35)

의료급여 1.00 1.14 (1.03 - 1.25) 1.38 (1.25 - 1.51)

성별

남자 1.00 1.17 (1.12 - 1.22) 1.39 (1.33 - 1.45)

여자 1.00 1.01 (0.95 - 1.06) 1.21 (1.15 - 1.27)

내원경로

직접내원 1.00 1.06 (1.02 - 1.10) 1.31 (1.27 - 1.36)

외부에서 전원 1.00 1.81 (1.66 - 1.98) 1.77 (1.62 - 1.94)

외래에서 의뢰 1.00 1.78 (1.09 - 2.92) 1.68 (1.00 - 2.84)

내원방법

구급차119 1.00 1.18 (1.13 - 1.23) 1.33 (1.28 - 1.39)

의료기관 및
기타 구급차

1.00 1.09 (1.01 - 1.19) 1.15 (1.06 - 1.25)

기타 1.00 1.06 (0.96 - 1.16) 1.66 (1.53 - 1.79)

연령

0-9 1.00 1.18 (0.91 - 1.52) 1.84 (1.43 - 2.36)

10-19 1.00 1.46 (1.07 - 2.00) 1.19 (0.87 - 1.63)

20-29 1.00 1.09 (0.87 - 1.37) 1.43 (1.15 - 1.76)

30-39 1.00 1.18 (0.99 - 1.41) 1.53 (1.30 - 1.80)

40-49 1.00 1.21 (1.07 - 1.37) 1.42 (1.27 - 1.59)

50-59 1.00 1.18 (1.08 - 1.29) 1.32 (1.21 - 1.43)

60-69 1.00 1.21 (1.11 - 1.32) 1.35 (1.25 - 1.47)

70- 1.00 1.02 (0.97 - 1.07) 1.26 (1.21 - 1.32)

방문시간대

시0-5.9 1.00 1.01 (0.93 - 1.11) 1.22 (1.12 - 1.32)

시6-11.9 1.00 1.07 (1.00 - 1.14) 1.23 (1.15 - 1.30)

시12-17.9 1.00 1.22 (1.15 - 1.30) 1.45 (1.37 -

시18-23.9 1.00 1.06 (0.99 - 1.13) 1.33 (1.25 - 1.41)

중증도분류

긴급 1.00 1.01 (0.97 - 1.05) 1.28 (1.24 - 1.32)

응급 1.00 2.36 (2.12 - 2.63) 1.76 (1.57 - 1.96)

　 비응급 1.00 2.40 (1.88 - 3.07) 1.95 (1.53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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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tors which affects the outcome of patients’

emergent medical treatment in an Emergency

department

HYUN SU JUNG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 Cheol Park, M.D., Ph.D.)–

Background: There has been high demand in utilization of Emergency

department since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society

have caused many different types of diseases and also aging of

population and their eating habit have brought in many accurate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which

require emergent medical treatment. The number of utilization of

Emergency department had reached to 1,044 million in 2017, which is

24 % higher than 838 million in 2007. Since the demands of more

specialized and quality medical treatment in an emergency department

has been requested. This study analyzed the outcomes of utilization

of Emergency department,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death rate

from diseases with a high fatality rate such a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and pneumonia based on each differ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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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he study analyzed with 5,327,710 cases excluding unclear

cases of emergent medical treatment based on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collected from the first of July, 2016

to the 31
st
of December, 2017. This study used SAS program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mergent patients. It also used χ
2
tests to identify whether or not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outcomes of utilization of an

emergency department in each different district and us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to find a correlation between the outcomes of emergent

medical treatment and an emergency department in each different

district.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an emergent medical treatment which

is conducted by an emergency department based on each different

district affects the outcome of emergent medical treatment. This

study categorized emergency departments into Capita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other regions to analyze the outcomes. The OR of the

death rate occurred in emergency departments in metropolitan cities

compared to Capital was 1.10(95% CI: 1.06-1.14), In the other

regions, the OR was 1,31(95% CI: 1,27-1,36), which was meaningful

The OR of the death rate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ith a high

fatality rate occurred in emergency departments in metropolitan cities

was 1.08 (95% CI: 0.81-1.43), the one in the other regions is 1.40 (

95% CI: 1.07 1.84), which was the other regions meaningful— . In the

case of stroke, the OR of the death rate occurred in emergency

departments in metropolitan cities was 2.98( 95% CI: 2. 35-3.77),

the one in the other districts was 2.80( 95% CI: 2.22-3.54),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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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eaningful.

In the case of pneumonia, the OR of the death rate occurred in

emergency departments in metropolitan cities was 2.00( 95% CI:

1.67-2.40) and the one in the other districts was 2.13( 95%, CI :

1.80-2.54), which was meaningful.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had been a correlation

between the death rate and the medical treatments in emergency

departments based on each different districts ( Capital, metropolitan

cities, and the other regions), Especially, There had been a huge

difference in each death rate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pneumonia based on each different districts. The conclusion which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uneven Emergent medical

service based on an emergency department in each different district

affects the outcome of medical treatment.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should be concluded that Establishing more

systematized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based on each

district to reduce the number of preventable deaths and distribute the

quality medical services which meet the medical severity over the

country evenly. Medical severity has increased in number recently.

Although numerous efforts to improv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has been made by the government, The role of government is

considered more responsibly to meet the demands of more effective

EMS and narrow the gap of the quality of emergent service among

the districts.

Keywords: emergency patients; different areas; death frequency

disease(acute myocardial infarction, acute stroke, pneumo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