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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짧지 않았던 박사의 과정 가운데 그간 국제보건 분야의 현장에서 일

해오며 고민해오던 어렴풋한 고민과 생각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학술적인 글

로 풀어내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귀한 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날의 경험을 부족한 논문으로나 정리해낼 수 있게 

되어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함께 많은 조언을 주시며 끝까

지 꼼꼼하게 이끌어주신 김소윤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따뜻한 격려와 상세한 가르침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며 도움

을 주신 손명세 교수님, 전우택 교수님, 김희진 교수님, 국제보건의료재단 추

무진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제보건이라는 영역에서 일을 해오게 되는 데 큰 영향을 주신 

서경 교수님 안동일 박사님, 이명근 교수님과 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서원

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KOICA에 근무하면서 보건 분

야 국제개발 영역에 있어서 동료로서 국제보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오충현 선생님과 차승만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OICA 이후 국

제보건 분야에서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GHDP)를 함께 

시작할 수 있었던 송진수 선생님과 김은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그리고 가나에서의 시간과 함께 박사 논문작성 동안 많은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이인석과 김형중에게도 큰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나에서의 모자보건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구상하며 현장에 실행으

로 옮기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KOICA의 장우창 차장님과 조인서 과장님, 오

승민 과장님, 김유겸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나 CHPS+ 

사업을 잘 이끌어주신 윤상철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현장

에서 사업의 결과를 잘 책임져주신 김명선 선생님과 홍서연 선생님께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 사업의 평가와 연구에 있어서 함께해주셨던 오주환 

교수님과 이화영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뒤늦은 박사 공부의 과정에서도 격려와 응원으로 늘 함께

해준 아버님과 어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모든 과정에서 묵

묵하게 기다려주며 응원해주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많은 힘이 되어준 

언제나 든든한 아내, 이혜원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내와 함께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 잘 돌보아주지 못했는데도 언제

나 밝은 모습으로 힘이 되어준 재인, 재현, 두 아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싶습니다. 

이훈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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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저소득국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연구 

- 가나 Upper East주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 해 451,000명에 달하던 모성사망은 2017년에 이르러서는 295,000명 

사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모성사망의 감소를 포함한 모성보건 

증진을 새천년개발계획(MDG)와 이후 발의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SDG)의 주

요 목표로 정하며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성사

망 감소의 속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분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성의 해소에 있어 산과적 응급전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모성사망 

감소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 있어 모성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지연인 두 

번째 지연이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저소득국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산

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사례연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질적 연구 조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의 사업들에서 충분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과적 응급전원의 이슈와 현황 

및 개선된 접근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가나 CHPS (Community 

Health Planning and Service) 기반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인, CHPS+사업

을 중심으로 심층적 사례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산과적 응급전원체

계 구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는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을 살펴보았으며, 개별 지연요소의 해소를 위한 접근에 기반한 산과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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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원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중 산과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해소

를 위한 두 번째 지연요소인 응급전원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 기반한 산과적 응급전원의 다차원적 접근을 

살펴보았으며 산과적 응급전원의 접근 이외에 기존에 제시되고 있던 수술적 

응급전원의 개념적 틀을 접목한 응급전원 체계 강화 개념을 함께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응급전원의 기본 개념과 한계점에 대한 리뷰를 기반으로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 접근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모델을 살펴

보았고,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산과적 응급전원의 현장 구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살펴본 가나 CHPS+

사업에서는 모성사망 감소의 세 가지 지연모델을 바탕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된 사업 내에서 인력에 대한 요소로서 조산사 및 간호사에 대

한 안전한 분만 교육이 제공되었고,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 및 분만의 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역량 강화, 의료장비의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 사

업의 주요 요소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가 구축되고, 그 과정에서 마을응급기금의 활용을 비롯한 지역사

회 참여적 접근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응급전원의 시간 감

소와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 그리고 시설분만이 증가하는 성과들이 확인되

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국제보건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 결과 제시된 

의견으로는 보건의료체계 기반여건 향상의 중요성과 초동대응의 역량 제약 및 

전원시 의료서비스 기반의 어려움, 그리고 이송수단의 제약과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기반인프라 문제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들이 있었다.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모델에 있어서 보건의

료체계 요소 및 환경기반 요소의 접근을 확장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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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접근 방안을 도

출할 수 있었으며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의 접근 방안으로서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그리고 기반인프라 요소의 4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제안할 수

가 있었다. 또한 이들 4개 요소 영역마다 갖추어야 할 세부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제안할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이루게 될 과정적 성과지표

로서 응급전원의 경향성(pattern)과 적절성(appropriateness), 질적 상황

(quality)과 적시성(timeliness)의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안하였

다. 나아가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에 관한 성과의 제안을 위해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 향상된 전원율, 시설분

만율, 및 산과적응급서비스수요 충족률 등이 중기성과로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모의 질병이환과 모성사망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모

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롭게 도출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존의 모자보건 사업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강화 프레임

워크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KOICA와 KOFIH 등 국내 주요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수행기관들

의 모자보건 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가나 CHPS+사업에 

대해 새롭게 도출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하

여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저소득국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

인 산과적 응급전원의 정책접근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

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다양한 협력기반 접근 등 새로운 

프레임워크 기반 모자보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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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다분야적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과 주체 간

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

력에 있어 지역사회 인식개선이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의 노력에 비해 비교적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산과적 응

급전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산과적 응급전원

체계 강화의 노력에 있어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

다. 다만 향후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을 현

실에 구현해 나가기에 앞서 이 모델의 유효성에 있어, 특히 다분야적 접근 및 

비용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며, 이를 통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제안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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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모성사망 감소를 포함한 모성보건 증진의 이슈는 새천년개발계획(MDG)의 

8개의 목표 중 5번(모성보건 증진) 목표로 중요하게 제안이 되었으나 2000년

도 중반까지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도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중저소득국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는 2010년 

G8회담에서 주창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Muskoka 선언’의 발의와 함께 반

기문 전 UN 사무총장에 의해 발의된 EWEC(Every Women Every Child) 이

니셔티브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모자보건에 대한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

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Kirton, 2014; UN, 2015). 모성보건 증진의 목표

는 MDG의 종료 후 발의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서도 보

건과 관련된 목표인 SDG 3번 목표 내에서 여전히 주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

으며 국제적인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

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Modi, 2020). 

   모자보건이 MDG의 주요 목표로 제시된 이래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와 양자 간 국가 원조기관 및 국제 NGO에서는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국제기구로서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모성과 아

동보건을 주요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중저소득국(LMICs, Lower and Middle 

Income Countries)의 모성 및 아동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 폭넓은 노력을 추

진해온 가운데 PMNCH(Partnership for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등의 국제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Bustreo, 

2012). 여기에 아동사망 감소는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2 -

가, 그리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 및 성생식보건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이슈들은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원조 공여국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일

본 등은 모자보건을 보건분야 개발원조의 핵심 주제로 제시하며 모성과 아동

사망 감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

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 등도 

2010년 한국의 G8 무스코카회담 참여를 계기로 모자보건 분야를 주요 핵심 

목표로 선정하여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온 바 있다. KOICA와 KOFIH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모자보건사업을 보건분야 ODA의 주요 

우선순위로 제시하여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단순하게 다루어져 왔던 안전한 분만 등 모성보

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중으로 특히 의료시

설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접근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여건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에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

았던 안전한 분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문제의 해결에 관한 이슈에 

있어 산과적 응급전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Harahap, 2019).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관에 의한 사업 중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로서 KOICA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기반의 일차보건의료 

강화사업인 ‘가나 CHPS (Community Health Planning and Service) 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CHPS+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사업에서는 아동 

및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참여 기반의 1차 보건의료 활성화와 

함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매우 포괄적이고도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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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적 응급전원에 대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전

달체계의 전반적 강화와 함께 오토바이 앰뷸런스 기반 지역사회 기반 전원체

계 형태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이 추진된 바 있다.1)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성사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산과적 응급전원의 원활한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 있어 두 번

째 지연 요소인 ‘안전한 분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못해왔던 이유는 다양한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과 인프라적 

요인의 측면, 비용적 측면, 운용상의 어려움과 함께 산과적 응급전원 자체적인 

측면도 그 이유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우선 첫째, 인프라적 요인에 있어서는 산악지역 

등 지형환경의 여건과 도로의 부재 등 물리적 접근성이 결정적이나, 보건사업

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해결하기가 어렵다(Jammeh, et al. 2011). 둘째, 

이송수단 확보,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과적 응급전원이 어려웠다(Varela, 

et al. 2019). 셋째, 운영 측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의 많은 인구

를 대상으로 앰뷸런스 차량을 운용하면서 응급이송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Deniels, et al. 2020). 이와 함께 전원 결정과 적정한 환자이송 관리, 산모 

도착 시의 적절한 산과적 조치 제공을 포함한 산과적 응급전원 과정내의 어려

움으로 인해서도 산과적 응급전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나에서 추진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보건

의료체계강화 사업인 가나 CHPS+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모

1) 본 사업은 900만달러의 규모로 2016~2020년 사이 5년간 가나 최북단 Upper East 주

(UER, Upper East Region, 인구 150만) 전 지역 13개 군(District)의 6개의 군 병원, 48

개 보건소, 125개 보건지소와 5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다. 본 사업

의 일환으로 500여 대의 모바일 태블릿을 통한 실시간 보건정보 보고체계의 구축과 조산사

의 모바일 초음파 활용지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90여 대의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기반으로 

응급전원체계 강화 지원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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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요인들을 해소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번째 지연에 해당하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응급전원체계 모델’ 적용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과적 응급

전원체계가 잘 작동하고 운영되어 모성사망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

서 다양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저득 국가들에서 모성사망 감소를 이루어내기 위해 산과적 응

급전원체계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통해 제안되었던 방안들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가나에

서 이루어진 응급전원체계 강화 사례인 가나 CHPS+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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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저소득국들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강화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저소득국들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기존 이론과 접근을 살펴보고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어려움과 개

선 노력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소저득 국가들에서의 모성사

망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방

안의 파악과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저소득국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에 관한 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어 온 기존의 접근 방안과 관련 노력에 관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향후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접근의 한계점과 보완

점을 도출하여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셋째, 새롭게 도출되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

로 하여 중저소득국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정책접근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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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모성사망 감소 및 응급전원체계의 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모성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재까지의 접근 방향

과 응급전원체계의 강화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이론적 기반 및 추진 방향 등

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중저소득국에서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응급전원체계의 강화에 관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문헌 고찰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모성보건과 응급전원체계 

향상에 대한 국내외 단행본, 학회 논문자료, 학위논문자료, 학회발표자료 및 

기타 관련 학술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제기구와 원조

기관들의 기술문서와 정책문서 및 발표자료, 모성보건과 응급전원체계 강화 

관련 ODA 보건사업과 관련한 KOICA사업 종료보고서 및 사업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2. 사업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나에서 추진된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일

차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인 ‘CHPS+’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사업

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기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현장 구현 사례를 중심으

로 모성사망의 감소를 위한 접근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성

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응급전원체계 강화 사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제 구현된 사업에서의 장단점 및 어려움, 극복 방안 등에 대한 다

각적 차원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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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급전원의 효과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고,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3. 심층면담

   사업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사례 연구 및 분석을 기초로 하여 초점집

단 인터뷰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사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사업의 긍정적 측면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

인 모성사망의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강화에 관한 추

진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3.1. 면담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저소득국의 모자보건 및 응급전원 관련 ODA 사업 또는 

국제기구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

한 국제보건 분야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심

층 초점집단 인터뷰는 4인의 전문가와 1차례 정도로 진행한다. 심층 인터뷰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 중심의 경험을 

보유한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전문가에 대하여 1차례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면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적과 절차를 전화와 서면 및 대면을 통해 직접 설명하고, 초점집단 인터뷰 참

여에 동의한 4인을 선정하여 그룹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참

여에 동의한 2인을 선정하여 개별적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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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초점집단인터뷰(FGI) 진행

   본 연구에서는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분야에서 현장기반 경력을 갖

추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모자보건 분야 사업을 해왔던 해외 경험이 있는 

4명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 응급전원 강화 관련 기

존 모델에 대한 분석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초점집단인터뷰는 반구

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전문가들로 그룹을 구성하여 함께 질문들에 대해 답

변하고 인터뷰 참여자들 간에도 서로 대화와 논의를 나누며 면담을 진행하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는 크게 4개의 영

역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1) 모성사망 감소와 응급전원체계 구축 

관련, 2)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포괄적 접근 관련, 3) 수

원국과 한국 개발원조의 정책 차원 영역, 4) 포괄적 접근에 있어서의 파트너 

기관들과의 연계 방안 관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모두 온라

인 회의 플랫폼인 zoom 사이트를 활용하여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점집단 면담에 참여한 피면담자 관련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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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점집단인터뷰 대상자

성별 연령 근무기관 경험
보건분야 

국제개발 경력

1 여 40대

국제개발 NGO 

A기관 국제개발

사업 본부장

전 국제기구 보건자

문관

22년,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

카의 모자보건 사업 경험

2 여 40대

국제개발 NGO 

B 기관 국제개

발사업본부 과장

전 국제개발 NGO 우

간다 모자보건사업 

책임자

10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보

건 분야 경험

3 여 30대

아프리카 C국 

지역사회기반 모

자보건사업 부책

임자

전 베트남 ODA사업 

보건 분야 사업 담당 

관계자, 전 에티오피

아 모자보건사업 부

책임자

8년, 아프리카와 아시아 보건 

분야 경험

4 남 30대
해외 D 대학 박

사과정

전 국제개발 NGO 탄

자니아 모자보건사업 

책임자

7년,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

카 모자보건 사업 경험

3.3.3. 심층인터뷰(IDI) 진행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 인터뷰에 추가로 모자보건 분야에서 국제개발 사

업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개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In 

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 또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1) 모성사망 

감소와 응급전원체계 구축 관련, 2)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

의 포괄적 접근 관련, 3) 수원국과 한국 개발원조의 정책 차원 영역, 4) 포괄

적 접근에 있어서의 파트너 기관들과의 연계 방안 관련 등이다. 심층 인터뷰 

또한 모두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zo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각 개인당 1회 1

시간 30분 ~ 2시간 사이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면담의 피

면담자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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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성별 연령 근무 기관 경험
보건 분야 

국제개발 경력

1 남 40대

국제보건 ODA 

E기관 F국 사무

소 근무

신경외과 전문의, G국 

국제협력 의사

15년, 동남아시아와 서아프

리카의 임상 의료 및 모자보

건과 보건정책 사업 경험

2 남 30대

국제개발 ODA 

H기관 E국 사무

소 근무

서아프리카와 동아프

리카 모자보건 사업 

기획 및 관리 담당 경

험

10년, 서아프리카와 동아프

리카 모자보건 및 보건정책 

사업 경험

3.4.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프레임워크 도출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접근방식의 어려움과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접근 프레임

워크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추가하여 기존의 접근에 비해 확장된 개념으로서 

포괄적 응급전원체계를 위한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5. 새로운 프레임워크 기반 기존 모자보건 사업의 분석 및 정책접근 제안

   새롭게 도출되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의 모자보건 사업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위한 프

레임워크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

건의료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KOFIH의 사업들을 새롭게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산과적 응급전원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가나 CHPS+사업을 새롭게 도출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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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기반하여 분석하도록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저소득국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의 정책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

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다양한 협력기반 접근 등 

새로운 프레임워크 기반 모자보건 사업 추진에 관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다분야적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과 

주체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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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 접근 현황

1. 중저소득국 모성사망의 현황

1.1. 모성사망의 국제적 현황

   모성사망(maternal mortality)은 임신 기간 혹은 임신이 종료된 이후 42일 

내에 사고와 우발적인 이유를 제외한, 임신 및 분만과 관련한 이유로 일어나

게 되는 산모의 사망을 의미한다(Alkema, 2016). 2000년 새천년개발계획

(MDGs, Millenuium Development Goals)이 제안된 이후, 한 해 451,000명

에 달하던 모성사망은 2017년에 이르러서는 한해 295,000명이 사망하는 정

도로 감소하게 되었다(WHO, 2019). 이는 2000년도에 비해 38%가 감소된 

수치로 연간 약 3%의 모성사망의 감소가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는 안전한 분

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함께 1차 의료 단계에서의 산전관리 수혜율

의 증진 및 안전한 분만(safe delivery) 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의 노력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Alkema, 2016).

1.2. 산모사망 감소의 둔화와 중저소득국 모성사망 현황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모성사망은 최근 들어 감소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에 더하여 모성사망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안전한 분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의 해결은 중요하게 제안

되고 있다. 특히 모성사망 감소의 성과에 있어서 국가 간의 불평등 또한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모성사망의 대부분(94%)은 자원이 극히 일부 저소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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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전체 모성사망의 

86%에(25만 4천명)에 이르는 사망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에서만 3분에 2에 이르는 19만 6천 명의 모성사망이 일어나고 있으며 남

아시아에서는 매년 5만 8천여 명의 모성사망이 일어나고 있다(WHO, 2019

).2) 

2. 응급전원의 기본 개념과 주요이슈

2.1. 응급전원의 기본 개념과 의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가 기본적인 응급전원(emergency referral)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강화를 통한 모성사망 감소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전원의 개념 및 응급전원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원(referral)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의해서 더 높은 단계의 의료 시설을 방문하라고 권고되는 것을 지칭

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단계의 의료시설에서 높은 단계의 의료시설로 향하는 

이동을 전원이라고 한다. 모성과 아동보건에 있어서의 전원은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1) 의료기관 차원의 혹은 자발적 차원의 전원, 2) 산

전관리, 분만 및 산후관리를 위한 전원, 3) 선택적인 혹은 응급전원으로 분류

된다(Jahn, 2001).

2) 이러한 수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모성사망비가 출산아 10만 건당 542명으로, 

이는 출산하는 산모 37명당 1명이 죽는 비율의 수치이다. 이는 출산 산모 7,800명당 1명이 

사망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수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WH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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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군(district) 단위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피라미드

(출처: Jahn, 2001) 

   일반적으로는 분만을 위한 자가전원(self-referral for delive)이 가장 흔한 

형태이며 의료기관의 전원(instititutional referral)은 덜 흔한 편이고 응급전

원은 꼭 필요한 응급상황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빈도는 가장 적은 편

이다. 다만 높은 비율의 상위 단위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자가전원은 전원 단

계의 의료서비스(referral level care)에 대한 적절치 못한 활용일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상황에서도 1차 의료기관을 우회(bypassing)해버리는 상황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상위 의료시설로 전원하는 경우를 조절하

기 위해 이에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주고 시설 전원에 있어서는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충분히 고지된 의사결정(informed 

decision making)의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Jahn, 2001).

   응급전원(emergency referral)은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전원사슬 모델

(model of the referral chain)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다(그림 7). 이 모델

은 전원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과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전원에 

대한 논의는 이송 수단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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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적 구성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Jahn, 2001).

   전원은 보내는 이(sender)와 이송(transport) 및 전원을 받는 이(receiver)

로 단계가 구성되는데, 보내는 이(sender)는 주로 가정과 마을

(Family/Village) 및 지역사회 보건소(health center)로 구성되어 있다. 전원

을 보내는 이의 단계 내에서도 가정과 마을(Family/Village)에서 지역사회 보

건소(health center)로 보내는 차원에서의 전원이 있다. 이송(transport) 단계

에는 가정과 마을, 혹은 지역사회 보건소로부터 전원병원(referral hospital)으

로의 이송이 있다. 받는 이(receiver)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전원을 받는 상급 

전원병원(referral hospital)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Jahn, 2001).

   따라서 응급전원에 있어서 단지 이송의 이슈로만 응급전원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보내는 이와 이송의 과정 및 전원을 받는 이의 단계에서

의 의료적인 적정성과 질적 측면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 있어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기초적인 1차 보건의료 시설이면서 일반 분

만까지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로의 전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한 일반적 전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과 마

을에서 1차 전원시설인 전원병원으로의 전원 및 1차 보건의료시설인 보건소

에서 상급의료기관인 전원병원으로의 전원은 좀 더 원거리로 이송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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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원의 연결고리(The referral chain)

(출처: Jahn, 2001)

   다만 응급전원의 실행에 있어 개별적 전원 단계에서는, 전원이 개시되는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전원 결정에 역할을 한다. 가정과 지역사

회 전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과 질병 

원인,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 잃게 되

는 자가 통제 및 불안정, 전통적 규범, 비용 그리고 이동수단 등의 고려사항이 

있다. 보건소에서 전원 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위험에 대한 평가

(risk assessment), 전원 지침(referral guideline), 의료서비스의 질, 임상적 

결정, 이동수단 등이 있다. 환자가 이송되어 받는 이(receiver)인 전원병원에

서 전원이 완료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금전적 접근성, 선호

되는 치료, 이용자 친절도 및 필요 시 역전원(counter-referral)의 여건 등이 

있다(Jahn, 2001). 중저소득국의 산과적 응급전원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응급전원체계의 연결고리 요소들이 잘 갖추어야 하며, 추

가적으로 산과적 차원의 응급전원을 위한 기본적 요소와 역량이 갖추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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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급전원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이슈

   추가적으로는 응급전원 과정에서 전원을 할 시설을 결정할 때, 기초적인 1

차 의료시설에서의 일반분만 여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왕절개

수술 등의 개복이 필요하거나 출혈에 대한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과 종류의 상위 의료시설로 전원을 해야 할지를 판단내리

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만 이는 충분한 의료경험과 진단 도구가 없는 상황에

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산모의 상황 사례에 대한 지식의 득과 이

해도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다거나 쌍태아의 임신 상황일 가

능성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러한 파악에 따른 전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

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산과적 응급전원 과정에서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산

모의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동 대응의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산후출혈 등의 상황에서 옥시토신 제제를 투여하

거나 분만 직후 산모의 상태에 대한 파악과 대응 및 필요시 최소한의 조치 등

에 있어서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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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사망과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3.1. 모성사망의 원인과 산과적 응급전원의 중요성

   국제적인 모성보건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성사망 감소의 둔화 속에서 

산과적 응급전원을 통한 모성사망 감소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

보기 위해 모성사망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모성사망

의 원인은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지연은 ‘안전한 분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의 지연’, 두 번째 지연은 

‘분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지연’, 세 번째 지연은 ‘양질의 분만서비스가 이

루어지는 것의 지연’으로서, 세 가지 지연(3 delay)의 요인을 통해 산모의 사

망이 초래된다는 것이다(Sk, et al. 2019). 이 세 가지 지연모델에 기반하여 

볼 때 모성사망 감소가 둔화된 원인은 기존의 모성사망 감소의 노력이 첫 번

째 지연과 세 번째 지연의 해소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지연

인 두 번째 지연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Sk, et al. 2019).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두 번째 지연의 요소에 있어서 산

과적 응급전원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성사망이 

일어나는 이유 등에 기인한다. 모성사망이 이루어지는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

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산후출혈(PPH, Post-Partum Hemorrhage)과 임신기 

고혈압으로도 지칭되는 자간전증(Pre-eclamsia), 출산 후 감염, 불안전한 낙

태, 그리고 색전증 등이 있다(Say, 2014). 이 중 분만 직후 출혈로 발생하는 

산후출혈은 모성사망의 원인 비율 중 27.1% 1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산전관

리와 산후관리 서비스 수혜율의 증진과 함께 특히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의 

중요성과 준비된 의료시설에서의 분만(facility delivery)의 중요성이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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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 

   그러므로 중저소득국들에서 분만 의료시설에 대한 응급전원 제공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Gabrysch, et al. 2009). 숙련된 조산인력에 의

한 분만(Birth attended by Skilled Birth Attendants)과 함께 의료인력과 장

비 및 옥시토신 등의 의약품이 구비된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의 분만

(facility delivery)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과적 응급 시 

전원 제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Doctor 2018; Sabine Gabrysch, 

2019).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농촌 지역(rural area)에서 산모의 시설 

분만율 향상은 난관에 봉착했는데,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과 먼 거리

가 주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Doctor, 2018). 이처럼 안전한 분만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전원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모성사망의 주요

한 이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으며, 역시 산과적 응급전원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Chavane, et al. 2018). 

3)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모성사망은 대부분 출산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일어나므로, 산

후출혈 사례는 긴급하게 대응되어야 한다(Haer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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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

그림 4. 모성 사망의 세 가지 지연 모델 (3 Delay Model)

(출처: Thaddeus, 1994)

   중저소득국에서의 모성사망과 관련한 산과적 응급전원의 이슈와 해결방안

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해야할 내용으로서 산모들에 관한 모성사망의 일어나는 

이유와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표적인 중저소득국 산모 사

망의 설명 모델인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으로 정의되는 모성사망은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Sereen Thaddeus 등은 그 원인과 기재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서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Three delay model of 

maternal motality)’을 제안한 바 있다.4) 이는 산모가 안전한 모성보건 서비

4)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은 개별 단계별로 첫 번째 지연(Dealy 1), 두 번째 지연(Delay 

2), 및 세 번째  지연(Delay 3)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지연이 이루어

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연(Delay 1)은 임신과 분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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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세 가지 단계적 차원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모

성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개념에 기초한 이론이며, 각 단계에서의 지연은 다

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Thaddeus, 1994). 모성사망 

감소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연모델에 기반하여 모

자보건사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이 중요하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만 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3.2.1 첫 번째 지연 이슈 및 접근

   우선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 있어서 첫 번째 지연(Delay 1)과 관

련해서 사회문화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지연의 해결

은 해당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와 인식의 변화 및 사회‧문제적 행태의 변

화(Social and behavioral change)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이기에 좀 더 근

본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Pacagnella, 2012).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종교적 측면이 사회문화적 장벽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종교적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맹신

되어 온 신념 및 관습(Beliefs and customs)과 연계된 경우 변화는 더욱 쉽

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Sheikh, 2019). 따라서 단순히 이들의 인식 증진

을 위한 교육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

용하고자 하는 결정의 지연(time to decide to seek care)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지연(delay 

2)은 분만서비스에 다다르는 것의 지연(Time to reach Medical Facility), 그리고 세 번째 

지연(Delay 3)은 적절한 산과적 서비스를 받는 것의 지연(time to receive adequate and 

appropriate treatment)을 말한다(Thaddeu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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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여성의 위상 및 자율권(women’s autonomy)과도 연

계되어 있고(Agrawal, 2010),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지위(Souza, 2009) 

등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적 수준(Agrawal, 2010)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첫 번째 지연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여성의 위상과 자율적 권리, 여성 본인 및 해당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경제적 

위상 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본인 및 해당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

준에 따라 1차 지연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고려 등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

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1차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Hirose, 2011

).5)

   첫 번째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안전한 분만과 

관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증진을 위한 접근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보건요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간의 연계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사회 보건요원(Community Health Worker)의 교육 및 양성을 지원해야 하고, 

지역구성원들이 스스로 역할을 하고 보건의 증진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 증진 개념 차원에서의 주민 참여형 접근이 중요할 수 있다

(Ngoma-Hazemba, 2019).

5) 안전한 분만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1차 지연의 요소에 있어서는 질병 

자체, 모성 사망 요인의 병인학적 요인(eatiology), 증상의 중증도(severity of symptom)에 

대한 인식(recognition)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Pacagnella, 2012). 특히 모성사망의 원인 및 모성사망 발생의 원인적 요인에 대한 의

료적 차원의 인식 부재는 정확한 모성사망의 발생 원인들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보건

의료 시설에서 분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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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두 번째 지연 이슈 및 접근

   모성사망의 두 번째 지연(Deley 2)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과적 서비스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의 지연을 말

한다. 이는 보건의료 시설까지의 거리 및 이동을 위한 수단의 부재, 그리고 이

동이 가능한 도로 여건의 상황, 혹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금전적 부족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지연이다(Thaddeus, 1994). 거

리적인 요소는 그 자체로서 첫 번째 지연인 보건의료 시설에서 분만을 할 의

지와 결정의 지연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Chavane 2018). 또한 비용적인 측

면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이동 비용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 더욱 큰 어

려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Essendi, 2011). 

   또한 의료시설로의 이동을 위한 금전적 측면이 해결되더라도, 이동 수단의 

부재는 여전히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산모가 전원되기 위한 이동의 수

단으로서 앰뷸런스 이외에도 지역의 택시, 미니버스 혹은 트럭, 오토바이, 당

나귀나 말이 끄는 카트(Elmusharaf, 2017), 혹은 막대기에 달린 해먹 등의 수

단으로 산모가 이송되기도 하며, 산모가 직접 걸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grawal, 2010). 이처럼 적절한 이송수단이 부재한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을 지연시키는 2차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지

연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제안될 수 있다. 경제적, 

정치적/정책적 요인, 문화적 기준, 종교, 사회시스템, 환경 등이 2차 지연의 

장애 요인에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다. 또한, 간접적인 결정 인자들

(contributing factors)로는 간접적 가구수준(indrect household level)과 간접

적 보건의료 체계 수준(indrect health system level)의 요인들이 있다.6) 

6) 간접적으로 가구 수준에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의료시설부터의 지리적인 원거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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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시설 접근에 대한 두 번째 지연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반요인

(underlying factors)이 있는데,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

째, 가정과 개인 차원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direct household and 

individual level)로 의료시설부터의 지리적인 원거리, 가정 분만의 유병 현황

과 수용도, 교통의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의 비용,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의 혜택에 관한 인식, 분만에 대한 대비의 부재, 의료시설의 위치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이 있다. 둘째, 보건의료 시스템적 차원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

(direct health system level)로는 도로와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의료

시설의 위치와 근접성,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내용 등이 

있다(Ngoma, 2019).

   모성사망을 일으키는 두 번째 지연요소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방안이 고려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는 보건의료 시설을 지역사회에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분만이 

가능한 보건지소(health post) 혹은 분만시설(birthing facility)을 지역사회와 

마을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Midwife in Village 국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 단위로 조산사가 배치되

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기도 하였다(Triyana 2016). 이외에 앰뷸런스나 

응급 산모 운송수단의 제공을 포함한 응급전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접근이 

있다. 차량 앰뷸런스부터 3륜 오토바이 앰뷸런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응급 산

모 운송수단 등이 제공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모의 전원을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보건의료 메시지로부터의 낮은 노출, 낮은 모성의 자율성, 낮은 

수준의 가족 지지 등이 있다. 직접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수준(indirect health system 

level)에 관한 요인으로는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앰뷸런스의 부재, 정보 및 교

육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부족, 계절성 날씨와 도로 환경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다

(Ngom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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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응급전원체계를 구

축하는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Hussein 2012). 이를 위해 이동수

단 제공 이외에도 전원을 보내는 시설에 대한 전원 기준의 교육 및 응급전원

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전원 사례에 대한 환자 분류 및 상황별 응급처

치 교육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Gyedu 2016).

   추가적으로는 보건의료 시설에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산악 지역이나 섬 

등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분만일보다 일찍 의료시설 인근으로 이동하여 분

만을 대기하도록 하는 접근이 있다. 이는 일종의 임산부 대기 시설(Maternity 

Waiting Home)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산모가 분만 전에 미리 의료시설 인근

으로 오도록 하여 분만 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Dadi 2018).  

 

3.2.3. 세 번째 지연 이슈 및 접근

   모성사망의 세 번째 지연이란 양질의 적절한 산과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에 있어서의 지연이다. 이는 보건의료 시설에 가기 원하여 의료시설에 도착하

게 되었더라도 필요한 약품과 의료용품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적절한 의료인력

이 배치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안전한 

분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적정하고 적절한 양질의 분

만서비스를 산모가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이다(Thaddeus, 1994).7) 또한 의료

인들의 기술적 역량과 함께 혈액 등의 추가적인 필수 의료물품의 준비도 및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의료시설의 재정적 취약성 등도 세 번째 지연을 가중

7) 특히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시설에 도착한 이후에도 제왕절개수술을 제공하기 위

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과 수술을 시행하는 시점의 지연이 30분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지

연이 발생하기도 한다(Gohou,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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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도 한다(Pacagnella, 2012). 

   따라서 이러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양질의 

의료시설 준비도(health facility readiness)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및 역량의 강화와 함께 분만에 필요한 필수 의

약품과 의료 기자재와 용품의 확보, 안전한 분만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

의 시설적 환경 여건 등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Thaddeus 1994). 우선 숙

련된 조산 인력(SBA, Skilled Birth Attendants)이 양성되어 확보되어야 하

며, 이러한 조산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 인력인 조산사 및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안전한 분만에 관련한 교육

과 훈련을 제공하여 분만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분만

에 필요한 의료용품과 기자재 및 의약품의 보유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

으며 필요시 안전한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시설 인프라 환경

의 구축 등도 포함될 수 있다(Morof 2019). 

   구체적으로는 모성사망의 세 번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분만을 제

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은 보건소 등 외래 기반

의 1차 의료시설에서 숙련된 보건인력이 기본적인 일반 분만을 제공하는 기

초적 응급분만(BEmONC: Basic Emergency Obstetric and Newborn Care)

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을 기반으로 제왕절개수술과 수혈역량 등이 포함된 

복합적 응급분만 (CEmONC:  Comprehensive Emergency Obstetric and 

Newborn Care) 서비스가 적시에 양질의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Hofmeyr 2009).

   일반적으로 안전한 분만을 위한 세 번째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서 분만이 가능한 외래 기반의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기본적인 조산 

관련 숙련된 의료인력을 갖춘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료장비와 시설여건을 가지

고 안전하게 일반 분만, 혹은 일반질식분만(Normal vaginal delivery)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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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한 분만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을 갖춘 경우 기초적 응급분만(BEmONC)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설명한

다. 

표 3. 기초적 및 복합적 응급분만서비스 세부구성요소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서비스 복합적 응급분만(CEmONC) 서비스

① 주사용 항생제 투여

   (Administer parenteral antibiotics)

② 주사용 자궁수축제 투여 

   (Administer parenteral oxytocin)

③ 주사용 항자간증 약물 투여 

   (Administer magnesium sulfate)

④ 잔여태반 수기 제거 

   (Manual removal of placenta)

⑤ 장비를 이용한 자궁 내 잔여물 제거 

   (Vacuum extraction or D&C)

⑥ 장비를 이용한 정상분만 유도 

   (Vacuum delivery, forceps delivery)

⑦ 엠뷰백과 마스크를 이용한 신생아 소생술 

시행 (Basic neonatal resuscitation with 

bag and mask)

기초적 응급분만서비스 ①-⑦ 및 아래 서비스

⑧ 제왕절개수술 (C-section surgery)

⑨ 수혈 (blood transfusion)

 (출처: Justus Hofmeyr, 2009)

   해당 1차 의료시설이 기초적 응급분만(BEmONC)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산사 혹은 조산교육을 받은 간호사 혹은 

그 이상의 분만 관련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여

기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분만 공간과 함께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옥시토

신 등의 약품과 분만 관련 물품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8) 이러한 서비스가 제

8) 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Basic Service)에는 복용하는 항생제, 옥시토신

과 같은 자궁 수축제, 항경련제(anticonvulsant) 등의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

만 직후 태반의 수동제거(manual removal), 질식분만 서비스(vacuum extraction), 기초 신

생아 소생술(basic neonatal resusciation)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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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수 있는 시설을 기초적 응급분만(BEmONC이 가능한 시설로 정의하게 

된다. 

그림 5.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및 복합적 응급분만(CEmONC)

(출처: Sabine Gabrysch, 2009)

   대부분의 분만은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서비스의 개념에서 일반 분

만으로 조산사를 통해 보건소에서 이루어져도 적절할 수 있다. 대략 5%의 분

만이 태아의 상하 위치가 바뀌어 출산이 되는 견갑난산이나 쌍태아의 출산, 

과다한 산후출혈이 있는 고위험 분만의 경우는 병원에서의 복합적 응급분만

(CEmONC)이 필요할 수 있다(Gabrysch, 2012). WHO에서는 일반적인 분만

은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시설에서 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중저소득국들의 경우 상당 수의 지역보건소(Community Health Center) 

등 1차 의료시설에서 기초적 응급분만(BEmONC이 가능하도록 조산사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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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능한 지역사회에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서 기초적인 안전한 분만 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분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복합적 응급분만(CEmONC)이 가능한 

병원 수준의 시설에서 분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수의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및 적은 수의 복합적 응급분만

(CEmONC)이 가능한 지역보건소 등 일차 의료시설과 병원 등이 적절하게 배

치되어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도록 제안되고 있다(Gabrysch, 2012).

   복합적 응급분만(CEmONC)의 경우 기초적 응급분만(BEmONC)을 위한 7

가지의 의료서비스가 모두 가능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제왕절개수술 등의 

수술 서비스의 제공 및 혈액수혈(blood transfusion)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술과 마취를 위한 3명 이상의 의사와 19인 이상의 조산사 

등 의료진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되고 있다(Gabrysch, 2012). 또한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방 및 입원 병상 등의 공간 및 인프라를 확보한 최소 군 병원

(district hospital) 단위 혹은 그 이상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기초 수술역량 및 관련 기자재 등의 확보와 함께 수술방의 공간 및 수술대, 

수술용 소작기, 마취기기 등의 수술 관련 의료기자재와 물품이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또한 수술을 할 의사 인력과 마취가 가능한 마취 간호사 혹은 마취

전문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시 수술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혈액 부족의 상황을 대비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혈액관 냉장고 등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군 단위 병원과 같이 포괄적 응급분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은 보통 500,000만 명 지역당 한 개의 기관이 위치하여 역할을 하

도록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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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 가지 지연모델 기반 산과적 응급전원의 다차원적인 접근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 모델의 특징은 각 단계에서의 임신과 분만 서비

스에 대한 지연이 야기되는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지연 가운

데 특히 두 번째 지연의 경우 안전한 분만을 위한 기본적인 보건의료적 접근 

이외에도 산과적 응급전원 서비스의 제공과 전원체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Pacagnella 2012). 다만 산과적 응급전원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참여적 접근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

로는 사회문화 변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수단의 제공 자체를 

넘어서는 도로기반 인프라 구축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응급전원 

기반 여건의 개선을 넘어서, 상위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양질의 산과적 응급분만과 연관되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중요할 수 있다. 

3.3.1. 지역사회 참여적 접근

   산과적 응급전원의 다차원적인 접근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요인 중 하

나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가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특

히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높은 

자각 정도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측면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Owang, 2012). 이러한 지역사

회의 참여 요소의 중요성은 다양한 중저소득국들에서의 보건증진을 위한 사업

에서 지역사회 참여적 접근(community participatory approach)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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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중요하게 제안된 바 있다. 

   지역사회 참여적 접근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접근에는 마을보건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끌어내어 산과적 응급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적인 기제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

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응급전원체계를 구성한 사례는 다양하게 제안

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마을 지역사회기금(community 

pooled fund) 혹은 지역사회기반 소액대출기금(community based loan fund)

을 형성하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응급 산모의 전원 상황에 있어 활용되도

록 하는 경우도 있다(Awooner-Williams 2014, Patel, 2016). 또한 지역사회 

회전기금(revolving fund)을 운용하여 마을보건 위원회 등이 십시일반으로 지

역사회에서 재원을 모아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형성하고 이 기금에서 산모의 

산과적 응급 수송을 위한 연료나 운전자 인건비를 지불하도록 하기도 한다. 

전원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금 부족분을 산모의 보호자나 가족이 다시 채우도

록 하거나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채워 넣거나, 기

금이 소진되는 경우 다시 함께 기금을 모아 채워 넣는 형식으로 지역사회 보

건기금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Nwolise 2014).  

   이러한 방식은 크지 않은 재원이라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기금을 형성하도

록 하여, 지역 보건당국이나 외부 NGO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사회 동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지역사회의 리더십이 

제역할을 못 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 지역주민의 공동 참여적 

노력이 부족한 경우, 혹은 기금 자체가 소진되는 경우 기금을 유지하기가 쉽

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소액이나마 지

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접근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다. 

   산모의 응급전원시 이동수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금전적 접근의 



- 32 -

장벽을 줄이는 창의적 방식으로서, 지역의 택시 및 버스 조합 등과 연계하여 

교통 바우처 제공 등의 접근을 고려되기도 한다(Ngoma 2019). 이를 위해 지

역 민간 택시 조합과의 연계를 통해서 후불제 택시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MSF, 2018). 가나 등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비용에 따라 산모의 전원을 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우선적으로 택시

운송조합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해주고 사후적으로 산모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부터 받도록 협약을 맺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민간 택시 활용 시 장점

은 이들 택시가 민간에 이미 존재하며 역할을 하고 있고 산모들이 이를 활용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택시 운전기사가 의료인력이 아니어서 응

급 시 역할에 제약이 있다는 측면과 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Reje, 

2019).

3.3.2. 사회문화적 변화 차원의 접근

   산과적 응급전원을 다차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접근으로

서는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측면이 있다. 특히 임신과 분만의 과정에 있

어 의료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거나 의료시설에서의 분만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정적

으로 인식되어 이용이 저조한 지역에 있어서 산과적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응급전원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회문화적 기준의 변화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모델에

서도 주요한 세부 요소로서 강조되었던 요소이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응급분

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

소이기도 하다(Agyepong 2017; Gele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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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 요인과 영향을 주는 양상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안전한 분만을 위해 산과적 응급전원 서비스를 받으

려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때

가 있다. 대부분의 중저소득국의 경우 여성 본인이 그러한 결정을 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이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배우자나 남편, 혹은 가정의 

시어머니나 대가구의 남성 원로 구성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Thaddeus, 1994).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 본인에 대한 안전한 

분만에 대한 인식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위계가 높은 연장자인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Sk 2019).  

   다만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지식적인 측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화적 신

념(cultural belief)이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관습의 측면이 있어서 단

지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변화하도

록 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접근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

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숙련된 분만 인력에 의한 분만 및 의료시설

에서의 분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되어 추진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사회

문화적 접근이 중요할 수 있다(Sk 2019, Save the Children 2013). 

 

3.3.3. 도로 및 기반인프라적 접근

   기존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접근은 대부분 의료적인 접근 위주로 의료서

비스 시설의 수를 늘리거나 앰뷸런스 기반의 응급 환자 이송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이러한 보건의료 중심의 접근과는 별개로 



- 34 -

열악한 도로와 운송여건 등의 기반인프라 환경의 제약이 모성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기초 보건의료시설이 겪고 있는 

전기와 식수환경과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응급한 상황에서 모성사망을 낮

추려는 시도에 접근성의 어려움을 크게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Essendi, 2015).  

   특히 기초적인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와 지역사회기반 보건체계를 

잘 구축한 가나의 경우에도 교통과 운송여건의 어려움이 모성과 아동보건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에서 

도로 등의 기반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

아도 어려운 모성과 아동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Atuoye 2015).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시간에 안전한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75%까지 모성사망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단의 가용가능 여부 및 도로 기

반인프라의 유무 여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Julie Babinard 2006).9) 

   특히 주요 간선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이어

지는 지역 보조간선도로 및 지방도로망 등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존의 원조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들은 주로 주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

는 데에 집중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응급한 지역사회의 환자 이송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지역의 

9) 다만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도로의 상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접근성의 어

려움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인프라 자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더욱 열악한 도로 인프라 상황

에 대한 도농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상황이 열악한 도서 지역 및 농촌지역(rural area)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Julie Babinar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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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간선도로 및 지방도로망의 구축인데, 정작 이러한 상황은 주요 개발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보조 간선도로 및 지방도로망의 구축은 도서 지역의 발전 및 지역

사회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수익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부분은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원조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는 응급한 전원이 신속하게 되지 않아 모성의 사망이 높아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Atuoye, 2015). 최근 다양한 연구들에서 도로와 교통의 접근

성 증대가 가지고 오는 모성사망 감소에 대한 기여의 근거들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 증진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인프라 개발 차원에서의 도로 인프라 구축의 노력 등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Tanou, 2019).

   이와 함께 도로망의 구축 등에 있어서 지역 인구 및 커뮤니티의 분포 이외

에도 사회서비스 차원에서의 보건과 교육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증

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니즈 기반으로 지방도로망의 구축이 계획되고 

개선된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Kanuganti, 2017). 

이를 위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로 

등의 기반인프라 구축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접근 등이 제공될 수 있다

면 더욱 큰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Castro, 2020; Jalegar, 

2017).

3.3.4. 의료전달체계 기반 2차적 세 가지 지연모델 적용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을 기반하여 산과적 응급전원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지 긴급한 산과적 응급상황 가운데 전원과 신속한 의료서비

스의 제공 자체를 넘어서서 산과 의료서비스체계의 향상 및 응급전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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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referral system) 작동 과정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을 확장한 모성사망

의 2차적인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지연모델에서는 지역사회와 1차 보건의료시설의 차원

에서 개념이 형성되지만, 기초응급분만 서비스(BEmONC)만이 제공 가능한 1

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등에서 일반 분만의 과정을 거치다가 산모의 상태가 위

험한 경우 포괄적 응급분만 서비스(CEmONC)의 제공이 가능한 2차 의료기관

이자 상위의 1차적 전원시설(1st level referral facility)인 군 병원(District 

Hospital) 등으로 이동하여 제왕절개 등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과 군 병원 등의 1차적 전원시설인 병원 간에 전원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 지연, 전원하는 과정의 앰뷸런스 등의 보유 여부, 전원 

시 병원에 기본적인 제왕절개수술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연 등, 2차적인 

세 가지 지연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6. 보건의료전달체계 개념에서 모성사망의 이차적 세 가지 지연모델

(출처: Law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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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지역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기초응급분만 서비스(BEmONC)가 가능

한 1차 의료기관인 지역보건소 등의 시설로 연계하고, 이를 다시 복합적 응급

분만(CEmONC가 가능한 전원병원(referral hospital)인 군 병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체적인 돌봄의 연속선(Continuum of care)이 잘 연계되고 이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Lawn, 2009). 특히 각 단계에서 서비스

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계 요소를 이어가는 연결(linkage)이 

강화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주민 동원을 통한 접근이나 전원에 있어

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성생식 및 모성

과 신생아, 아동, 청소년 보건(RMNCAH)의 개념에서 강조되어온 돌봄의 연속

선의 개념으로서 첫 임신의 연령 지연(delayed age of first birth)을 통한 난

산의 예방 및 아동 영양 개선을 통한 모성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만 출산 직후 및 신생아의 케어에 있어서는 여전히 2차

적 및 3차적 예방의 개념에 있어서 조기 대응과 치료의 제공이 중요하다

(Law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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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응급 및 필수 수술치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Integrated Management 

for Emergency and Essential Surgical Care) 내용에 대한 한국어(조선어) 

및 몽골어 번역

(출처: Davis, 2018)

   최근 들어서는 복합적 응급분만(CEmONC)에서 갖추어야 할 수술적 역량

과 관련하여 필수응급 및 수술의료(EEMC, Essential Emergency and 

Surgical Care)의 개념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필수응급의료(Essential 

Emergency Care)와 필수수술의료(Essential Surgical Care)을 복합적으로 

제안하는 개념으로서, 재정적으로나 인적 역량 측면에서나 의료자원 상황에 

있어 여건이 열악한 중저소득국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응급의료와 

수술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말한다(Spiegel, 2013). 

   특히 산과적 제왕절개수술(Cesarean surgery)의 경우 필요한 수술적 술기

(surgical skill)와 수술과 관련한 장비와 용품 및 마취기기(anesthesia 

machine)와 마취인력이 필요한 측면에 있어서 필수 수술의료의 개념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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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bdullah, 2011) 이는 일반적인 1

차 의료 기반의 외래서비스 및 일반분만(EmONC)의 서비스를 넘어 특히 고위

험 임신 상황에서 제왕절개수술 등의 수술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 술기(surgical procedure)에 대한 교육 

및 최소한의 필수의료장비의 지원과 의료인력의 확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등의 중저소득국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

다(Davi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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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4.1. 수술적 응급전원 개념적 틀의 차용

   기존의 모자보건 사업에서 산과적 응급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송수단을 확보하고 응급이송을 수행하는 이슈를 넘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기반 환경적 요인이나 산과적 응급의료 서비스 구현의 어

려움 등 다양한 요소들 있다. 따라서 다각적 차원에서 유발되는 산과적 응급

전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인 수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수

술적 응급전원(surgical referral)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8. 수술적 응급전원 분석의 개념적 틀 (출처: Pittalis 2019)

   Pittalis C,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중저소득국에서의 수술적 응급전원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수술적 응급전원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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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주요 요인들로는 수술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기반환경적 요소

(environmental factors)’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요소(health system factor)’ 

및 ‘보건의료시설 요소(health facility factors)’의 세 가지 영역의 요소들이 

제안되었으며 각 요소별로 세부적 항목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요소들에 대한 노력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원 과정(referral 

process)의 기능적 성과 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세부영역으로서 전원의 유형

(referral pattern)과 적절성(appropriatenss), 적시성(timeliness)과 질적 측면

(quality)의 네 가지 영역이 제안되었다. 이들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향상 정도

를 통해 수술적 응급전원의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적 응급전원에 영향을 끼치는 개별적인 영역 요소를 살펴보면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에 있어서 수술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이고 물리적

인 접근성과 함께 재정적인 자원과 여건, 사회문화적 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

다. 가구의 재정적인 자원과 여건에 있어서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신속한 

응급전원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금전적 차원에서 접근성의 어려움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차원이 초래하는 어려움으로는 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과 함께 의료서비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요소는 사회문화적 혹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응급전원으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분

은 전원의 시급성이 높고 여성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우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에 자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술적 응급전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가운데 보건의료 체계 요소(health 

system factor)에는 보건의료체계 구조, 국가적인 응급전원 프로토콜의 내용

과 구성,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성과 평가체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

술적 응급전원에 있어서 전원의 방식을 제안하는 국가적 응급전원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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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응급전원의 성과에 관한 평가체계의 등이 접근성의 보건의료 체계적 요소

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

어 1차 의료 시설이면서 산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와 일반 분만을 담당

하는 보건소, 그리고 제왕절개수술을 담당하는 군 병원 등을 걸친 보건의료서

비스 체계 구조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 단계의 의료시설들 간의 

의료전달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나아가 전

원의 과정에 있어서 임상적인 케어의 질적 측면이 잘 관리되어야 하는 산과적 

응급전원도 매우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수술적 응급전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보건의료시설 요소

(health facility factors)로는 물리적 자원(physical resource)과 함께 인적자

원(human resource) 및 다른 의료시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조율 여

부 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 요소 중 하나로는 전원 시 다른 의료시설과

의 응급전원에 대한 소통과 조율(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이 있다. 

응급전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의료용품 보유 여부로는 수술 장비와 진

단 도구 및 소모품과 물리적 시설 인프라의 여건 등이 있다. 인적자원의 측면

에서는 보건의료 시설에 보유된 의료 인력의 수와 이들의 임상적 역량이 포함

된다. 

   물리적 및 인적 자원의 요소에 있어서 수술적 응급전원에 대한 영향으로는 

전원을 가는 시설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으나 전원을 보내는 의료시설의 의

료기기 보유 현황이 응급전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요인들은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전원 이후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의 여건으로서 보건소 등 시설에서 일

반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물품과 기자재의 보유 현황 

및 의료 인력의 역량은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병원 차원에서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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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와 수술방 등의 시설 여건과 함께 산후출혈 등의 상황에서 수혈을 제공

할 수 있는 혈액냉장 보관설비 또한 중요하다.

   보건의료시설 요소에 있어서는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 이외에도 다른 의

료시설과의 소통과 응급전원에 있어서의 조율이 수술적 응급전원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수술적 응급전원의 과정에 있어 환자가 전원이 되는 동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원 체계가 잘 조직되어 구조화되어 있지 않

거나 전원 과정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

원이 되는 환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소통의 이슈, 응급전원을 시행하

려고 하는 경우 전원을 보내는 의료시설의 앰뷸런스 운전자 등과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원을 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은 

특히 갑작스러운 진통이 발생하거나 하혈 등의 응급 위기상황이 동반될 수 있

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수술적 응급전원 분석의 개념적 틀로서 제안된 요소들과 세부 내용들은 산

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도 전원의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여기서 수술적 응급전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보건의료적, 보건의료 

시설적 요소들의 내용들을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용하

기 위한 과정에서 다각적인 차원의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응급전원

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여건의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산과

적 응급전원의 성과를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전원의 경향성과 적절성, 적시성

과 질적 요인(patterns, appropriateness, timeliness, quality) 등 네 가지 차

원의 성과 향상에 관한 개념을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성과를 다차원적

으로 파악하는 틀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ittal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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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정책 프레임워크 소개

   수술적 응급전원 분석의 개념적 틀과는 다른 차원에서 Agyepong 등은 산

과적 응급전원체계의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Agyepong은 산과적 응급전원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요소

(health system factors)와 기반여건 요소(contextual factors)가 영향을 주는 

가운데 산과적 응급전원 중재 서비스(Emergency Obstetric Referral 

Intervention)가 역할을 하게 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모자보건 분야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 집행과 관련하여 제안된 

개념으로, 모성 및 아동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만은 한계가 있기에 보건의

료체계 요소와 기반여건 요소들에 함께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gyepong은 이를 산과적 응급전원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과적 응급전

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건의료 체계적 요소와 기반여

건 요소에 대한 접근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산과적 응급전원 성과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산과적 응급전원 프로그램 시행

의 궁극인 성과로서 산모 전원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전원 시의 상태가 향상되

도록 하는 가운데 산모의 분만과 관련한 질병이환과 사망이 감소하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Agyepong, 2017).

   본 모델에서는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요소(Health system factors)가 제안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인력에 대한 

요인과 함께 재정적 운영방안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특

히 인력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의료인력의 역량과 분포 및 충분한 수의 인력 

확보 여부가 제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 인력이 의료서비스 체계의 각 단

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양적 인력증대가 아닌 

분만 인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력의 적정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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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동기부여 및 역할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

에 있어 성과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 고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정적 

요소에 있어 안정적인 보건의료 재정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수 모성보건 

서비스의 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9. 산과적 응급전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모델

(출처: Agyepong, 2017)

   산과적 응급전원의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기반여건 요소

(contextual factors)에는 도로와 도로보안(road security) 요소와 함께 산과

서비스에 대한 가정단위에서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지연요인(socio-cultural 

& economic causes of delay at home)을 기반으로 한 요소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도로 및 도로보안 요소는 보건의료적 접근만을 가지고

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소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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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동원이 선결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문화적 요소에 있어서는 임산부의 산과적 응급전원에 대한 니즈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며, 여성 청소년들과 어머

니들에 대한 교육 제공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가정 내 여성의 목소리를 강

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노력을 통해 이들의 요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지연을 해소

하기 위해 개별 가구소득의 증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환경 요소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단지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운영만이 아니

라, 산과적 응급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여건 변화가 함께 나

타난다면 산과적 응급전원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모델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국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및 집행(Policy and Program Decision Making & Implementation)의 과정

에서 표준화된 기준과 방식이 마련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인력의 배치와 역할, 응급전원의 방식, 전원 대상과 전원 기관에 

대한 규정, 응급전원에 필요한 장비와 앰뷸런스 차량의 형태 제안 등에 있어

서의 의사결정 및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이처럼 산과적 응급전원 향상을 포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모의 적시 전원과 전원 후 도착 시 산모 상태의 향상을 통해, 적기에 양질

의 안전한 응급산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분만과 관련한 산모의 질병

이환(morbidity)과 사망(mortality) 감소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기반여건의 증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과적 응급전원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원

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잘 반영하여 기준과 방식

을 제안하고 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측면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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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Agyepong, 2017). 나아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

는 가운데 정책의 집행 과정을 잘 연계해 가면서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도 기

여하며 기반 환경적 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성과 

신생아 아동보건(MNCH)에 관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율하며 진행

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4.3.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정책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문제점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본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

펴보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에서 각 단

계의 지연의 상황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번째 지연

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지연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송수단의 제공과 응

급한 산과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벗어나는 다각적인 접근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응급전원체계 자체적 측면에 있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산과

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반환경

적 요소, 보건의료 체계적 요소, 보건의료 시설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Agyepong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 체

계적인 요소와 기반여건의 요소를 개선하는 가운데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정책적인 차원과 집행단계의 차원에서 잘 구현되도록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중저소득국들의 상황에서 다차원적인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는 

것은 현장에서 잘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대로 통상적으로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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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여건 제공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위주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요소

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비용과 경제적 측면의 제한점, 응급전원체계의 운용상 어려움의 문

제, 산과적 응급대응의 의료서비스 체계 차원에서의 여건, 그리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준비 등의 개선의 노력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제안하고 추진해나

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산

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접근의 가능성을 실제로 구현된 사업의 사례에 대

한 분석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

화의 방안에 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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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존 프레임워크를 통한 가나 사업사례 분석

   중저소득국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구현 사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본 연구자가 사업의 기획과 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최근 5년간 진행이 된 ‘KOICA 가나 지역사회기반 모자

보건체계 강화사업(이하 CHPS+사업)’을 사례로 하여 모델이 제안하고 있는 

내용의 사업 성과와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제안되고 있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가나의 보건의료 체계의 현황 및 응급전원 관련 동향을 살

펴보고 CHPS+사업에서 적용한 응급전원체계의 모델이 된, 지속가능한 응급

전원 케어 체계인 SERC 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가나에서 진행된 

CHPS+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된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의 시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가나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산과적 응급전원 관련 동향

1.1 가나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가나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복합적 위계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

며 가나보건부 하에 3차 의료기관(Tertiary hostpial)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Academic hospital)이 있고 그 아래 주 단위(regional)와 군 단위(district) 

및 하위 군 단위(Sub-district)와 지역사회 보건구역(CHPS zone)으로 조직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자체와 가구, 가

정, 가장 하위단위인 개인 단위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가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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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청(GHS)이 주 단위, 군 단위, 하위 군단위 보건 행정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보건 체계인 지역보건 체계(CHPS, Community Health 

Planning and Service)까지도 담당하고 있다(GHS, 2018). 

   개별 주에서는 주 별로 주 보건청(RHD, Regional Health Directorate)이 

구성되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정 주의 주 보건청 산하에 개별 군 단위

와 하위 군 단위를 해당 주의 주 보건청이 관리하고 있다. 개별 군에서는 군 

보건국(DHO, District Health Office)이 구성되어 있어 해당 군(district)의 하

위군 단위의 지역사회 보건소(Community Health Center) 및 지역사회 보건

지소(CHPS Compound) 등을 관할하고 그 아래로는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사회보건요원(CHV)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해당 군 단위 보건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휘를 하고 있다. 다만 병원에 있어서는 가나보건청 소속으

로 주보건청(RHD)의 지시하에 감독받고 관리되고 있는 주립병원(Provincial 

hospital)이 주별로 있으며, 개별 군의 경우 여건이 허락하는 군에서는 군 병

원(district hospital)이 군 보건국(DHO)의 지도와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다

(Alhass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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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나 군단위 의료전원 및 지역보건 관리체계 

(출처: Agbenyo, 2017)

   하위 군 단위(Sub-district)의 보건소 아래에서는 지역사회단위

(Community level)에서 지역보건 크리닉(community health clinic)이나 보건

지소(CHPS compound)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지소(CHPS compound)의 

경우 많은 부분 예방적 활동 및 공중보건과 지역보건 증진의 활동을 하고 있

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임산부 관리 및 기초적인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서비스 

등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Eni Foundation, 

2017). 

   가나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복합적 응급분만(CEmONC)과 기초적 응급분만

(BEmONC)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 병원과 보건소 및 그 하위의 보건지소

(CHPS compound)는 군 단위의 유기적 전원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선 보건

지소(CHPS compound)에서는 지역사회의 산모에 대한 등록과 관리 및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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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함께 산후관리, 지역사회에서의 신생아와 아동보건 서비스 및 예방접

종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만이 필요한 경우엔 산모를 기초적 응급분만

(BEmONC) 시설인 보건소(health center)로 전원하고 있고 일반분만은 보건

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수술과 수혈 및 기타 병

원급 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차 전원병원(1st level 

referral hostpial)의 역할을 하는 군 병원에서 복합적 응급분만(CEmONC) 서

비스 시설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군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이나 고위험 산모의 분만을 마친 경우 보건소로 

보내지게 되며, 보건소에서는 산후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건지소(CHPS 

Compound)에서 기존에 산전관리를 했던 지역사회 간호사(CHN, Community 

Health Nurse)가 해당 산모에 대한 산후관리 및 후속 건강 관리를 시행하도

록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군 병원은 군 보건국과 함께 하위 군 단위의 보건소

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하위 단위의 보건지소

(CHPS compound)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

향 방향으로는 환자를 전원하는 체계로, 하향 방향으로는 지도감독을 하는 구

조로 군보건 의료체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하에서 산과

적 응급전원의 체계가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1.2 가나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 추진 동향

   가나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가지 유형의 지역사회 기반의 산과적 응급전원

체 시스템이 운용되어 왔다. CETS(Community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이라는 체계가 JICA에 의해 도입되어 추진되어 왔고, 이를 가톨릭계 

국제 NGO인 CRS (Catholic Relief Service)가 기존 모델을 변형하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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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응급전원사업 사례인 RHST(Rural Emergency Health Service and 

Transport) 사업이 추진되어 온 바 있다. 

1.2.1. 지역사회 응급전원 체계(CETS)

   ‘지역사회응급전원체계(CETS, Community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는 JICA에 의해 가나의 북서부 지역에서 도입된 응급전원체계로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 응급전원체계이다. 이 체계에서는 따로 앰뷸런스 등의 외부에서 제공되

는 운송수단이 제공되지는 않고 지역사회 주민 중에 오토바이나 차량 등을 소

유하고 있는 이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를 위해 마

을 보건위원회(Community Health Management Committee)의 위원장이 사

전에 자원한 운송수단 소유자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지역사회에 

응급한 산모 전원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운송수단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 전

원 이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이다. 운송시의 필요한 유류비용에 있어서

는 사전에 주민들이 모금해놓은 지역사회기금(community fund)를 통해 제공

하도록 하는 체계이다(JICA, 2010). 

   CETS 방식의 장점은 앰뷸런스 차량 등이 외부에서 제공되거나 유류비용 

등을 외부에서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며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으로 운영체계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다만 응급전원만을 위해 지정된 운송수

단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에 오토바이나 차량 소유자가 없는 경우 등

이 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오토바

이나 차량의 개인 소유자들에게 의지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들의 협조가 어렵

거나 이러한 차량의 소유자들이 다른 개인 용무 등으로 역할을 하기 힘든 상

황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JIC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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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본 시스템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최대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

는 지역사회 참여형의 지역사회기반 응급전원체계(Community based 

emergency referral system)의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체계이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최대한 지역사회 스스로의 재원과 자원,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즉, 최대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되는 

체계로서 비용적으로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도, 지속가능

성을 매우 높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2.2. 농촌응급보건이송체계 (REST)

   현재 CRS(Catholic Relief Service) 가나 지부는 가나의 북동부 지역에서 

JICA의 CETS의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로서 ‘농촌응

급보건이송체계 (REST, Rural Emergency Health Service and Transport)’

라는 명칭으로 응급전원체계 운용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CRS의 

모델의 대부분 요소에 있어서 JICA가 도입한 CETS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접근을 취한다(CRS, 2014).

   이 응급전원 모델은 CRS가 가나에서 진행한 Encouraging Positive 

Practices for Improving Child Survival (EPPICS) 프로젝트라는 사업의 요

소로서 추진되었던 내용이다. 본 사업은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 요소를 해

소하기 위한 포괄적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REST는 2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된 노력의 일환이다. 지원되는 요소로는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요

소에 해당하는 전 요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차 지연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분만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10), 2차 지연 해소를 위한 응급

10) CRS는 지난 15년간 가나에 모자보건과 관련된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주로 CHPS를 중심으



- 55 -

전원체계 강화, 3차 지연 해소를 위한 모성보건 관련 교육 훈련 및 의료 기자

재의 제공, 보건의료시설의 식수 위생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해왔다

(CRS, 2014).

그림 11. REST 도입 및 적용과정

(출처: CRS, 2014)

   CRS의 REST 모델은 JICA의 CETS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앰뷸런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개조된 3륜 오토바이 차량 형태의 오토바이 앰뷸

런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응급전원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시설에서 거리가 먼 커뮤니티에 3륜 오토바이 앰뷸런스 75

대를 배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체계인 CETS(Community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을 지역 주민

에게 교육훈련으로 제공해왔다. 여전히 CRS의 REST 모델에서는 오토바이 앰

뷸런스를 보건의료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배치하고, 좀 더 명확히 지역사회

가 스스로 관리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이 직접 운영 인력이 되어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지역사회 기반으로 

로 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 2014년도부터는 기존의 북부주와 북동부주를 포함한 가나의 

북부지역에 10개 군, 400개 커뮤니티에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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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다(CRS, 2014).

1.2.3. 지속가능응급전원케어 (SERC) 모델       

   가나 CHPS+사업에서는 응급전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SERC의 모

델을 차용하였는데, SERC의 모델은 가나에서 연구사업으로 컬럼비아대학에 

의해 진행된 운영연구(operational research) 사업인 GEHIP 프로그램에서 시

도되어 검증이 된 바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응급전원체계 개념이며, 이를 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차용된 ‘지속가능 

응급전원 케어(SERC, Sustainable  Emergency Referral Care) 모델’은 미국

의 도리스 듀크재단(DDCF, Dorris Duke Charitable Foundation)의 지원으로 

컬럼비아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가나보건청(GHS)에서 추진해온 지역보건의료체

계 강화사업인 GEHIP(Ghana Essential Health Intervention Program)의 일

환으로 진행되었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적용 시범사업이었다. GEHIP 사업은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과 가나보건청 및 가나보건청 산하 나브롱고보건연구소

(NHRC, Navrongo Health Research Center)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SERC 응급전원모델의 기본적 접근은 지역사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

게 응급전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적은 비용으로 지

속가능한 응급전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목표로 개조된 3륜 오토바이 앰뷸런

스를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 및 전원

이 되는 의료시설의 응급전원 대응 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었다

(Pate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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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나 SERC 오토바이 앰뷸런스

(출처: Patel, 2016)

   가나에서 개조된 3륜 오토바이 차량은 이미 모토킹(motorking)이라는 이

름으로 불리면서 운송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낮은 구매비용과 함께 부

품 등의 확보가 수월하고 특히 농촌 등의 도서 지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

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운송 수단이었다. 따라서 지역에서 쉽게 확보가 가능

하고 현지 지역민들에게 이미 친숙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부품의 확보 및 수

리 등에 있어서 용이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장거리 환자 이송에 있어서는 차

량 앰뷸런스 가 이용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및 군 병원까지의 단

거리 이송에 있어서,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진입로가 좁은 시골 마을 

지역 도로에서 오토바이 형태의 차량이 적절하였다(Patel, 2016). 

   SERC 모델의 응급전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 SERC 모

델을 통해 전원되는 산모나 환자의 평균 전원 이송시간이 감소되는 등의 성과

를 나타냈다. 더욱이 SERC 프로그램 도입 후 SERC 도입 지역과 비교대조지

역 간 전원이 되는 의료시설 차이에 있어 진행된 비교대조군 연구를 보면, 

SERC 도임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산모의 응급한 전원 상황 시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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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health center)로의 이송은 확연히 적은 반면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군 병원(district hospital)으로의 전원이 증가된 결과를 보여준다(Patel, 

2016). 또한 SERC 모델의 응급전원체계는 지역주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사회 주민 운전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기존의 CETS와 REST 모델과 SERC 모델의 비교표

　
지역사회응급전원체계

(CETS) 

농촌응급보건이송체계

(REST)

지속가능응급전원케어

(SERC)

앰뷸런스 차량의 

제공여부

지역주민들이 소유한 

기존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활용

3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제공

3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제공

앰뷸런스 차량의 

배치 장소
해당없음 지역사회 보건지소

앰뷸런스 

운전인력

지역주민 중 

차량/오토바이 소유자
지역 주민

보건지소 

지역사회간호사 및 

지역주민 

응급전원체계의 

관리운영주체

지역사회 

(CETSs위원회)

지역사회 

(CETSs위원회)

보건지소 및 지역사회 

(CHMC)

앰뷸런스 차량 

관리

차량/오토바이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으로 앰뷸런스 

운영 관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으로 앰뷸런스 

운영 관리

응급전원체계 

운영비용 조달

지역사회기금 

(community fund)

지역사회기금 

(community fund) 

지역사회기금 

(community fund) 

지역보건당국과의 

연계

지역보건체계와 

연계되어 운영

지역사회 자체적인 

운영

지역보건체계와 

연계되어 운영

전원대상 

시설과의 연계 

조율

지역사회보건봉사자가 

조율

앰뷸런스 운전인력이 

조율

동행하는 보건지소를 

인력을 통해 전원시 

전원대상 시설과의 

연계 조율

전원시 의료인력 

동행여부
없음 없음

보건지소 간호사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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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응급전원체계

(CETS) 

농촌응급보건이송체계

(REST)

지속가능응급전원케어

(SERC)

연계된 

모자보건사업

Project for the 

Scaling up of CHPS 

Implementation in the 

Upper West Region

Encouraging 

Positive Practices 

for Improving Child 

Survival (EPPICS)

가나 CHPS 기반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해당 모델의 장점

l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하며 

지속가능한 구조

l 지역사회보건위원회

와는 별개로 

응급전원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운영

l CETS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산과적 응급전원에 

용이한 형태의 

오토바이 앰뷸런스 

차량이 제공됨

l 오토바이 앰뷸런스 

차량은 지역사회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접근성에 용이

l 산과적 응급전원에 

용이한 형태의 

오토바이 앰뷸런스 

차량이 제공됨

l 지역사회보건위원

회가 응급전원체계 

관리운영에도 

역할을 함

l 지역보건의료시설

과 좀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전원이 

이루어지게 됨

해당 모델의 장점

l 개인의 민간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산과적 

응급전원에 최적의 

형태가 아닐 수 

있음

l 지역보건의료 

당국에서의 관리는 

취약할 수 있는 

구조

l 전원시 동행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없는 점은 전원 

조율 등에 있어 

취약할 수 있음

l 지역보건의료 

당국에서의 관리는 

취약할 수 있는 

구조

l 전원시 동행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없는 점은 전원 

조율 등에 있어 

취약할 수 있음

l 비용적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CETS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을 수 

있음. 

l 지역사회와 

마을에서의 

앰뷸런스에 대한 

접근서잉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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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C 모델은 기존에 가나에서 JICA에 의해 추진되었던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전원체계 사례인 CETS 모델, 그리고 CETS를 기반으로 하되 이를 변형

하여 적용되어 CRS에 의해 추진되었던 응급전원체계인 REST에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은 세 가지 모델이 모두 지역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특

히 응급전원체계의 비용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동원하여 확보한 지역

사회기금(community fund)의 개념을 활용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적 성격

과 함께 외부의 지원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보건체계와 연계된 응급전원체계의 측

면과 응급전원체계 이외의 연계된 모자보건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운영되

고 있었던 측면 등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앰뷸런스 차량의 제공 여부와 배치 장소 및 차량의 관리, 응급전원체계의 

관리운영 주체, 전원대상 시설과의 연계 조율 방식, 전원시 의료인력 동행 여

부 등에 있어서 세 모델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 가운데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ETS 모델의 경우 제공되는 앰뷸런스 차

량은 없으나 전적으로 지역사회 스스로 주민들이 소유한 차량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저렴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 차량이 항상 확보될 수 있을지가 문제일 수 있으며 차량의 형태가 

상태가 열악한 산모에 있어서 최적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 CETS에 비해 

REST 모델에서는 3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서 산과적 응급전원에 용이한 형태의 차량이 제공되는 장점이 있다. 여기

에 지역사회에 앰뷸런스 차량이 배치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에선 차량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지역보건의료 당국에서의 앰뷸

런스 차량에 대한 관리의 개입은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CETS와 REST모델 모두 응급전원의 과정에서 전원대상 시설과의 연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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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보건 봉사자가 조율을 하거나 앰뷸런스 운전인력

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원대상 시설과의 전원 조율에 있

어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원시에 의료인력이 동행하지 않

는 형태이다보니 전원 과정에서의 조율이나 응급전원을 위한 이송 상황에서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나

아가 CETS와 REST 모델 모두 지역사회 응급전원위원회(CETS 위원회)가 따

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사회 보건위원회와는 별개

로 운영 주체가 만들어져야 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수고가 수반되는 점이 

있다. 

   SERC의 경우 기존의 CETS와 REST모델의 장점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산과적 응급전원에 용이한 형태의 앰뷸런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가까이 위치한 보건지소에 앰뷸런스가 배치가 되면서 앰뷸런스 유지

관리를 비롯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운영에 함께하게 되는 점은, 안정적인 

운영관리 주체가 확보되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보

건 의료시설과 좀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응급전원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기

도 하다. 나아가 SERC 모델은 보건의료인력이 전원에 동행하기에 전원과정에

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고 전원을 하려는 상위 의료시설과의 전

원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응급전원을 위한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지역사회 보

건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보건위원회(CHMC, Community 

Health Managment Committee)가 있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

건체계와 일원화되어 관리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앰뷸

런스 차량 자체가 확보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점과 차량의 확보와 함께 유지보

수에 있어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

다. 또한 앰뷸런스 차량이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점은 마을과 지역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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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에 CETS와 REST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긍정

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산과적 응급전원에 적절한 앰뷸런스 차량을 제공

하는 가운데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지역사회의 공동의 관리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건의료인력이 동행하여 산과적 응급전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있어서 SERC가 기존에 모델에 비해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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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나 모자보건사업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 추진사례

2.1 가나 지역사회기반 모자보건사업(CHPS+사업) 사례소개 

   가나 지역사회기반 모자보건사업(이하 CHPS+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 의하여 가나에 공적개발 원조사업으로 진행되게 된 지역사회기반

의 1차 보건의료 체계 강화사업으로서 가나의 모성과 아동보건 증진 및 사망

률 감소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9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었다. 해

당 사업은 가나의 Upper East 주에서 150만 명의 인구가 분포한 지역의 13

개 군(district)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가나의 지역보건 의료체계인 

CHPS(Community Health Planning and Service)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

역사회 기반의 1차 보건의료 및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림 13. CHPS+사업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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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PS+사업은 사업 달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사업 목표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CHPS 체계 하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기반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

해 마을보건 봉사자(CHV, Community Health Volunteer)와 지역사회 간호사

(CHO, Community Health Officer/CHN, Community Health Nurse)를 강화

하면서 지역사회에 마을 보건위원회(CHMC, Community Health Managment 

Committee)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보건지소와 보건소, 

군 병원에서의 모성, 신생아, 아동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 모자

보건 교육과 기자재 제공이 진행되었다. 셋째,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거

버넌스 및 리더십 교육과 함께 지역보건 정보체계 강화 및 오토바이 앰뷸런스

를 기반으로 한 응급전원체계 확산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해당 사업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사업의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4. CHPS+사업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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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을 통해 총 600여 명의 마을보건 봉사자들이 교육되었으며 200

여명의 지역사회 간호사, 120개 마을보건 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 

또한 120개의 보건지소와 48개의 보건소, 6개의 군 병원에 대한 조산사와 임

상간호사에 대한 인력 교육과 함께 모자보건 관련 기자재 지원이 제공되었다. 

또한 Upper East주 주 보건청과 소속 13개 군의 군 보건국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시행되었고 보건의료정보체계 강화를 위해 500여 기의 3G 통신 가능 

태블릿이 배포되어, 모든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실시간 3G 태블릿을 기반으

로 한 실시간 지역사회기반 정보보고 체계의 도입이 진행되었고, 응급전원체

계 도입을 위해서는 90여 대의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응급전원 취약지역에 제

공되었다.

2.2. 사업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세부 구성내용

   가나 CHPS+사업에서는 기존의 모자보건사업에서 특히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세 가지 지연모델을 기반으로 한 접근에 있어 산과적 응급전원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중 2차적 지연의 요소

인 접근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GEHIP 사업에서 적용되었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인 SERC 프로그램 모델에

서 활용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활용한 응급전원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모성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CHPS+사업

의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 개념에 기반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적용 

개념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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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 기반한 사업의 구성

문제 인식(3 delays) 본 사업 구성요소

Delay 3

(Delay in 

receiving 

adequate health 

care)

보건소 조산인력 역량 부족으로 인

하여 적기에 양질의 조산 서비스 제

공 못 함

2.1 보건인력의 모자보건 역량 

개선

보건소 조산 장비 및 필수 의약품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에 양질의 조

산 서비스 제공 못 함

2.2 보건시설의 개선

Delay 2

(Delay in 

reaching care)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 부족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지

속적인 관리 및 추적이 시행되고 있

지 않음

3.1 관리감독 및 거버넌스 강화

3.2 보건정보시스템 강화

가정에서 보건소까지 교통수단 부족

으로 보건소 산전관리, 조산 및 피

임 등의 서비스 이용 못 함

3.3 지역사회 응급전원체계 확대

Delay 1

(Delay in 

recognition and 

decision to seek 

care)

임산부 및 지역주민이 보건소 분만

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함

1.1 CHPS Zone 내 CHV 인력군

의 강화

1.2 CHMC의 재활성화

보건의료인력의 강압적인 태도, 보

건의료시설의 열악함으로 산모들이 

보건의료시설 방문을 꺼림

1.3 지역사회 동원을 위한 CHO 

임파워먼트

   가나 CHPS+사업은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이는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에 기반한 구성이다. 

모성사망 감소를 초래하는 1차적 지연(delay 1)과 2차적 지연(delay 2) 및 3

차적 지연(delay 3)요인들을 해소하고자 본사업의 구성요소들이 제안되었으

며,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구성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응급전원체계가 구성되

어 적용되었다. 2차적 지연의 해소를 위한 응급전원 강화 요소 자체 이외에도 

1차적 지연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활성화 요소 및 보건소에서의 산전관

리와 3차적 지연 해소를 위한 일반 분만(BEmONC) 및 병원에서의 복합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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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산과서비스(CEmONC)인 제왕절개수술 역량 강화 지원 또한 사업에 포함

되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2차적 지연요소인 산과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요소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를 통한 모성사망 감소를 

이루어내기 위한 모성사망의 1차적 지연과 3차적 지연의 측면의 요소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었다.  

그림 15. 제공된 오토바이 앰뷸런스

(출처: 연구자 촬영)

   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Upper East주 지역의 3개 군에서 시범

적으로 진행된 SERC 모델에서 제안한 운영모델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기존의 

사업에서 개발된 SERC 모델의 응급전원체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응급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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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SERC에서 진행한 오토

바이 앰뷸런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주민 중 오토바이 엠뷸라스 운전사의 지정, 

그리고 마을보건 위원회를 통한 지역보건기금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지역사회 

자체적인 유류비의 확보와 유지보수의 지원은 회전 지역보건기금으로 지역사

회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오토바이 앰뷸런스 및 

SERC 운영 체계의 지역사회에의 도입과 운영과정은 기존의 SERC에서 수행

한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차량은 외부에서 제공을 해주되 운영 방

안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나 CHPS+사업에서는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 

적용 방식이 지닌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SERC 모델 기반의 지속가

능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접근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SERC 모델에서 제안하는 내용 이외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들이 적용되

기도 하였다. 

   우선 CHPS+사업에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

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

하도록 지역사회 참여형 접근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SERC의 모델은 단지 이

송수단의 제공만이 아닌,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운영 체계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의 구축의 측면이 있으며, 

응급전원체계의 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지원과 운영의 참여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접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배치

는 지역사회기반 보건 프로그램의 중심인 보건지소(CHPS compound)에 배치

되어 지역사회 보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관리되도록 하였다. 특히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지역사회에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참여가 강조되었고 오

토바이 앰뷸런스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 응급전원체계의 도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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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추인(community endorsement) 과정이 강조되었다(Patel, 2016).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보건지소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해당 오토

바이 앰뷸런스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오토바이 앰뷸런스 운

영에 있어 지역사회 보건위원회(CHMC)가 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오

토바이 앰뷸런스가 제공될 때에는 이를 해당 보건지소와 해당 지역의 지역사

회보건위원회(CHMC)에 제공되도록 하며 보관과 기본 관리는 보건지소가 담

당하지만, 유지보수와 유류비의 확보는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보

건위원회(CHMC)를 중심으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오토바이 앰뷸런스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는 보건지소의 의료인력이 1~2명 지정됨과 함께, 지역사회 주

민 중 2인 정도가 사전에 선정되어 운영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지소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Awooner-Williams, 2014).

   더욱이 산과적 응급전원의 비용적 측면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해결하기 위

한 노력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운영재정 확보 및 관리의 접근이 적용되었는

데, 이를 위해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운영을 위한 회전 지역사회 기금

(Revolving community fund)이 마련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들의 소액의 금전 제공으로 일정 규모의 지역기금을 모아 오토바이 앰뷸런스

의 연료탱크가 1차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오토바이 앰뷸런스

를 활용하는 산모의 가족이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이용된 분량의 연료를 

채워놓도록 하여 필요한 양의 연료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다만 이를 이

용하는 지역주민이나 보호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필

요한 만큼의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UER RHD 관계자 인터뷰, 2020년 1월). 이 기금은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유

지보수를 위해서도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운전 인력의 제공

과 함께 운영비용의 마련에도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자원(community 

resource)이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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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모델이 운영되도록 하였다(Awooner-Williams, 2014).

   CHPS+사업에서 진행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SERC 모델

을 차용하는 데 추가적인 측면은 모성 사망의 세 가지 지연에 있어서 3차적 

지연의 요소와 관련이 크다. 이는 충분한 의료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지연이 

일어나 모성사망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전원이 되는 

의료시설의 응급 산모 및 환자의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임상적 역량의 강

화를 지원하는 것이다(Patel, 2016). 다만 이를 산과적 응급전원의 과정에서 

잘 연계되고 조율되어 제공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추진

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이를 위해 전원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시설의 

인력 가운데 기본적으로 일반분만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조산사 및 간호사 등

에 대한 안전분만(safe delivery) 교육 등이 시행이 되었고 이와 함께 응급으

로 전원된 환자에 대한 응급환자 분류평가 및 치료대응(ETAT, Emergency 

Triage Assessment and Treatment) 교육이 시행되었다(UER RHD 관계자 

인터뷰, 2020년 1월). 나아가 SERC를 통해 이루어진 응급전원에 있어서 고

위험임신 사례 등 제왕절개수술을 포함한 복합적 응급분만(CEmOC) 서비스가 

가능한 1차 전원병원(1st level referral hospital)인 군 병원(district 

hospital)으로 전원이 되도록 SERC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의미

가 있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오토바이 앰뷸런스에 동반하는 1

인의 의료인력과 운전자에게 모바일폰이 제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원되는 병

원에 응급전원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도록 하여 도착 예정인 보건소와 병원 

등이 전원되는 환자에 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구 하부수준(subdistrict level) 간에 환자의 응급전원 서비스를 위

한 연계를 강화하고 더욱 신속하게 적절하게 역량이 갖추어진 시설에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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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환자의 이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Patel, 2016).

   SERC 모델 기반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관련 가나 CHPS+사업에서 기존 

GEHIP 프로그램의 SERC 모델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KOICA CHPS+사

업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보건의료 시설들에 대한 산과적 서비스 역량강화 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배치되는 보건지소에 

대한 교육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UER 지역의 모든 48개 

보건소와 6개 군 병원에 대한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지원과 복합적 응

급분만(CEmONC)이 광범위하게 함께 이루어진 것이 기존의 지원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하게 마을보건 봉사자와 지

역사회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이들에 대한 활성화 지원, 마을보건위원회의 활

동 강화의 지원 등의 지역사회 참여기반의 구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부분 또

한 기존 SERC 프로그램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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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지원 평가결과

   본 사업을 통해 응급전원체계(SERC)를 추가 도입하면서 일부 평가가 이루

어졌으며, 응급전원체계(SERC)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양적인 평가와 질

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다만 응급전원체계(SERC) 프로그램과 오토

바이 앰뷸런스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이 일부 대조군으로 선정되어 비교평가를 

할 수 있었으며, SERC 앰뷸런스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제공했던 마을보

건 봉사자(CHV)에 대해 제공한 인센티브가 해당 지역에 제공되면서 응급전원

체계(SERC)가 도입된 지역 등이 구분되어 평가되었다. 

표 6. 응급전원체계(SERC)가 의료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및 의료시설 만족도

지표 전체
SERC 만 

제공

대조군

(No 

SERC)

답변자수 157 90 7

SERC가 

의료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영양이 약하거나 강하지 않음

(Neither Weak nor strong)

강함/조금 강함 

(Strong/Very strong)

아주 약함/약함 

(Very weak /Weak) 

 3.2

96.8

0.0

2.2

97.8

0.0

14.3

85.7

28.6

SERC로 

전원된 

의료시설이용 

만족도

불만족/매우 불만족

(Dissatisfied/Very Dissatisfied)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지 않음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만족/매우 만족

(Satisfied/Very Satisfied)

4.5

1.3

94.2

2.2

1.1

96.7

 14.3

14.3

71.6

 (출처: NHR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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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평가에 있어서 응급전원체계(SERC) 프로그램과 앰뷸런스 의 이용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전원체계(SERC)가 의료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응급전원

체계(SERC)로 진행된 의료시설 이용 만족도가 제안되었다. 여기에서 의료시

설 이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응급전원체계(SERC)가 있는 경우, 영향이 

강함 혹은 조금 강함이 85.7%인 대조군에 비해 응급전원체계(SERC) 프로그

램과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제공된 경우 96.8%로 나타났다. 응급전원체계

(SERC) 오토바이 앰뷸런스로 전원된 의료시설의 만족도의 경우 71.6%인 대

조군에 비해 응급전원체계(SERC) 프로그램과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제공된 지

역에서는 94.2%로 높은 만족도 경향을 나타내었다(NHRC, 2020).

  이와 함께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 오토바이 앰뷸런스 사용의 

목적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가운데 60.8%가 분만을 목

적으로 이용하였으며 23.4%는 다른 임신과 관련된 목적으로, 21.5%는 심각

한 5세 이하 아동의 질병에 대한 이유로, 9.4%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상황

으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9.4%는 다른 질병의 

이유로도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급전원

체계(SERC)의 오토바이 앰뷸런스는 분만을 위한 목적에 있어 주된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NHR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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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오토바이 앰뷸런스 이용의 목적

(출처: NHRC, 2020)

   추가적으로 전원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하위 의료시설의 전원 개시 

시간 및 상위 전원대상 시설에서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급전원체계(SERC) 앰뷸런스가 없는 경우 평균 전원 시간이 4.2시간이었으

나 응급전원체계(SERC)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도입된 지역에 있어서 응급전원

체계(SERC)만 있는 경우에는 평균 1.7시간, 마을보건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

브와 함께 응급전원체계(SERC)가 있는 경우엔 평균 1.1 시간의 이송시간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급전원체계(SERC)와 오토바이 앰뷸런

스의 유무가 전원 시간의 단축에 있어서는 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응급한 전원의 상황이 있는 경우 응급전원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NHR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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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응급전원 사례들의 평균 이송시간 기록 비교

   2021년 5월 최종적으로 시행된 가나 CHPS+사업의 종료 평가 설문조사에

서는 응급전원체계(SERC) 서비스가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37.7%로 보고되었

으며 총 설문조사 대상자 중 응급전원체계(SERC)를 이용한 이들은 6%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주위에 응급전원체계(SERC)를 이용한 이들을 아는 비율

은 10.4%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지역에서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

만율은 80.6%에서 92.8%로 늘어났으며 시설분만율은 79.5%에서 92.2%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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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급전원체계(SERC)가 의료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및 의료시설 만족도

자료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서베이대상 여성 수 (n) 7693 3130 4,694

SERC가 지역사회에 있는 비

율
28.7 37.7

개인적인 SERC 활용 경험 - 3.1 6

주위에 SERC 서비스를 이용

한 사람을 알고 있는 비율
- 4.7 10.4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 비율 
80.6 90.4 92.8

의료시설에서의 분만 비율 79.5 88.9 92.2

 (출처: NHRC, 2020)

   가나 CHPS+ 종료 전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질적 조사가 초점집단면담

(FGD) 및 심층면담(IDI)의 형태로도 진행이 되었다. 이 질적 조사에서는 산과

적 응급전원을 위한 SERC 서비스에 대한 면담도 진행이 되었으며, 대상자는 

산모와 지역주민, 보건의료인력, 지역 보건당국 관계자 등이었다. 면담 결과 

내용 중 지역사회에서 필요시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이용이 가능했고 지역사회

에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던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갖는

다는 내용 등이 다음과 같은 면담내용에서 증언되기도 하였다.  

“가나 CHPS+사업팀과 가나보건청은 우리에게 모토킹 앰뷸런스를 제공

해주었다. 누군가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산모가 갑자기 진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지역의 마을보건봉사자 중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모토킹 

앰뷸런스 기사와 연결을 통해 앰뷸런스가 우리 마을로 오게할 수 있었고 

아픈 이와 산모를 병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FGD, 임산부, Bongo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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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한 상황 시 우리는 이송수단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야 했는데  SERC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모토킹 앰뷸런스를 제공해주

어 응급전원의 상황에서 개인들의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읍소하며 구하

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FGD, 간호사, 

Bongo District)

“CHPS+사업은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환자들을 이송하면서, 환자이송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의무와 압박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 사업은 현재 산모의 이송이 더욱 수월하게 되도록 해주었

다.” (IDI, 군보건국 관계자, Bullisa South District) (FGD, 남성 주민 

KNW district)

   지역사회 주민들은 스스로 참여하였던 다양한 재원 동원 아이디어들을 제

안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시도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있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확보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마을 부족장(chief)과의 회의를 통해서 마을의 구성원이 매달 2쎄

디(한화 500원)을 기부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만약 현금이 없다면 곡식 

등의 현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보건위원회에서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GD, 남성 주민 KNW district)

마을 주민들은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오토바이 앰뷸런스 운영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이용한 경우 추후에 이

용한 거리만큼의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FGD, 간호사, Bongo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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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프레임워크 기반 가나 CHPS+사업 분석

   가나 CHPS+사업에서 시행한 산과적 응급전원 요소와 관련해서 좀 더 심

층적으로 산과적 응급전원 요소들이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역할을 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Agyefong 등이 제안한 산과적 응급

전원 강화모델의 틀을 차용하여 가나 CHPS+사업에서 추진된 산과적 응급전

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과적 응급

전원 강화모델에서 제안한 세부 영역별 사업 구성요소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아

래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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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이론 틀 기반 가나 CHPS+사업 분석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세부요소 가나 CHPS+사업 관련요소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 인력 (HR: Skills, 

distribution, number) 

• 조산사 및 간호사에 대한 안전한 

분만 교육

• 재정적 여건구성 (Financing 

arrangements) 

• 산전관리와 일반분만 및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are)

• 가나 CHPS+사업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와 의료장비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

기반환경요소 

(Contextual factors)

• 도로와 도로 보안 

  (Roads & roads security)
• 제공되는 부분 없음

• 가정에서의 지연에 대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소 

  (Socio-cultural & 

economic causes of delay 

at home) 

• 마을보건위원회와 

마을보건봉사자 기반 접근에 의한 

지역사회참여적 접근

• 응급전원을 위한 마을응급기금의 

역할

프로그램 중재 

(Intervention)

• 응급산과전원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 오토바이 앰뷸런스 및 

응급환자사례분류교육(ETAT) 

제공

정책과 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Policy and 

program decision 

making & 

implementation)

• 다양한 요소들 (Various 

factors) - 어떠한 사례를 

전원할 것인가, 언제 전원할 

것인가, 앰뷸런스는 있는가, 

전원노트는 있는가, 전원이 

간호사가 동행하는가, 등

• 오토바이 앰뷸런스 및 

응급환자사례분류교육(ETAT) 

제공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전원 후 도착시의 적시성과 

임상적 상태 (Timing and 

condition of arrival)

• 해당 없음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 관련 모성의 질병이환 

(Morbidity)과 사망 

(Mortality)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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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1) 인력 (HR: Skills, distribution, number)

   가나 CHPS+사업에서는 보건소와 병원의 조산사와 간호사 등의 인력의 준

비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분만과 관련하여 여

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관련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안전한 분만 교육 및 응급환자 

대응교육(ETAT, Emergency Triage Assessment and Treatment) 등이 도

움이 추가로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등의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 재정적 여건구성 (Financing arrangements): 

   본 사업에서 재정적 여건구성(financing arrangement)의 경우 분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나

의 국가 특성 상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측면이 매우 큰 도움이 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CHPS+사업 및 사업 내의 응급전원체계 사업 구

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향후 가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모에 있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업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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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are) 

   가나 CHPS+사업이 제공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역량에 대한 교육과 의

료장비 등의 지원은 서비스의 질적인 요소를 향상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전원에 특화하여 전원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상

황에 있어서 충분한 질적 수준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추가적인 투자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기반환경요소 (Contextual factors)

1) 도로와 도로보안 (road and road security)

   가나 CHPS+사업에서는 도로와 같은 기반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는 사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는 주어진 기반 환경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응급전원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반 여건으로서 도로 인프라(Road 

infrastructure)의 여건 구축이 사업 구성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인다. 기존

의 모델은 이러한 기반인프라 여건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로보안(road security)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가나의 CHPS+사업에서 

적용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내용에서 특정하여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다. 따

라서 향후 산과적 응급전원의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도로 교통 여건에

서 이동하는 개인과 산모의 안전을 위한 보안의 취약점 등이 보완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활용하고 여기에 보건

지소 소속 간호사 혹은 마을주민 출신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가운데 의료인력

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이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산모가 혼자서 혹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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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만 동행하여 스스로 상위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안전한 측면

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보안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2) 가정에서의 지연에 대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소 

   (Socio-cultural & economic causes of delay at home) 

   사회문화적 기준(Socio-cultural norm) 요소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참여

적인 접근 및 마을보건위원회와 마을보건 봉사자의 활동을 통해서 기반을 구

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내용은 사업 활동요소의 구성에 있

어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응급전원과 관련한 개별 가정의 경제적 여건 요인과 관련해서는 SERC 프

로그램의 구성 가운데 지역사회 보건기금(community health fund)을 구성하

도록 하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여건을 마련

하는 것은 해당 요소가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소액

의 지역사회 보건기금 마련을 넘어서는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접근의 

경우 본 사업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3. 산과적 응급전원 프로그램 중재(Intervention)

   가나 CHPS+사업에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제

공되었으며 안전한 분만 교육 및 응급환자 대응교육(ETAT, Emergency 

Triage Assessment and Treatment) 등이 제공되었다. 특히 산과적 응급전

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SERC 모델에서 적용하여 이용한 지역사회 

기반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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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책과 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Policy and program decision making & implementation)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에서는 정책과 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서 다양한 요소들 즉 어떠한 사례를 전원할 것인가, 언제 전원할 것인가, 전원

노트는 있는가, 전원에 간호사가 동행하는가 등이 고려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 CHPS+사업에서는 사업을 통해 응급 산과전원 사업 

프로그램 요소가 구현되면서 전원 사례와 전원시기의 결정, 전원 노트 기록과 

전원시 의료인력의 동행 관련 다양한 요소들이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었다. 

3.5. 사업의 성과요소

   가나 CHPS+사업에 있어서 전원의 적시적 상황(timing of arrival)과 전원

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condition of arrival)가 전체적인 사업을 통

한 요인과 응급전원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서 측정되기에 사업의 성

과요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송의 시간 및 

이송의 목적이 평가에 갖추어져 있긴 하다. 전원과 도착의 시점의 타이밍에 

대한 질적인 적절성의 측면과 전원이 이루어진 직후 도착한 산모의 도착시의 

임상적 상태가 파악되고 보완될 수 있는 방식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본 가나 

CHPS+사업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가나 CHPS+사업에서는 분만 관련 모성의 질병이환(morbidity)과 사

망 모성사망(maternal mortality)에 대한 결과가 따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에서의 모성사망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상

황이기에,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될 수 있다. 여전히 분만과 이송 이후의 상황

에 대한 질병 발생과 사망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기록되고 확인되지는 않

았던 점은 추후 개선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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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나사업 사례분석에 따른 기존 프레임워크 한계와 보완점 분석

4.1.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접근의 장점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은 단지 

응급전원 프로그램 자체만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적 여건과 기반환경 여건 등

에 대한 측면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기반여건의 인적요소와 재정적 요소, 서비스의 질 등을 파

악하고 기반여건에 있어서 도로여건과 전원의 지연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요

소 및 개별 가정의 경제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의 기본 

구조를 제안해 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업의 기획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목표설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성과관리 및 프로그램 평가적 측면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집행될 때 집중해

야 할 프로그램 결정 요인에 대한 확인 요소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정량화되어 제안되어야 할 요소들로, 전

원 후 도착시의 적시성과 임상적 상태와 등 객관적으로 파악되어 제안될 수 

있는 적절한 중기성과지표 요소와 궁극적인 최종 성과의 측정 대상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본 모델의 장점이다. 

4.2.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접근의 한계 및 보완 필요성

   현재 제안되고 있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모델은 보건의료 체계 요소 및 기

반여건 요소가 단순화되어 제안되고 있어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포괄적 차원에서의 구성 요소들이 모델에 포함되어 세부적 구성이 제안

되지 않았다. 특히 가나 CHPS+사업의 구성형태를 고려해 볼 떄 단지 인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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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재정적 여건, 서비스의 질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외에 다양한 보건의

료체계의 구성요소가 제안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반적 여건에 있어서도 

가나 CHPS+사업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도로적 기반 여건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전원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그 

외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반 여건적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제안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Agyepong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은 응급전원 서비스를 일종의 중재프로그

램의 하나로서 제안되고 있으며, 응급전원(emergeny referral) 자체가 이루어

지고 진행이 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응급전원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구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실

질적인 응급전원의 현장에서의 포괄적 프로그램 구현으로 제안되지는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제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단지 응급산

과적 ’전원’(emergency obstetric referral)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응급전

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모성사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과

적 응급전원 대응체계 구축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제안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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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제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및 현장사업 사례 연구에 기반하여 모성사망 감

소를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에서는 4인의 국제보건분야 전문

가와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시행하였으며 추가

적으로 2인의 국제보건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개별적인 심층면담 

인터뷰(IDI)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조사 과정을 통해 모자보건 현장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의 어려움을 좀 더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대한 증

언과 의견 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모성사망 감소

를 위한 현재의 응급전원체계의 문제와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과

적 응급전원체계강화 접근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확장하여 다루어야 할 

필수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의 이슈의 분석

1.1.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요소

1.1.1. 보건의료체계 요소

   응급전원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체계 기반 역량과 여건에 대한 많

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중저소득국들은 대다수 기초적인 일차 보건의료 체

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의료전달 체계가 갖추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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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 자체만으로도 응급전원체계 구축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전원체계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의 임산

부들이 분만 상황에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일차 보건의료체계 자

체를 갖추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다. 

   따라서 응급전원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의료체계 기반 구축에 대한 노

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보건의료 체

계의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1차 의료시설에서의 응급전원

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의료적 상황에 적절하게 응급전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응급전원이 이루어지도록 하

며 적기에 응급전원을 할 수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역량이 1차 

의료시설의 인력에게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weku, 2020).

“산모가 막상 출산에 임박해서 보건소에 가도록 전원을 했는데 보건소에

서 이들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인력이 없던가 의약품이 없던가 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보건소 인력들이 이들을 빨리 봐주지 않는 경우, 친절도

가 떨어지면서 함부로 산모와 보호자를 대하면서 산모의 존엄성을 존중

하지 않는 부분 등 산모 친화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

어서 지역사회보건요원들이 자괴감이 들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

었다.” (FGI 면담자 2)

   이와 함께 1차 의료시설에서 군 병원 등의 1차 전원시설로 응급전원을 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산과적 응급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잘 기록하여 상위 시설에 전원을 하도록 하는 기록의 작성 및 전원 체계

의 마련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여건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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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또한 1차 전원시설인 군 병원 등에 있어서도 응급한 상황에서 임

신한 산모를 받거나 하는 경우 산모나 환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신속하게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Patel, 2016).

   이외에도 지역보건의료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더십과 거버넌스적

인 측면에서의 해당 지역 보건당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나 모자보건 서비스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지

역보건당국 및 해당 국가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체적인 모자보건 사

업의 접근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들의 역량의 강화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

하다.” (FGI 면담자 4) 

1.1.2. 초동 대응에 있어서의 환자 분류와 의료인력 역량의 제약 

            

   응급전원의 상황에 있어서 전원을 하려는 보건의료 인력이 지닌 역량의 취

약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 이송 차량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환자

를 언제, 어느 의료 기관 시설로 이송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

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과적 응급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산모의 상태에 있어서 위중한 상황인지, 어느 시점에 응급한 전원을 결정해야 

할지를 환자의 증상과 상태, 위중의 정도를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지식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적절한 시점에 응급전원을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과다하게 전원을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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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분만의 상황이 

응급상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산모

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진통이 시작된 후 오랜동안 지속되고나서 지역 기

초보건의료시설로 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산모가 분만 예정일 2~3일 전에 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조산사가 진통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

이 되는 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또

한 조산사가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응급이 될 수도 있는 상항이 있는 경

우 조기에 상위 시설로 이송을 해서 필요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할 

결정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IDI 면담자 1)

   이와 함께 전원 시설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적인 1차 의료시설에서

의 일반 분만 여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왕절개수술 등의 개복

이 필요하거나 출혈에 대한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어떠

한 수준과 종류의 상위 의료시설로 전원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또

한 중요하다. 다만 충분한 의료 경험과 진단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

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리

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산모의 상황 사례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도를 갖

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다거나 쌍태아의 임신 상황일 가능성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러한 

파악에 따른 전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산과적 응급전원 과정에서 산모의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산

모의 상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동 대응의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후출혈 등의 상황에서 옥시토신 제제를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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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분만 직후 산모의 상태에 대한 파악과 대응 및 필요시 최소한의 조치 등

에 있어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1.1.3. 응급전원시 의료 서비스 제약 

   의료기관에 응급으로 산모가 이송이 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전원

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급 처치 등의 시행 등에 있어서 체계가 잘 갖추

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나 양질의 응급 처치가 힘든 여건의 의료시설들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응급전원의 과정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조율하는 체계 등

이 부재한 경우들의 경우 효율적으로 응급전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Rajé 2018).

   이는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 중 세 번째 지연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

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 등의 1차 의료시설의 경우 옥시토신 등의 자궁수축

제와 함께 일반 분만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

다. 다만 이는 복합적 산과적 응급(CEmON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군 병

원(District hospital)의 시설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제안될 수 있다. 특히 

군 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술방 등의 공간과 함께 

수술이 제공될 수 있는 수술 관련 장비 및 마취와 관련한 장비, 이러한 수술

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인의 존재와 해당 의료인의 수술적 술기의 숙련도, 마

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취 관련 의료인력의 존재와 수술 관련 마취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력 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성사망에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산후출혈에 의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혈액을 제공할 수 있는 

혈액은행에 관한 기본 역량이 구축되는 것 또한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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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적 응급은 급성의 출혈이 많으며 응급으로 수혈이 되어야 하는 경

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응급으로 수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원에 갖

추어져 있느냐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술 여건의 확보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실 등과 함께 혈액 냉장보관 여건 등 혈액은행 체

계가 갖추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DI 면담자 2)

   수술에 있어서는 꼭 산부인과 의사 혹은 외과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일반의

의 소양에 더하여 기본적인 제왕절개수술 등에 있어서의 수술 술기의 숙지 및 

술기 수행의 숙련도 등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취에 있어서는 

마취과 전문의나 의사 등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마취를 제공하도록 하고 마

취 관련 기기 등을 다룰 수 있는 간호사, 혹은 마취전문/마취담당 간호사가 

제왕절개수술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시설이 이미 코로나 19 이전부터 기본적인 

수술적 역량과 여건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술적 역량이 임상의료인의 기초 술기교육과 함께 수술에 필요한 의료용품들

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의료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도서 지역에서의 

소규모 병원에서 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등의 전문화된 의료인력이 없는 상

황에서 기초적인 수술적 역량 및 마취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제

공될 수 있도록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현

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의사조무사(Physicial Assistance, PA)의 활용 방안

도 제안되고 있다. 

“병원 수준의 제왕절개수술의 제공에 있어서 꼭 산부인과전문의일 필요

는 없으며 군 병원급에서는 외과의사가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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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수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

다. 나아가 의사들만이 아니라 의사조무사(Physicial Assistance, PA)들

이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PA들

이 수술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새로 배치된 의사들 못지 않은 수

술 술기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새로 의사들이 배치된 경

우 PA들이 수술을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

며, PA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IDI 면

담자 1)

        

   나아가 보건의료 시설에서의 응급전원 이후의 모성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는 경우 서비스준비도(readiness) 및 의료서비스적 질적 수준(quality of 

the health care)의 차원에서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요소가 

독립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지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보

건의료 시설에서의 모성보건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지연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시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시설에 대

한 신뢰와 함께 산모만이 아니라 산모 가족들의 신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GI 면담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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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사회와 기반환경 요소

1.2.1. 지역사회기반 및 지역사회 주민 참여적 접근의 필요성

   임산부가 응급으로 전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 지역 의료기관에 의해 

임산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바탕으로 임신기의 산전 관리 시기 중에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통해 산모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분만으로 연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료체계의 역량 구축이 필요

할 수 있다. 필요시엔 이러한 접근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 접근의 방식

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지역사회 보건요원의 

역할 중 하나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25가구 담당하면서 임

산부 있는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증진의 

역할을 하고, 또한 긴급한 상황 시 산모의 응급전원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다.” (FGI 면담자 2)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단지 응급전원체계 구축 자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가능한 운영

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면담 조사 등에

서도 동일하게 진술되고 있는데, 즉, 지속가능성의 유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앰뷸런스 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사업이 

끝난 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니즈가 크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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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스스로 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게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보였는데, 해결해야 하는 접근에 있어서 방

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 (FGI 면담자 2)

   특히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기반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모성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것은 경제적 역량이 있느냐였다. 이와 함께 여성 등 의사결정을 하

는 주체가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다” 

(FGI 면담자 2)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요소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용성이 크다는 언급이 있었다.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접근을 할 때 단지 소득 증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해집

단들의 모임이 보통은 형식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 자

체도 중요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부녀회를 활성화해서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들 자체가 자존감 자신감 높아지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FGI 면담자 3)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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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건 분야 증진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는 보건과 관련된 지역사회 스스로의 자발적 조직구조가 구성되어 

역할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니즈와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제시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

로 보인다.

“모성보건의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보건위원회의 설립을 하여 활동하는 것을 지

원하였다. 이러한 보건위원회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조산사 파견

을 지역당국에 요구하거나 보건인력의 숙소가 지어지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지역정부

를 상대하는 스킬들을 가르쳐서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FGI 면담자 1) 

1.2.2. 재정적 접근성의 어려움

   중저소득국의 응급전원체계의 이슈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재정적 측면이 이슈가 있다. 다양한 차원의 응급전원체계를 앰뷸런스 

등의 교통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응급전원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이러한 응급전원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금전적 재원이 

부족하여 잘 운용되기가 힘든 상황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상황이 더욱 열

악한 도서 지역의 경우 앰뷸런스 운용을 위한 운전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용 

및 유류비용, 앰뷸런스 등의 차량 자체의 유지보수 비용 등이 확보가 되지 않

아 앰뷸런스 등의 차량이 외부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운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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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막상 긴급한 지역사회의 응급 산모 이송에 활용되지 않고 의료 기관 간

의 단순 환자 이송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유류 비용 등의 운

송유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산부나 산모들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결국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있다.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활용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지역사회에 따라

서 지역사회가 비용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비용 지불이 필수적인 경우

가 있었으며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 지불이 필수적인 경우 산모

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돈

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 등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FGI 

면담자 2)

   도서 지역의 지역 보건당국이 충분한 자체적인 보건행정 운영예산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과 정부 당국의 재원으로만은 이러한 응급전원체계

가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보건 재정의 상황이 대부분 열

악한 많은 중저소득국의 경우 국제사회나 원조 지원으로 외부에서 앰뷸런스 

등의 차량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이러한 차량에 대한 운용 비용이 

중앙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고가의 차량

이 지원되거나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차량의 고장 시 수리나 유지 보수 비용 

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운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

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차원의 택시나 버스 등 민간 이송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비용적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

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높은 운송 비용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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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재원이 극히 부족한 농촌 등 도서 지역에 있어서는 민간 이송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도 존재

한다(Babinard 2006).

   더욱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 자체가 열악한 경우 응급전원

에 대한 수요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응급전원을 하여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의지 자체가 취약해질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도 하다.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응급전원

체계를 운용하는 재정적 역량의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임산부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도 언급되고 있다.

“돈이 없는데 건강 등을 먼저 챙기거나 할 겨를이 없기도 다. 소득이 증

대되야 본인의 건강 증진 자체에 대한 요구도도 커지고 건강을 챙길 겨

를이 있고 건강에 대한 의지도 커질 수 있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건강

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FGI 면담자 3)

1.2.3. 응급전원을 위한 이송 수단의 제약

   응급전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우선적으로 이송

에 있어서의 이송수단의 제약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잠비아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76%의 여성이 보건의료시설

에 걸어서 이동을 해야 하며, 50%의 여성들은 두 시간 혹은 그 이상을 걸어

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Opoku-Fofie Isaac 2014).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의료시설에서 걸어서 2시간 이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경

우에는 71%가 보건의료시설에서 분만을 하였으나 그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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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건의료 시설에서의 분만 비율은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tekelenburg et al. 2004).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송 수단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있어서 제약이 큰 상황들이 많다(Rajé 

2018).

   이송수단이 확보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구급차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시골 지역의 열악한 도로 여건 속에서 사용되기 힘든 상황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사용되는 구급차의 경우 현지의 도로 

여건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SUV 형태의 구급차가 많은 경

우에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 환경이 여의치 않은 다양한 지역에서 응급전원을 

하기에는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 차량 혹은 SUV 기

반의 구급차의 경우 비용이 매우 비싸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많

은 수량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정규 직원으로서의 전담 운

전인력 등의 비용 감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배분을 하더라도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2차 지연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선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구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오토바이 앰뷸런스 등이 있더라도 이의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 되었다.“(FGI 면담자 2)  

1.2.4. 사회 기반인프라의 제약  

   이송수단 이외에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모성사망을 위한 응급전원체계 

증진을 위한 다분야적 접근과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통

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도로 및 인프라 구축 자체의 중요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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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의료분야 사업에서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개념에서만 접

근할것이 아니라, 우기 때 유실된 흙 도로를 건기가 되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도로 포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FGI 면담자 4)

“보통 보면 도로 작업을 하던 곳만 하는 경향이 크며, 사회적 기여와 역

할에 대한 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를 보건사업의 수

요와는 연결해서 보건 당국과 연계하는 노력이 없었고 보건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었다. 꼭 큰 돈

이 들어가는 도로 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도로를 보수하는 차원에

서의 노력이라도 연계할 수 있으면 보건사업에서 지역개발 및 지역인프

라 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개념에서 구조화된 노력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최소한 지역 도로 당국과의 소통의 노력을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담자 4)



- 100 -

2.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접근의 확장 필요 요소 분석 

   현재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과 관련하여 Agyepone에 의해 제안

되고 있는 모델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포괄

적인 방향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확장적 개념에서의 필요 요

소에 있어서는 보건 의료체계요소 및 환경기반요소, 그리고 응급전원 서비스 

중재적 접근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1.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 및 가능성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노력에서 의료적인 

접근이나 이송수단의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이 다각적으로 구성

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인터뷰 면담 등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고 특정 개별요소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또한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현황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성사망 감소를 낮추기 위한 사업 구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며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개인의 철학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다.“ (FGI 면담자 4)

   나아가 이러한 포괄적 접근에 있어서 보건 이외의 다양한 니즈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수요의 파악을 위한 접근으로서 현

지 지역의 상황의 파악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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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은 지역주민의 인식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교통

수단이 더욱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니즈와 우선순위는 지역의 현황 

파악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FGI 면담자 1)

   나아가 지역사회 개발 이외에도 교육의 이슈가 있는데, 교육이 가지고 있

는 중요성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특히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데 효과가 매우 컸으며, 이는 교육 자체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결정력이 높

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을 임파워할 수 있는 중요

한 접근으로서의 교육의 측면이 있었다.” (FGI 면담자 1)

 또한 응급전원의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

이 있다. 이와 함께 응급전원을 위한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응급전원을 결정하고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활용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지역사회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비용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비용 지불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었으며 방치되는 경우 있었다. 비용지불이 필수적인 경우 산모들이 의

사 결정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낮은 것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돈이 없거

나 남편이 없는 경우 등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FGI 면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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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수단 이외에 중요하게 제안된 것으로 응급 통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이를 통해 이동수단이 아닌 요소이나 2차 지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면담조사 결과 특히 야간에 분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욱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다. 

”응급전원을 위한 이동수단 이외에 2차 지연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야간에 응급전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리한데, 경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응급전원이 

어레인지가 되야 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FGI 면담자 2)

2.2. 다분야 연계적 접근의 필요성 및 가능성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구축의 다분야 접근의 예상 가능한 어

려움과 유의할 점으로서는 다양한 분야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의 어려움이 제

기되었다. 특히 개별적 분야의 노력은 잘 이루어지더라도 섹터 분야 사업 간

의 상호연계나 개별 분야 사업 수행자 간의 조율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지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사업 수행인력의 문제만이 아

니라 지방정부의 분야별 담당 부서들 차원에서도 상호간에 조율과 협력이 원

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또한 언급되었다. 

“베트남의 다분야 사업 참여 경험에 있어서 보건, 환경, 지역개발, 지방

정부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교육)의 요소들이 담겨 있었고, 본인은 보건

소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의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분야

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별적인 각자의 섹터 분야

의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절화된 모습이 강하게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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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사업을 하면서 지역 도로를 까는 

노력이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있었는데 보건소 인근에 도로가 깔리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건의료 시설 

접근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역개발사업 도로구축에서는 우선순위가 아

니었다. 또한 사업운영을 하는 주체 내애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심지

어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수원국 정부 

당국들 안에서의 조율도 쉽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 소관 부서들간에도 단

절이 심하고 소통이 잘 안되었다.” (면담자 3)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다분야 연계적 사업의 형성과 집행에서의 주안점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조사를 하면서 사업의 접근을 하였을 때 전체적인 모성

사망 감소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세부분야별 사업 추진

에 대한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언급되었다. 

“사전에 현황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장기적인 영향이 극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 관계수로 사업을 했는데 관계수로

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관계수로를 활용

해서 지역농업활동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

에서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다분야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어떠한 추가

적인 다분야적인 사업 요소를 포함하여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지, 어떠

한 내용의 사업이 분야별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잘 

현장의 상황이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면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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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이러한 다분야 차원에서의 접근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개

발원조 지원 기관 간에 상호 연계와 협력하에 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

견 또한 개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개발원조 지원 기관과의 연계 시 추

진 가능 방안이 언급되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필요 시 무상원조를 통한 사업을 EDCF 등의 차관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국가

적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필요

하면 무상사업의 유상원조와의 연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의 보건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 사업도 함께하는 가운데 접근성이 어려

운 지역에 다리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타 사업들과 연계되도록 하는 경

우 등을 볼 수 있다.” (면담자 1) 

   추가적으로는 일반적인 개발협력 분야의 NGO 차원에서는 도로 등 기초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다. 

”NGO들은 기간 인프라에 대한 노력을 담기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유가 많은데, 지역보건당국은 이게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 경우 도와주

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역의 예산계획 수립 회

의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으

며, 적극적으로 지역 정부 예산수립 회의 등에서 어드보커시 역할을 하

는 것이 한편으론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FGI 면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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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방안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한 면접인터뷰 및 가나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접근의 사례 분석

을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모델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필

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안되고 있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접

근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접근으로 구성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을 제

안하고자 한다. 추후 새로운 모델을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과거 시

행하였던 가나 사업의 경우에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전원체계의 강화방

안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추진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저소득국에서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 응급전원체계의 제안을 위

해서 Agyepong 등이 제안한 기존에 모델이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보건의료

체계 영역과 기반환경 영역의 요소들을 확장하여 더욱 포괄성 있게 제안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모델을 세분화하고 다차원적으로 확대하여 제안한다

면 좀 더 포괄적인 모델로서, 발전된 개념적 틀의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

전원 개념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 Factor) 요소를 보건의료체계 자체적인 요소와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시설적 요소로 개념을 확장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요소

(Contextual factors)의 경우 지역사회와 사회여건적 요소 및 인프라 등 기반 

여건적 요소로 확장해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모델에서 응급산과 전원의 개념으로 제안되었던 부분에 있어

서는 단지 산과적 응급전원 구현으로만 그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기

반요소들이 적절히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전원(emergency referral), 혹

은 산과적 응급전원(emergency obstetric referral)의 구현 자체에 있어서도 

서비스적 포괄성을 갖추어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과적 응급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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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obstetric referral)의 개념에서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으로 개념을 확장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기존에 단편적으로 제안되었던 응급산과 전원체계의 모

델을 개선·보완하여 보건의료 체계적인 요소와 기반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의 개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의 모델에 있어서 기존에 제안된 모델을 개선하여 더

욱 확장된 차원의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 강화의 접근은 <그림 17>

에서와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우선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에 기

여하는 요소로서 보건의료 체계요소(health system factor),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health service factor), 지역사회와 사회문화적 요소(community and 

social factor), 그리고 인프라적 요소(infrastructure factor)를 제안하고자 한

다. 여기에서 보건의료 체계 요소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 환경여

건 요소로서, 이는 Pittalis 등이 기존의 수술적 응급전원체계 분석의 개념적 

틀에서 제안된 요소들을 차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수술적 응급전원체계 분석

의 개념적 틀에서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보건의료시설 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의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는 단지 응급전원 

자체만이 아닌 응급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과적 응급전원대응(EORC,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에 영역의 세부 요소별로 기여하는 개

념을 제안하였다. 특히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의 과정적 지표(progress 

indicator) 개념에서의 성과 요소에 있어서는 Pittalis 등이 수술적 응급전원에

서 제안한 요소들을 차용하였다. 나아가 응급전원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물로

서 전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도착의 시의성(Timing of arrival) 및 도착시

의 상태(Condition of arrival)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응급전원대응의 궁극



- 107 -

적 결과물로서 모성건강성과 지표로서 산모의 분만 관련 질병이환(morbidity) 

및 모성사망(maternal mortality) 등을 제안하였다. 

   

3.1.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개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보건의료 체계요소(Health system factors)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

계(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보건의료 재정(health care financing), 

국가 전원 지침(national referral protocol), 전원 조율(care coordination)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여기에서 보건의료 전달체계(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는 응급전원이 이루어지는 의료전달 체계가 각기 다른 단계의 의료시

설 간에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이다. 이는 기존 Agyepong은 등

이 제안한 모델에 있어서 보건의료체계 요소를 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적 요소

와 서비스의 질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한 후, 다시 보건의료체계 요소를 산

과적 응급전원 요소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제안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소 등의 1차 의료기관

에서 1차적 전원시설(1st level referral facility)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

인 군 단위 병원(district hospital)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는,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Thorsen 2014). 이는 본 

논문의 문헌 조사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단지 지역사회와 보건의료시설 

간의 전원 관계에서만이 아닌, 산과적 응급전원 중에서도 일반분만을 제공하

는 시설과 제왕절개수술을 제공하는 군 병원 시설로까지 이어지는 2차적인 

세 가지 지연모델의 개념에 있어서도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Lawn, 2009). 가나 CHPS+사업에서도 단지 1차의료기관에서의 기초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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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분만서비스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와-보건소-군 병원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일반분만을 위한 기초적 응급분만

(BEmONC)과 및 제왕절개수술 서비스를 위한 복합적 응급분만(CEmONC) 서

비스를 연결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잘 활성화되어 있었던 점이 산과적 응급

전원의 성과 증진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재정(health care financing arrangement) 요소의 경우 

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측면을 다룬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임신과 분만과 관련한 서비스 비용

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재정체계의 구축 여부는 단지 이송의 비용적 

측면을 넘어서 보건의료체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헌에서도 좀 더 향상된 보건의료재정체계가 구축된 경우 응급

전원의 향상에 역할이 크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USAID, 2020). 가나 

CHPS+사업에서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의 고유한 국가건강보험 체

계가 구축되어 일반분만 관련 의료서비스 비용이 보장될 수 있던 점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었다. 다만 이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강

보험체계나 기타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경우 적어도 분만과 산전관리 등 의료

서비스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장해줄 수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국가 전원 지침(national referral protocol)의 경우 원활하게 응급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제안되고 있

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응급전원의 매뉴얼과 가이드가 

있는 경우 전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문헌에 있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인도 등에서의 연구에서도 산과적 응급전원의 지침

향상이 분만경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있기도 한 바, 산과적 응급전원체

계 강화의 접근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Nagavara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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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나 CHPS+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원지침은 없었으나 기

존의 연구사업에서 잘 정리되어 현장에 적용된 바 있었던 산과적 응급전원체

계 도입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원 조율(care coordination)의 경우 응급한 전원 사례가 발생한 경

우 의료시설 간에 가장 최적의 의료시설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전원 성과에 있어 질적 측면에

서나 적시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가나 CHPS+사

업에서도 어느 정도 구현되기도 했으며 가나에서 이루어진 다른 산과적 응급

전원 사례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Ofosu, 2021). 따라서 개선된 

산과적 응급전원 강화의 과정에 있어서 전원의 조율은 중요한 핵심요소로 구

성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보건의료서비스요소(Health service factor)

   두 번째 핵심요소 영역인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health service factor)인

데 이는 기존에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모델에 있어서 보건의

료체계 요소 중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요소로 단순하게 제안된 것

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의 물리적 자원(physical 

resource)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그리고 의료시설의 준비도(health facility readiness)로 확장하여 제

안한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물리적 자원(physical resource) 요소에 있어서 산과적 서비스

와 관련한 요소로서 일단은 분만이 이루어질 의료시설에 분만용품과 기기 및 

시설요소 등 물리적인 여건이 구축되는 것은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헌 조사에서도 제안되었던 바와 같이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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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원을 위한 분만성과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일반문만을 위

한 기초적 응급분만(BEmONC) 및 제왕절개수술 서비스를 위한 복합적 응급

분만(CEmONC)에서 갖추어져야 할 관련 기본적 구비요소로서 분만관력 용품

과 기자재 및 시설적 요소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다(Gabrysch, 2009). 

   또한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요소에 있어서는 적정한 교육을 이수

하고 숙련된 기초의료 인력으로서 조산사 혹은 조산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나 

의사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시설분만(facility delivery)을 하는 가운데 숙

련된 분만(skilled birth)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적 자원 요소에 있어 의료인력의 산과적 의료서비스에 역량 

측면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의 확보 여부 등이 해당되기

도 한다. 

   나아가 물리적 요소 및 인적 요소의 구성 여부 이외에도 모성보건 서비스

의 질적인(quality of care) 측면도 모성사망 감소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최근 들어서 단지 시설에서의 분만과 숙련된 인력의 

확보 여부 이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Roder-DeWan 2020). 이는 단

지 물리적이고 인적인 자원 요소의 확보 여부의 측면을 넘어서 전반적인 산과

적 응급전원의 서비스의 제공의 질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 요소가 확보된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분만서비스 자체에도 

해당이 되겠으나, 산과적 응급전원이 제공되는 전반에 걸친 과정에 있어서의 

응급전원 서비스 전반에 걸친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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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세 번째 핵심요소 영역인 지역 사회와 사회적 요소(community and social 

factor)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particpation)와 사회문화적 

기조(social norm)의 변화, 지연을 초래하는 경제적 요인(economic cause of 

delays at home)의 해소 등의 세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적 측면은 문헌 조사와 사례조사 심층 면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기존에 제안되었던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에서는 가정

에서의 지연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요소로서만 제안되었던 요소로서, 

새로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요소에 있어서는 응

급전원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역사회 기반의 1차 보건

의료의 체계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중

요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문헌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산과적 응급 사례 관리의 증진

에 있어 지역사회의 높은 자각과 자원의 동원을 통한 지지와 지원이 지속가능

하면서도 효과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해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Owang, 2012).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과적 응급전원이 

가능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도 가나의 사업사례와 심층면접 등에서도 주요하

게 제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기준(socio-cultural norm) 요소는 임신과 분만의 과

정에 있어 의료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여건

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료서비

스를 이용이나 의료시설에서의 분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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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되고 잘 이용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산과적 응급상황에 적극

적으로 응급전원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회문화적 기준븨 변화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모델

에서도 주요한 세부 요소로서 강조되었던 요소이며, 기본적으로 응급분만 서

비스 이용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요소이

기도 하다(Agyepong 2017; Geleto, 2018). 

   또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제적 요인(economic cause of delays at home) 

요소에 있어서는 개별 가정의 경제적인 제약 여건으로 인해 전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전원체계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해

당 요소의 경우도 기존의 모델에서도 제안되었던 요소이나 새롭게 제안되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모델에서는 독립적으로 강조되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제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도서 지역에 있어

서는 개별 가구의 소득 여건 상황 자체가 산과적 응급전원 서비스 이용의 결

정에 있어 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여 니즈와 중요성

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소득 증진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Agyepong 2017; Afari, 2014). 

3.4. 기반인프라 요소 (Infrastructural factor)

   네 번째 핵심요소 영역인 기반인프라 요소(infrastructural factor)는 기존

의 기반환경요소의 인프라적 요소를 학대하여 제안하는 요소로서, 지역사회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비하여 물리적인 사회기반 인프라 여건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는 도로 인프라 및 도로보안(Road infrastructure & road 

security), 이송을 위한 차량과 교통수단(Vehicle and transportation),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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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Communication and ICT) 요소들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응급전원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반 여건으로서 

도로 인프라(Road infrastructure)의 여건을 세부요소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기존의 모델에서도 다루어졌던 요소로서 지역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적 요

소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적 차원 이외에도 도로 이동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 보안(Road security) 개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이전의 모델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단지 극복의 

요소로서만이 아니라 도로 자체에 있어서 향상된 도로 인프라 기반을 향상하

는 접근을 강조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도로 건립을 넘어 산과적 

응급전원의 니즈와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지역 도로망 설계 등을 포함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abinard, 2006).

   이와 함께 응급전원에 있어서의 이송과정 자체를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도

록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차원과 형태의 차량과 교통수단(Vehicle and 

transportation) 등의 요소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상

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적 형태의 4륜 앰뷸런스 차량을 제공하거나 비용

이 저렴하고 간소한 오토바이 앰뷸런스 형태의 차량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

다(Patel, 2016).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택시 및 마이크로 버스 형태

의 민간 운수 사업자와의 공공계약을 통한 응급전원 바우처 제공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Alaofe, 2020). 이와 관련해서 가나 CHPS+사업의 경우 3

륜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활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수량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이송수단이 확보되어 응급전원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었

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 기술 요소는 점차 그 활용와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응급전원의 상황에서의 소통과 조율에 있어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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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Afari, 2014) 이와 관련해서 가나의 CHPS+사업의 경우에서도 

오토바이 앰뷸런스와 함께 모바일폰이 제공되어서 전원 조율 등에 있어 잘 활

용될 수 있었다. 

3.5.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및 성과관리 방안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이러한 4가지 핵심영역 요소는 궁극적으로 산과적인 

응급전원과 관련하여 단지 응급전원 자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

적 차원에서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도록 제안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안되는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개념적 모델에서는 단지 응급전원(emergency referral)의 측면을 넘어

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산모의 응급전원을 위한 이송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니며, 포괄적인 응급전원 대응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제안이다. 

   적절한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

들은 기존에 Pittalis 등이 수술적 응급전원의 모델을 통해 제안하였던 4가지 

영역 분야의 요소를 차용하고자 한다(Pittalis 2019). 특히 산과적인 응급전원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실상의 수술적 서비스인 제왕절개수술 요소가 있

다는 점에서 성과의 확인 요소로서 기존에 수술적 응급전원 모델에서 제안된 

성과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포괄적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요소의 성과요소로 제안하게 될 4

가지 영역으로는 응급전원의 경향성(pattern), 응급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응급전원의 질적 상황(quality), 응급전원 이송의 적시성

(timeliness)이 있다(Pittal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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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성과에 있어서는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 모

델에서 제안되었던 바와 같이, 응급전원의 성과를 통해서 달성하게 될 두 가

지 주요 결과 요소로서는 Agyepong 등이 기존의 모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산과적 응급전원 후 상위의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timing of arrival)과 전

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condition of arrival)를 적용하고자 한다

(Agyepong, 2017). 다만 이 두 가지 지표에 추가적으로 산과적 응급전원 성

과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Alaofe 등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전원

율(referral rates), 시설분만율(facility delivery rate), 산과적 응급서비스 수

요충족률(met need for emergency obstetric care) 등의 요소 포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의 성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성보건 결과(moternal health 

outcome)의 향상으로, 이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모성 질병이환(maternal 

morbidity) 및 모성사망(maternal mortality)의 감소에 기여하게 되는 개념으

로서 지표를 구분하여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

적 응급전원 대응 모델의 새로운 개념적 틀의 제안방안은 <표 9>에 정리가 

되어 있으며, 새로운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의 제안방안 및 세부 요소들의 구성과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시

각화된 개념은 아래의 <그림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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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선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제안방안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 개념적 틀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 보건의료재정 (Health care financing arrangement)

• 국가전원지침 (National referral protocol)

• 전원조율 (Care coordination) 

•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 and governance)

보건의료서비스요소 

(Health service factor)

•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자원 (Physical resource) 

•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 서비스의 질(Quality of care)

• 보건의료시설의 준비도 (Facility readiness)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사회문화적 기준 요소 (Soco-cultural norm) 

• 경제적 여건 (Economic cause of delay at home)

기반인프라 요소 

(Infrastructural factor)

• 도로 인프라 및 도로 보안 (Road infrastructure & Road 

Security)

• 차량과 교통수단 요소 (Vehicle and transportation)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Communication and ICT)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

•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 (Pattern)

• 산과적 응급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 산과적 응급전원의 질적 상황 (Quality) 

• 산과적 응급전원 이송의 적시성 (Timeliness)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Timing of arrival)

•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 (condition of 

arrival)

• 향상된 전원율(improved referral rates)

• 시설분만율 (Facility delivery rate) 

• 산과적 응급서비스 수요 충족률 

(Met need for emergency obstetric care)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 관련 질병이환 (Morbidity)

• 분만 관련 모성사망 (Maternal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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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개선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제안방안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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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한 기존 모자보건사업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제안방

안을 기반으로 기존에 추진되었던 모자보건사업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들의 개선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의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KOFIH의 사업들을 새롭게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산

과적 응급전원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가나 CHPS+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산과적 응급

전원체계 강화 프레임워크를 기반하여 분석하도록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KOICA 모자보건 관련사업 분석

   우선 KOICA의 모자보건 사업 중에는 기존에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진행된 11개의 대표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살펴보았다. 기존 KOICA의 사업에

서 진행된 모자보건 사업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등의 중

남미 국가들과 함께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파푸아뉴

기니와 네팔 등의 국가들에서 모자보건 사업이 진행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8). 이들 사업은 포괄적인 모자보건 사업으로 형성된 사업들도 있으나 많

은 경우 보건의료시설 구축 기반의 사업이거나 인력교육 등 특정 요소에 집중

한 사업들 많다. 하지만 지역사회기반의 모자보건사업으로 형성된 사업들도 

다수 있으며 1차 의료와 병원 기반의 수술적 역량에 대한 지원 및 응급전원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구성된 사업들이 있기도 하다. 

   여기서 제안된 KOICA의 모자보건 사업들에서는 대부분의 사업(10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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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모성보건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요소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절반가량의 

사업(6개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로서 마을보건요원의 활용 등 

지역사회기반 보건사업의 사업내용을 갖추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체계 요소에 

있어서는 일부(4개 사업)에서만 리더십과 거버넌스적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절반가량의 사업들이 1차 의료시설과 전원병원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으로 구성하여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차원에서의 구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

다. 기반인프라 요소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에서만 오토바이 앰뷸런스차량을 

제공되었으며 이외에는 기반인프라 요소와 관련한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

업에서는 특히 도로 인프라적 요소 및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요소 등

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 10. KOICA 모자보건 사업

번호 사업명 기간

1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율 감소지원 2008-2009

2 에티오피아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2008-2010

3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2008-2010

4 파라과이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2008-2010

5 페루 까야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2009-2010

6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2010-2011

7 페루 꼬마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2010-2011

8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2010-2012

9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2010-2016

10 네팔 티까풀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2011-2016

11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2013-2017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8)11)

11) 상세한 사업내용은 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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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체계 요소에 있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사업에서 

보건의료재정 요소가 포함되었다.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율 감소지

원’과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의 경우 가나에 이미 국가 건강보험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었기에 보건의료 재정적 요소가 이미 확

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업의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네팔 티까

풀 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지역에서 동시에 KOICA의 지원

으로 진행이 되었던 지역사회보험체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자보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재정 기반 여건 구축에 대한 노력이 동시에 추진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사업들은 보건의료재정 요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성과평가 측면에 있어서는 포괄적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의 과정지표 요소

들은 대부분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중기성과요소들의 경우 절반 가

량(6개)정도의 사업에서 시설분만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시설분만율 

이외의 응급전원과 관련한 지표요소들을 포함한 사업은 없었다. 나아가 모성

보건의 성과에 있어 분만과 관련한 모성의 질병이환과 모성사망을 확인한 사

업은 3개 사업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포괄적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모델에서 제안

하는 요소들은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과적 응급전원이 주요

한 핵심요소로 다루어지지는 못 하였다. 다만 12개의 대상 사업 중 ‘엘살바도

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및 ‘가나 볼타 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에서 응급

전원의 이슈에 대한 사업요소가 포함되어 구성된 측면이 있다.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자체가 시설에서

의 분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모들이 분만 전 미리 의료시설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는 산모대기공간(maternernity waiting home) 성격의 시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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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으로 모성사망의 세 가지 지연모델 가운데 두 번째 지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업의 측면은 있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산모대기공간인 임산부요양소 건립와 운영지원의 단일요소에만 집중된 사업이

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한국국제협력

단, 2018).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이송수단이 제공된 사업으로는 ‘가나 볼타지역 모

자보건 개선사업‘이였으며, 이 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의 사업을 참고하여 오토

바이 앰뷸런스가 일부 지역에 제공되었다. 또한 보건소 및 지역병원에 대한 

안전한 분만역량에 대한 교육과 기자재 지원과 함께 마을보건위원회와 지역사

회 보건인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및 지역

사회와 사회적 요소에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여전히 오토바이 앰뷸런스 

차량의 제공 자체 이상으로는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전원 지침의 제공 및 

전원 조율과 등 응급전원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

한 지원 및 도로 인프라 지원 등의 도로인프라 요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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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KOICA 모자보건 사업의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반영요소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세부요소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율 

감소지원

에티오피
아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엘살
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사업

파라과이 
아동 및 

모성
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페루 
까야오 

모자보건
센터 

개선사업

에티오
피아 

티그라이
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

사업

페루 
꼬마스 

모자보건
센터 

개선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

파푸아
뉴기니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사업

네팔 
티까풀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사업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보건의료
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 보건의료재정 
(Health financing)

• 국가전원지침 
(National referral protocol)

• 전원조율 
(Care coordination) 

•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 and 
governance)

O O  O O O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 

(Health 
service 
factor)

•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자원 
(Physical resource) 

•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are)

• 보건의료시설의 준비도 
(Facility readiness)

O O  O O O O O O O O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사회문화적 기준 요소 
(Soco-cultural norm) 

• 경제적 여건 
(Economic cause of delay 
at home)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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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세부요소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율 

감소지원

에티오피
아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엘살
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사업

파라과이 
아동 및 

모성
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페루 
까야오 

모자보건
센터 

개선사업

에티오
피아 

티그라이
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

사업

페루 
꼬마스 

모자보건
센터 

개선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

파푸아
뉴기니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사업

네팔 
티까풀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사업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기반인프라 
요소 

(Iinfrastructur
al factor)

• 도로 인프라 및 도로보안 
(Road infra. & security)

• 차량과 교통수단 요소 
(Vehicle and 
transportation)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Communication and ICT)

     O

포괄적인 
산과적응급
전원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

•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 
(Pattern)

• 산과적 응급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 산과적 응급전원의 질적상황 
(Quality) 

• 산과적 응급전원 이송의 
적시성 
(Timeliness)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
(Timing of arrival)

•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상태
(Condition of arrival)

• 향상된 전원율
(Improved referral rates)

• 시설분만율 
(Facility delivery rate) 

• 산과적응급서비스수요 충족률 
(Met need for EmOC)

O O O O O O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 관련 질병이환
(Morbidity)

• 분만 관련 모성사망 
(Mortality)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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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KOICA의 사업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이 반영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형성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산과적 응급전원의 접근이 단지 앰뷸런스의 제공

을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형성의 과정에서 단지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자체만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요소를 복합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체계 요소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단계 수준의 의료시설의 강화만이 

아닌 전반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과적 응급전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과적 응급전

원에 대한 전원지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전원의 

조율이 강화되도록 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재정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거나 국가의 건강보험체계와의 연계 접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요소에 있어서는 1차 의료 차원의 일반분만 여건의 구

축을 넘어서 1차적 전원병원 단계에서의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필수적 수술역

량 강화의 지원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분만역량의 강화만

이 아닌, 응급한 산과적 전원 사례에 대응하는 의료시설의 준비도가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보완점이 될 것이다. 

   현재 기존의 KOICA 사업의 접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및 기반인프라 요소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이 모색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기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완되어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가구의 경제적 

여건 해소를 위해 소득 증대 사업 등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

면서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의 개인의 재정적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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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노력과 함께 여성의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문화적 장벽의 해소를 위

한 접근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산과적 응급전원 자체에 대한 기반인프라적 

요소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산과적 응급전원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 도서 지역의 여건에서도 지속가능하게 활

용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이송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 택시

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바우처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의 전제조건으로서 단지 앰뷸런스 차량의 제공으로 그치거나 

단발적으로 사업기간에만 외부의 비용지원에 의존한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운영관리 방식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산과적 응급전원의 시스템 체계가 정착하고 운

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현지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는 기반인프라 요소에 있어서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및 통신여

건의 구축이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분야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특히 도로인프라 요소에 있어서는 도로건설 

사업 등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의 도로 사업의 추진 시 

해당 지역에 보건의료적 임팩트를 염두에 둔 도로망 구축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응급전원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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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KOICA 모자보건사업 상세내역

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1

가나 동부지역 아동 

및 모성 사망율 

감소지원

2008-2009 200만불

가나 동부지역 3개군 보건소 및 병원에 

대한 기자재지원 및 모자보건 교육 

실시를 통한 모자보건 역량 강화 추진

1. 3개군 병원 및 보건소용 기자재지원

2. 모자보건 분야 전문가파견을 통한 의료인력 교육

3. 주민 인식제고를 위한 모성 및 영아사망률 감소 

홍보활동

2

에티오피아아르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

2008-2010 340만불

에티오피아 아르시존에 보건소 건립과 

의료인력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보건의료인력과 지역사회 보건요원 

교육 및 지역주민 인식 증진을 통해 

모자보건 개선과 피임율 향상 추진

1. 모자보건서비스 및 교육 관련 기자재 및 

건립지원

 1.1.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련 의료기자재와 물품 

제공

 1.2.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을 위한 교육 기자재

 1.3.모자보건센터 건립

 1.4.공중보건훈련센터 건립

2.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3.1. 업무 매뉴얼 개발

 3.2. 환자전달체계(Referral system) 구축

3. 보건의료인력 및 주민교육

 3.1. 보건의료인력교육: 간호사 및 의료인력

 3.2. 주민건강요원 교육: 

보건증진요원,지역사회생식보건요원

4. 지역 주민들의 인식증진 및 지역사회 응집력 

강화

 4.1. 주민지도자 및 지역주민 교육

 4.2. 주민위원회 구성

 4.3. 라디오 홍보 프로그램

 4.4. 지역주민 수입창출 프로그램

3

엘살바도르 

임산부요양소 

건립사업

2008-2010 200만불

엘살바도르 10개 지역에 

임산부요양소를 건립하여 격오지 거주 

산모들에게 적절한 산전, 산후관리를 

제공하고 의료시설 분만을 유도함으로 

모성 및 영아사망율 감소 추진

1. 10개 지역 임산부요양소 건립

2. 응급 분만 의료기자재 및 요양소 기자재 지원

3. 워크숍 개최: 임산부요양소 운영 및 생식보건,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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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4

파라과이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지원사업

2008-2010 330만불

3개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통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및 임산부 산전관리 

서비스 개선과 모자사망률 감소달성을 

추진

1. 3개지역 모자병동 신축

 1.1.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을 갖춘 모자병동 

신축

2. 의료기자재 지원

 2.1.분만, 산과수술, 임상병리, 산전 진찰, 방사선 

관련 기자재

3. 현지워크숍 실시

 3.1.의료인 교육과정개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3.2.교육과정개발 지원 및 지도,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지원

 3.3.교육자 교육

4. 봉사단 파견

 4.1.간호, 임상병리, 방사선분야 단원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5

페루까야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2009-2010 200만불

모자보건   센터 건축 및  관련 기자재 

제공을 통해 동 지역의 24시간 진료 

응급실과 분만실 운영

1.모자보건 센터 건축

 1.1.분만실, 소수술실, 응급실을 포함한 

모자보건센터 신축  

2.의료기자재 지원

 2.1.분만실, 수술실, 응급실에 필요한 기본 

의료기자재 지원   

3.의료인력교육

 3.1.전문가파견

 3.2.국내초청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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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6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2010-2011
　

200만불

사업 대상지역 보건소개보수와 기재재 

지원 및 지역보건인력 교육, 현지 주민 

계몽을 통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를 개선시켜 임산부 사망률 

감소, 조산 보조원에 의한 출산 비율 

증가 및 가족계획 실천률 제고 추진

1. 모자보건 인력 역량강화

 1.1.조산사와 BEmOC 간호사 대상의 심화교육

 1.1.간호사 대상의 기본 및 심화교육

 1.1.지역사회보건요원 교육

 1.1.모자보건 직무기술서 및 매뉴얼 개발

2. 주민 인식 개선

 2.1.지역주민 대상 모자보건 교육

 2.1.라디오 매체를 통한 모자보건 인식 개선

3. 보건소 시설 개보수

 2.1.5개 보건소의 수도, 전기 개보수 실시

4.보건소 기자재 공급

 4.1.분만과 수술, 혈액검사 관련 의료기자재 공급

7

페루 꼬마스 

모자보건센터 

개선사업

2010-2016 320만불

모자보건센터를 건축 하고 

WHO/PAHO와 협력을 통해 리마 북부 

지역의 예방관리 역량강화 추진

1. 모자보건센터 신축

2. 의료기자재 및 앰뷸런스 지원

3. 지역 보건예방관리역량강화 지원

8
과테말라 모자보건 

역량강화사업
2010-2012 150만불

과테말라 전역에서 선발한 간호사 및 

산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자보건 및 

산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모성 

및 유아사망률 감소에 기여

1.모자보건 및 산파 역량강화교육 

 1.1.3개권역 간호사 및 산파 교육

 1.2.현장 기반의 치말테낭고주 간호사 및 산파교육 

2.기자재 지원

 2.1.교육용 기자재 지원 

 2.2.의료기자재 지원

9

파푸아뉴기니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2010-2016 550만불

지역보건소 설립 및 현지 인력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건소운영모델을 구축, 의료서비스 

모듈을 개발하여 중점서비스의 

제공역량을 강화

4.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립

5. 의료기자재 지원

6.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지원

7.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지원 (군단위 

보건의료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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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10

네팔 티까풀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2011-2016 550만불

일차 보건의료에 기초한 티까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티까풀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기초 

건강의 향상 추진

1. 의료시설 건축

 1.1. 지역 병원 증축 (모자보건센터 구축)

 1.1. 2개 보건소(HP) 신축

 1.1. 4개 보건지소(SHP)를 보건소(HP)로 증축 및 

개보수

2. 의료기자재지원

 2.1. 지역 병원에 대한 필수 의료기자재 지원

 2.3. 6개 보건소(HP)에 대한 의료기자재

 2.1. 1개 보건지소(SHP)에대한 의료기자재

3. 보건인력역량강화

 3.1. 지역병원 의료인력 교육

 3.2. 보건소 의료인력 교육

 3.3. 여성마을보건봉사자 교육 

4. 지역사회보건교육

 4.1. 지역주민교육, 건강행사, 라디오방송, 

자료배포

11
가나 볼타 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2013-2017 600만불

조산사학교 건립과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모자보건 

관련 인력 역량 강화와 지역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모성과 아동사망율 달성에 

기여하도록 추진

1. 모자보건 서비스 질 및 접근성 향상지원

 1.1.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자재 지원

 1.2.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앰뷸런스 지원

2. 모자보건인력 역량강화

 2.1. 조산사, 지역사회간호사, 의료조무사 교육

3.지역사회기반 보건접근 활성화

 3.1.지역사회보건봉사자 교육

 3.2.지역사회보건봉사자 활동 지원

4.지역주민 모자보건 인식증진

 4.1.Health fair 및 아웃리치 활동 지원

 4.2.모자보건 인식증진 라디오프로그램 운영 

5. 조산사학교 건축 및 과정 지원

 5.1.조산사 양성학교 건축

 5.2.조산사 임상지도 매뉴얼 개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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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FIH 모자보건 관련 사업 분석

   KOFIH의 모자보건 사업 중에는 기존에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

된 6개의 대표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KOFIH의 사업에

서 진행된 모자보건 사업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가나 에

티오피아, 남수단 등 아프리카,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 모자보건 사업

이 진행되었다(박정한, 2015). 

표 13. KOFIH 모자보건 사업

번호 사업명 기간

1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증진사업 2010~2016

2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사업 2011~2016

3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모자보건증진사업 2013~2015

4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증진사업  2013~2015

5 남수단 모자보건증진사업  2014~2015

6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진사업 및 건강보험제도 컨설팅 2014~2015

 (출처: 박정한, 2015)12)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포괄적인 모자보건 사업으로 형성된 사업들이었으며 

응급전원의 내용이 중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들이 절반 정도였다. 많은 

경우 모성보건과 관련한 보건의료 시설의 지원과 인력교육이 포함되었으며 기

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1차 의료와 병원 기반의 역량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서비스 요

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였다. 

   보건의료체계 요소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구성된 

12) 상세한 사업내용은 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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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이 많았으며 (4개 사업) 보건의료 재정 요소의 경우 ’가나 볼타 지역 

모자보건 증진사업‘과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진사업 및 건강보험제도 컨설팅

‘사업이 KOFIH의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

당 요소가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국가적 전원지침의 제안이나 전원 조

율 등의 내용은 차후 보완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가나, 에티오피아

에서의 4개 사업에서는 다루어졌는데,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마을보건 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에티오피아사업의 경우 라디오드라마

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식 증진에 활용하는 등 사회문화적 요소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많은 사업이 보건소와 병

원시설에서의 양질의 모자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활용 및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강

화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가구의 경제적 여건 향상에 대한 노력이 연계된 접

근도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FIH의 사업 중 기반인프라 요소와 관련해서는 도로와 도로보안 요소가 

포함된 사업은 없었다. 다만 차량과 교통수단 요소에 있어 캄보디아와 가나, 

에티오피아의 사업 등에서 앰뷸런스 차량이 제공된 가운데 캄보디아와 가나 

등에서는 환자 이송에도 활용될 수 있는 모터보트 및 의료선 등이 제공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산모가 미리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산

모대기실을 건립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산과적 응급전원의 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한 접근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으며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의 과정지표가 따로 

제안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기반의 모자보건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산전관리율과 함께 시설분만율이 주요 지표로 제안되었

고 모성사망비가 모성보건 성과 지표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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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KOFIH의 사업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이 반영되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으면 좋을 것

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체계 요소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의료시설들 간의 유기

적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다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앰뷸런스 제공

과 함께 산과적 응급전원 지침 및 전원조율 활성화 요소가 포함되면 좋을 것

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과적 응급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더십과 거

버넌스 강화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에 있어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시 의료시설의 준비도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적 물리적 및 인적자원의 강화를 위

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서 군 병원 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복합적 

산과적 응급전원 역량 구축의 일환으로서 필수 수술 서비스(Eseential 

Surgical Care) 관련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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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KOFIH 모자보건 사업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구성요소

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세부요소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증

진사업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

사업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모자보건

증진사업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증진사업 

남수단 

모자보건증

진사업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

진사업 및 

건강 

보험제도 

컨설팅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 보건의료재정 

(Health financing)

• 국가전원지침 

(National referral protocol)

• 전원조율 

(Care coordination) 

•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 and governance)

O O  O  O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Health service 

factor)

•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자원 

(Physical resource) 

•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are)

• 보건의료시설의 준비도 

(Facility readiness)

O O O O O O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사회문화적 기준 요소 

(Soco-cultural norm) 

• 경제적 여건 

(Economic cause of delay at 

home)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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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적 응급전원모델 세부요소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증

진사업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

사업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모자보건

증진사업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증진사업 

남수단 

모자보건증

진사업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

진사업 및 

건강 

보험제도 

컨설팅

기반인프라 요소 

(Iinfrastructural 

factor)

• 도로 인프라 및 도로보안 

(Road infra. & security)

• 차량과 교통수단 요소 

(Vehicle and transportation)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Communication and ICT)

 O   O  O

포괄적인 

산과적응급

전원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

•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 

(Pattern)

• 산과적 응급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 산과적 응급전원의 질적상황 

(Quality) 

• 산과적 응급전원 이송의 적시성 

(Timeliness)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 

(Timing of arrival)

•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상태 

(Condition of arrival)

• 향상된 전원율

(Improved referral rates)

• 시설분만율 

(Facility delivery rate) 

• 산과적응급서비스수요 충족률 

(Met need for EmOC)

O O O O O O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관련 질병이환 

(Morbidity)

• 분만 관련 모성사망 

(Mortality)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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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이 더욱 활성

화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문화적 요소에 있어서는 각 사업 

지역에 적절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사회 소득 증대 사업이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진행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인프라 요소에 있어서는 도로 인프라와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다분야

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 EDCF 등의 차관 사업 혹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프리카 개

발은행 등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발은행 사업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형성을 추진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앰뷸런스 제공에 있어서는 차량 제공

을 넘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의 

구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앰뷸런스 등 차량의 제공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지원이 함께 이

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따라 앰뷸런스의 형태에 있어서 지속가

능성을 염두에 둔 비용과 형태의 차량의 제공 또한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관련한 접근에 있어서도 모바일 통신기기를 

활용한 접근을 차용하여 효과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의 조율이 이루어지며 산모

의 상태를 모바일 진단 기기를 통해 조기에 파악해서 응급전원의 결과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차후에 산과적 응급전원을 주요하게 추진하게 되는 

경우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관련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들을 

차용하여 성과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중기성과 지표에 있어서도 시설분만율 

이외에도 도착의 적시성 및 향상된 전원율 등의 지표를 적용할 수 있으면 좋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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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KOFIH 모자보건사업 상세내역

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1
라오스 통합 

모자보건증진사업
2010~2016 955만불

라오스 17개군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지역사회보건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접근을 통한 통합적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해 모성과 아동 

사망 감소를 추진

1. 보건환경서비스 개선

 1.1. 지역 단위 모델 보건소 및 병원 개보수

 1.2. 필수 의료장비 지원

2.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2.1. 조산사 양성프로그램 및 핵심모듈 교육

 2.2. 지역보건요원, 마을보건봉사요원 교육

 2.3. 마을 방문 진료: 아웃리치 백신접종 및 산전 

진찰 등 활동 지원

 2.4. 산모재정 지원(바우처 제공)

3. 정부 관리능력 강화

 3.1. 보건소 관리 감독 및 보건소 정기회의

 3.2. 모성사망사례 검토

 3.3. 보건소 운영 및 지역단위보건계획 수립

4. 지역주민참여 및 인식 제고

 4.1. 지역보건요원을 통한 교육

 4.2. 주민지도자 회의지원 등 인식개선 촉진 활동

2
캄보디아 통합 

모자보건사업
2011~2016 920만불

캄보디아 모자보건 국가전략에 기반, 

조산사 양성 및 통합 

모자보건증진사업을 통한 여성 및 아동 

건강 증진

1. 보건소(6곳) 및 병원(2곳) 개보수 지원

2. 바탐방도 조산사 양성센터 유지보수 지원

3. 조산사 양성센터 실습교육 기자재 지원

4. 전원 병원 응급산과장비 지원 

5. 보건의료 전문가 및 행정직원 파견 

6. 조산사 강의교수법 및 학생 실습 등 지원

3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모자보건증진사업

2013~2015 90만불

볼리비아 다문화공동체 지역보건 

프로그램및 모자보건 프로그램 

이행지원을 통한 코차밤바 지역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서비스개선 

및 이용률 향상에 기여

8. KOFIH 고용 현지 전문가 사업 현장 관리 및 

보건부 자문

9. KOFIH 의료기기지원센터 보유분 기초의료물품 

16종 지원

10. 볼리비아 UNICEF를 통한 필수 의료기자재 

공급(3개 2차병원, 14개 보건소)



- 137 -

번호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핵심 내용 사업 세부구성 요소

4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증진사업  
2013~2015 310만불

모자보건 사업 지원 및 건강보험 

정책협력을 통한 가나 보건부문 

중기개발계획 지원

1. MNCH 거버넌스 개선

 1.1. 지역의 협조와 보건국 협조

 1.2. 시스템관리 및 산모관리

 1.3. 동기부여 인센티브 패키지

 1.4. 교통수단 지원 (산모 교통비지원, 오토바이 

앰뷸런스지원)

2. 인력 역량 강화

 2.1. 인력 훈련 (지역보건봉사자,지역사회간호사, 

조산사) 

 2.2. 지역사회 교육 강화

3. 인프라 개선

 3.1. 인프라 개선

 3.2. MNCH 장비 개선

5
남수단 

모자보건증진사업  
2014~2015 440만불

모자보건 및 결핵 관련 보건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병원운영 컨설팅 제공을 

통한 남수단 정부 보건개발계획 이행 

지원

1. 병원운영 컨설팅 및 기자재 지원

2. 조산사, 임상요원 양성 등 의료인력 육성 사업

3. 제3국전문가를 통한 남수단사업 모니터링 실시

6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증진사업 

및 건강보험제도 

컨설팅

2014~2015 810만불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소, 

지역사회까지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구축, 단계별 역량강화 및 건강 보험제도 

협력을 통한 에티오피아 보건부문 

개발계획 이행 지원

1. 모자보건증진 사업

 1.1. 조산사학과 졸업생 사전 직무교육 

 1.2. 조산사교TOT 시행

2. 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

 2.1. 월드뱅크-재단(WB-KOFIH)공동워크숍 개최

 2.2. 건강보험 정책 현지교육 실시

3. 짐마대학병원 컨설팅을 통한 병원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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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한 가나 CHPS+사업 고찰

3.1. 보건의료체계 요소

   가나 CHPS+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주보

건청의 주도적인 리더십과 관리의 역할 및 산과적 응급전원이 이루어지기 위

한 SERC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 지침요소 등이 기존의 모델에서는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가나 CHPS+

사업을 강화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1차 및 2차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강화가 산과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요소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의료전원의 과정이 조율되어 

전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 전달체계(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측면에 있어서 

본 사업에서는 지역사회기반의 보건접근 요소와 함께 보건지소와 보건소 등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모성보건 관련 역량의 지원이 사업 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상위의 군단위 병원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면서 지역사회(CHV) - 1차 

의료기관(보건지소와 보건소) - 2차 의료기관(군 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

달체계의 기본적 구성과 이에 대한 역량의 강화 및 기관 간의 전달체계의 개

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나의 보건의료 전달체

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던 측면도 있으며, 이러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기반으

로 이루어진 사업이 구성되어 있던 측면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전원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제안에 관련해서는 가나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에 대한 지침이 구성되어 제안되고 있지는 않으

나, 기존에 개발되어 본 사업에 적용된 SERC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

안하고 있는 전원과 관련한 지침 내용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SERC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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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원지침을 따를 수 있었다. 해당 매뉴얼은 기본적인 전

원에 대한 요소 이외에도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활용하는 SERC 차원에서 전

원이 이루어지는 개별 단계 요소마다 실행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바, 본 사업 

내에서는 전원지침을 기반하여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가나에서는 이러한 전원 지침이 국가적 차

원에서 제안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과정에서의 조율 측면에서는 본 사업지역에서 응급전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원을 보내는 의료기관과 전원을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담당자들 간에 

전원시 모바일폰을 통한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도록 하는 등 전원의 조율은 적

극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의 조율이 더욱 잘 확실히 이

루어지게 하는 지원이나 특정 활동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전원시의 조율

과 조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가나 CHPS+사업은 사업 자체가 주보건청

(Regional Health Directorate) 주도로 수원국 시스템 차원에서 집행이 이루

어진 사업이었다. 또한 SERC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기존에 같은 Upper East

주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연구사업 또한 컬럼비아대학의 지원이 있었으며 주보

건청 내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팀이 만들어지면서 주보건청장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통해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가나 CHPS+사업에서도 

Upper East 주보건청 당국 측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관리와 확산 작업에 역할

을 하도록 했으며, 현 Upper East주 보건청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매우 중요

했었다. 따라서 리더십과 거버넌스 요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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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가나 CHPS+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시설에 지원되어 강화되고 있

는 보건소와 병원 등의 응급산과적 차원에서의 물리적 여건에 대한 측면 및 

보건의료시설의 대응태세 여건 현황에 대한 요소가 다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과적 응급전원모델이 보건의료 체계적 차원에 있어서 

보완되고 다각적으로 세분화되어 제안될 필요가 있다.

   가나 CHPS+사업에 있어서는 모성보건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시설에 있어

서 보건소와 군 병원 등의 시설공간은 어느 정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었으며 모성보건과 관련한 물품 및 분만 관련 의료기자재들을 지원해 주는 상

황이 되었기에 이 부분은 잘 충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있어서 산과

적 서비스와 관련한 요소로서 일단은 분만이 이루어질 의료시설에 분만용품과 

기기 및 시설요소 등 물리적인 여건이 구축되는 것은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는 가나 CHPS+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기반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마을보건위원회(CHMC)를 통해

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보건봉사자(CHV)와 지역사회간호사(CHN)의 역할을 통

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의 인식의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의 기반이 

갖추어진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가 사업 내에서 잘 다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SERC 프로그램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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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반인프라 요소

   기반인프라 요소에 있어서 도로와 도로보안 측면에서는 가나 CHPS+사업

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차량과 교통수단적 측면 가나 CHPS+사

업에서는 응급전원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에 90대의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지

역사회에 단위에서 제공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차량과 교통수단

의 요소에 있어서 실질적 이송수단의 요소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 앰뷸런스 가 장거리 이송에 있어서는 취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바, 향후에는 단거리 이송만이 아닌 중거리 이상의 이송에 역할을 할 수 

있는 SUV 차량 등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제안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 가나 CHPS+사업에서 지역사회간

호사와 마을보건봉사자들에게 모바일폰을 제공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

회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마다 배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앰뷸런스

의 활용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괄적인 응급전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접근에 

있어서 응급전원의 조율과 조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접근의 여지가 아직 많

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의 현황

   가나 CHPS+사업의 경우 SERC의 구성요소와 CHPS+사업의 전체적인 모

성보건 서비스 강화의 지원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단지 응급전원 자체

에만 국한된 차원에서의 요소가 아니라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전원역량 강화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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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만 집중하는 사업이 아닌, 포괄성 있게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한 접근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인 측면도 있으며 이러한 부

분이 모델에서 제안될 필요가 있다. 

   가나 CHPS+사업을 살펴보면서 볼 때 성과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다양한 성과적 요소가 나열되는 형태가 아닌, 

응급전원의 적절성이나 전원 과정 자체의 질적 상황, 전원 과정의 적시적 수

행 등에 있어서 응급전원의 수행 및 포괄적인 응급대응의 역할과 수준에 있어

서 잘 구분되어 제안된 영역별 성과 방향이 제안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가운데 가나 CHPS+사업에서는 적절한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우선적으로 응급전원의 경향

에 있어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전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응급전원의 결정과 응급전원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SERC 

체계에서 제안하는 응급전원 단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원을 개시하는 

결정과 전원이 이루어질 때 꼭 필요한 적절한 환자의 상황이 잘 판단되어 전

원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내제되어 있으며, 전원된 환자를 수용하는 과정

의 질적 요소가 향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응급전원 이송 시간에 있

어서는 늦춰지지 않고 전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산과적 위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개

시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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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비교

   새롭게 제안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제안방안은 기존의 산

과적 응급전원 정책 프레임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확장하고 세분화

한 것이다. 새로운 제안방안의 기본 구성사항은 Agyefong이 제안한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산과적 응급전원의 과정(referral process)요소에 있어서 

수술적 전원(surgical referral)의 요소의 내용을 차용하여 과정의 향상을 위

한 요소로 제안하였다. 다만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관련한 요소와 기반환경 

요소에 있어서 이를 분류한 후 영역을 세분화하여 개별 세부요소가 제안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분야적 접근의 필요성과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

어 제안된 측면이 있다. 또한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 기본적인 전원과 이송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산과적 전원과 관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안하

고 있으며, 모델의 성과영역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제안하고 있다. 

4.1.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기반환경 요소의 세분화

  

   우선 보건의료 체계강화 요소를 세분화하여 제안하는 새로운 모델에서는 

이를 보건의료 체계강화 자체의 구조적 여건에 대한 내용과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새롭게 구별되어 제안되고 있는 보건

의료체계 강화요소에서는 재정적 여건구성 요소 이외에도 보건의료 전달체계 

요소 및 전원지침 등의 요소와 전원의 조율 및 리더십과 거버넌스 요소가 추

가되어 산과적 응급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요소가 세분

화되어 제안되고 있다. 인력 요소 및 서비스의 질은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로 

구별된 세부항목 요소로 구성되어 제안되고 있는데, 산과적 응급전원에 기여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요소로는 인력적 요소 이외에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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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보건의료 시설의 준비도 등이 포함되어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모델에서 제안된 기반환경 요소의 경우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및 

기반인프라 요소로 세분화되어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의 경우 전원의 지연에 대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소로 제안되고 있으

나, 새로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Community and social 

factor), 사회문화적 기준 요소(Soco-cultural norm), 경제적 여건(Economic 

cause of delay at home)으로 3개의 구분된 영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는 전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에 있어 지역

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구별되고 강조되어 제안되는 측면이 있다. 기반

프라 요소의 경우 기존에는 도로와 관련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도로

만이 아니라 차량과 교통 관련 요소,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 기술여건의 요

소 등으로 기반인프라 개념이 확장되어 제안되고 있다.  

4.2.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으로의 제시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에서는 전원과 이

송에 있어서의 측면에 국한된 응급전원 강화의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모성

사망 감소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연계되어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

전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는 응급 이송의 측면을 

넘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요소 중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요소와 응급전

원시 전원 조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과적 응급전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산과적 응급전원이 이루어는 결정의 단계와 전원 후의 분만과 관련한 

모성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보건의료시설의 물리적 여건과 인적역량의 여건

이 연계되는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측면이 서비스 자체의 질적 측면과 



- 145 -

함께 보건의료시설의 모성보건 서비스 준비도와도 연계되는 개념으로 제안되

고 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을 위한 대응체계의 강화가 이

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응급전원 중

재 프로그램 요소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포괄적인 모성보건의 보건의료체계 

기반 여건이 구축되도록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응급전원과 이송의 요소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델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4.3. 다분야적 접근

   새롭게 제안되는 모델에 있어서 기반 여건은 단지 도로와 지역의 문화 및 

경제요소의 측면에서 주어지는 기반여건 상황으로서가 아니라, 필요 시 이러

한 기반 여건에 대한 향상을 추구해나갈 수 있는 다분야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델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이

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인식 증진과 함께 주민 참여적 접근의 추진 

및 소득여건 개선 등의 지역사회개발 기반 접근을 위한 노력을 연계하여 추진

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응급전원 

차량의 제공 및 지역 택시조합 등과의 연계 협력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

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은 그 가능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 기술 등의 혁신적 기술 활용의 접근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에 대한 

모바일 통신기기 장비의 제공과 함께 지역 통신 여건의 개선 등의 가능성도 

새로운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단지 보건 분야의 영역 요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개발과 변화 및 인프라적 기반 향상의 노력이 연계되어 추진되도

록 하는 다분야적 접근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

원체계 강화 모델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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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과영역에 대한 구체와 및 세분화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에서는 응급전원

체계 대응의 포괄적인 제안을 통해 단지 산모의 응급이송 자체를 넘어 이송 

전의 전원 결정과 이송의 과정과 적시성, 이송 후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지면서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pattern)과 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응급전원 과정 자체의 질적 상황(quality) 전원 이송의 적

시성(timeliness) 등으로 이루어진 과정적 성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구현 안에서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는 지표들의 

개념으로 나타낸 것과 달리 응급전원과 관련한 명확한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 영역의 개념으로서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Pitallis 등이 수술적 응급전원의 모델에서 제안한 4가지 성과영역의 

사례를 가지고 제안하는 측면이 있다(Pitallis, 2019).

   개별 성과영역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pattern)은 어떠한 상급 전원시설로 전원되는

지에 대한 전원의 경향성을 말하며, 산후 출혈이나 쌍태아 분만 등과 같은 산

과적 응급 대응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전원의 경향을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적절성(appropriateness)은 산모의 상태를 적절히 잘 

파악하고 전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전원의 결정을 적절히 잘 해냈는지에 대

한 평가 요소이다. 이는 전문가 인터뷰 등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서 단지 산

과적 서비스의 제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전원 결정이 지역사회에

서 적절하게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질적 상황(quality)으로서 Pitalis 등이 제안하는 응급전원 과정 자체의 의료적

인 질적 측면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분만을 앞둔 산모의 임

상적 상황에 잘 대응하며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전원 과정에 있어서



- 147 -

의 의료 인력의 동행과 산모의 상태관리 등 대응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과적 전원의 적시성(timlines)에 있어서 전원이 필요한 산과적 

응급전원에서 전원 결정 시점의 적시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응급전원의 

제공 여부를 넘어서 4가지 영역 분야에서 응급전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이루

어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 영역에 있어서는 전원 성과에 있어

서 중기 성과를 산과적 응급전원의 적시적 상황(timing of arrival)과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condition of arrival)를 구별하여 제안하고 있

다(Agyepong, 2017). 여기에 추가적인 지표로서 전원율(referral rates), 시

설분만율(facility delivery rate), 산과적 응급서비스 수요충족률(met need 

for emergency obstetric care) 등이 포함된 다차원적인 지표가 제안되고 있

다. 이들은 최종 성과인 모성보건 지표 증진에 앞서는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차원에서의 지표로서 기존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모델에 비하여 산과적 응급전원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성과 상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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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기존 모델과 새로운 포괄적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모델의 비교

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 (by I. Agyefong)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System) 제안안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 인력 (HR: Skills, distribution, number) 

• 재정적 여건구성 (Finanancing 

arragnements) 

• 서비스의 질 (Quality of care)

보건의료체계요소

(Health system 

factors)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 보건의료 재정 (Health care financing)

• 국가전원지침 (National referral protocol)

• 전원조율 (Care coordination) 

• 리더십과 거버넌스 (Leadership and 

governance)

보건의료서비스요소

(Health service 

factor)

•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자원 (Physical 

resource) 

• 보건의료서비스의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 서비스의 질(Quality of care)

• 보건의료시설의 준비도 (Facility readiness)

기반환경요소 

(Contextual 

factors)

• 도로와 도로 보안 (Roads & roads 

security)

• 가정에서의 지연에 대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요소 

(Socio-cultural & economic causes of 

delay at home)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지역사회와 사회적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 사회문화적 기준 요소 (Soco-cultural norm) 

• 경제적 여건 (Economic cause of delay at 

home)

기반인프라 요소 

(Iinfrastructural 

factor)

• 도로 인프라 및 도로보안 (Road infrastructure 

& road security)

• 차량과 교통수단 요소 (Vehicle and 

transportation)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기술 (Communication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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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과적 응급전원 모델 (by I. Agyefong)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System) 제안안

프로그램 중재 

(Intervention)

• 응급산과전원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Care)

• 산과적 응급전원의 경향성 (Pattern)

• 산과적 응급전원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 산과적 응급전원의 질적상황 (Quality) 

• 산과적 응급전원 이송의 적시성 (Timeliness) 

정책과 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Policy and 

program decision 

making & 

implementation)

• 다양한 요소들 (Various factors)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전원 후 도착시의 적시성과 임상적 상태 

(Timing and condition of arrival)

중기성과 

(Intermediate 

outcome)

•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 (Timing of arrival)

• 전원이 이루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 

(Condition of arrival)

• 향상된 전원율(Improved referral rates)

• 시설분만율 (Facility delivery rate) 

• 산과적응급서비스수요 충족률 

(Met need for emergency obstetric care)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 관련 모성의 질병이환 (Morbidity)과 

사망 (Mortality)

모성보건 성과

(Maternal health 

outcome)

• 분만관련 질병이환 (Morbidity)

• 분만 관련 모성사망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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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정책제언

1.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추진 

   향후 중저소득국에서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새롭게 제

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강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이 기획되

고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단지 응급전원 이송의 프로그램만을 단독으로 현장에 구현한다는 

개념으로서의 방향보다는, 포괄적인 모성보건 증진의 노력과 지역보건 의료체

계 강화를 위한 접근을 하면서 응급전원 향상의 노력이 함께 융합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의료체계 접근을 포함한 모자보

건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응급전원 자체를 위한 노력 이

외에도, 모성보건 기반여건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

전한 분만을 위한 교육이 보건소에서의 일반 분만의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나가면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수술 등 산과적 차원에서의 필수 수술 서

비스(Essential Surgical Care) 강화의 노력 등이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의 

패키지 등과 함께 이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의 평가를 진행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이송 전의 응급전원의 경향성과 

적절성, 응급전원의 질적 상황, 이송 적시성 등으로 이루어진 과정적 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과지표로 제시되었던 중기 성과들과 

모성보건 성과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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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초반부터 사업의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추진되면 좋을 

것이다. 

2. 포괄적인 다분야 접근에 있어서의 주요 요소

2.1. 지역사회개발 접근 연계 모성보건 사업 추진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개발의 노력과 연계

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소득 증대 등의 노력

과도 연계하도록 하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역주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여성

위원회 등의 참여와 함께 남성들 중심의 농부위원회 등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응급전원의 기반 여건과 

환경의 증진을 위해 지역 종교지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 보건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보건 회전

기금(community revolving fund) 등의 추진 등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인프라여건 개선 포함 다분야적 접근의 추진

   보건사업의 추진을 진행하며 인프라 개선을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도로 인프라 개선의 노력과 차량과 교통수단의 확

보 및 커뮤니케이션과 통신여건 개선의 노력 등과의 적극적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다분야 연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단지 지역 보건

당국과의 협력을 넘어서 지역의 보건의료시설과 지역의 지방행정 리더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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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인 다분야 차원의 접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보건 분야와 함께 지역

사회 개발 및 기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과적인 다분야적 접근을 위

해 무상과 유상 원조기관 간에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 특히 무상 기

반의 보건의료분야 및 응급전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무상원조 기관의 사업

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도로망 인프라 구축과 지역병원시설에 대한 기간 인프

라 구축 등에 있어서는 차관을 통한 유상원조를 유상원조 기관의 사업으로 추

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무상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무상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포괄적 다분야 접근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환경 개선

3.1. 포괄적인 다분야 간 협력 활성화 방안

   산과적 응급전원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서는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기관들 간에 연계와 협력을 통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상 원조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모성보건사업의 일환

으로서 추진되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사업 지역에 EDCF(수출입은행)의 

차관을 통한 사업을 주 단위(province level)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를 통

해 무상원조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모자보건 사업에서 진행되는 산과적 응

급전원체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지역 도로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KOICA 및 KOFIH와 EDCF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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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이러한 연계기반의 접근에 있어서 사전에 기획을 조정하면서 수원국 정

부의 보건 관련 부처와 도로 및 인프라 관련 부처와 함께 공조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지방도로망의 설계와 건설과정에 있어서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지역 인구 및 의료시설 분포 현황의 시공간적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접

근성과 응급전원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 경로의 설계와 구축을 추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차원에서 오토바이 기반 앰뷸런스와 차량 앰뷸

런스 등 차량 유형과 형태별로 각기 다른 개별 지역에 있어서의 최적의 배치 

및 운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병원 등에 대한 수술적 역량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도로망 인프라

의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어느 병원시설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판

단하여 최적의 의료자원 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도로인프라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해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EDCF 등이 가나 등에서 추진하는 군단위의 소규모 군 병원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KOICA와 KOFIH 등이 추진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모성보건 및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보건의료사업과 인프라사업 간에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다분야간 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 개선

   이렇게 다기관/다부처 간의 협력의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ODA 지원을 

추진하는 해당 국가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국가협력추진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협력에 대한 제안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개별 담당 기관이 각 국가에 

사업을 형성하고 기획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기관 간의 협력 가능성이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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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 간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 후 구체적인 사업 대상 지역의 선정과 사

업 내용의 구성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

가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 지역을 수원국

과의 논의를 통해 함께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KOICA와 KOFIH 등의 기관은 해당 국가의 보건부와 함께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형성하도록 하며, 

EDCF는 보건부와 함께 재경부와 연계하여 도로 인프라 및 통신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차관 사업의 현장 집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서 가능하면 수원국의 보건부와 함께 무상원조 기관인 KOICA/KOFIH 및 

EDCF와 해당 수원국의 보건부와 재경부, 그리고 도로개발을 담당하는 수원국

의 도로 및 교통 담당 부처가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협의하는 가운

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분야적 접근의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한

국의 국내 무상 및 유상 원조 기간의 협력과 함께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일본의 JICA 등의 기관과의 협력 또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

께 보건 분야 및 모자보건 분야 관련 국제기구인 WHO를 포함한 UNFPA 및 

UNICEF 등과의 연계 협력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개발원조 지원으로 추진해 가는 경우에는 규모상으로 매우 큰 지원을 

진행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의 

개발은행 등의 지원과도 연계 및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국가, 다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선 수원국 내 보건부 등에 구성되어 

있는 분야작업그룹(Sector Working Group) 등의 협의처를 기반으로 하여 협

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부처와 다양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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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파트너 기관들이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원조 조율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

되는 분야작업그룹 내에서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소통과 공유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간에 연계가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해당 수원국 보건부와의 공조 하에 산과적 응급

전원체계 구축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을 함께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각 기

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세부 요소를 공유하여 사업들 간에 상호 연계

된 형태로 사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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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고찰

1. 고찰

1.1.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산과적 응급전원모델을 근간으로 세 가지 지

연모델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수술적 응급전원 개념틀

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산과적 응급전원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의 방안에 대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나 CHPS+사업

의 사례연구에서 제안된 산과적 응급전원 접근의 핵심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질

적 연구에서 강조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

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의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노

력에 있어 지역사회 인식개선이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의 노력에 비해 비교적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고 산과적 응

급전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산과적 응급전원

체계 강화의 노력에 있어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

며, 보건의료적 차원에 있어서의 포괄성 만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적인 측면과 

기반인프라적 요인을 포함한 다분야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의 방안을 제

안할 수 있었다. 

   다만 향후 새롭게 제안되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모델을 현

실에서 구현해 나가기에 앞서 이 모델의 유효성에 있어, 특히 다분야적 접근 

및 비용효과성과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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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제안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이러한 모델에 부합하게 사업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모성사망의 감소에 기여하게 될지 정량적인 영향 평가 등의 연구와 함

께 질적인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으로 보인다. 

1.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기존에 제안된 산과적 응급전원 정책 프레임워크 모델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기반환경적 요소의 두 가지 차원에의 기반여건을 제안한 반면, 새롭게 

제안하는 포괄적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모델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

여 제안하면서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및 기반인프라 요소의 네 가지 요소로 제안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

존의 모델에 비해 보건의료체계 강화요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체계 시스템

적 요인들을 세분화해서 제안할 수 있었고 보건의료서비스 자체적 요인에 대

해서도 물리적, 인적 자원과 서비스의 질 등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그 역할요

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기반환경적 요소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요

인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었고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단지 도로인프라 

이외의 교통과 통신인프라 등의 다각적 인프라적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제안되

고 있다. 또한 기존 모델에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의 접근을 단편적인 이송과 

전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였으나 새로이 재구성된 모델에서는 포괄적

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도록 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향후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사업을 위해서는 

단지 전원체계 구축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모성사망의 감소 성과를 이루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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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응급전원체계의 구현을 위해서 우선적으

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역량 강화 및 재정적 여건 구축 등의 요소 등에 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적인 모성보건 서비스에 대한 시설적이고 

인적인 역량의 강화와 함께 분만서비스 등의 질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노력이 독

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강화 기반의 포괄적인 모자보

건 향상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2차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요소로서 응

급전원체계 증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요소에 있어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의 증진과 사회문화적 

기준의 변화 등의 요소 및 기본 소득여건의 향상 등의 지역사회기반의 참여 

노력 및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적 요소에 있어서도 단지 이송수단의 제공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도

로기반여건 및 커뮤니케이션과 ICT 기반여건에 대한 지원의 노력을 함께 고

려하며 응급전원에 포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궁극적

으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단지 보건의료사업의 추진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2차적 지연 해소를 통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 강화를 효

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다분야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 개발사업과의 연계 및 기반 사회 인프라 개발 사

업과 연계한 접근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산과

적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

여 기반의 응급전원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

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다분야적 접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저소득국에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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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있어 다분야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

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국제보건 분야에서의 접근이 포괄적이고 다분야적 접근보다는 의료적

인 접근에 집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여러 섹터를 다루고자 하더라도 결

과적으로 특정 섹터 분야에 집중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섹터 간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기존의 보건 분야 국제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공여 기관에 있어서도 다분야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 형성이나 사

업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현지에서도 지원을 받는 중저소득국들의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보건부

와 지역개발부처 및 교통과 지역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들 간에 협력하는 문

화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기반 상황 자체가 다분야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을 쉽지 않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주로 

보건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무상 개발원조 지원과 인프라구축에 주로 

기여하는 유상 차관 혹은 개발금융지원 기관들 사이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 

수원국에 있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상호연계된 다분야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정

책 차원에서의 사업부터 추진하기보다는, 권역 단위나 주 단위 지방정부 차원

에서 포괄적인 다분야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주 단위(province level)의 지방정부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다

양한 섹터 분야 영역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어서 다분야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인 사업 형성이 용이한 측면 때문이기도 하다. 나아가 한국의 ODA 지원에 있

어 특정 국가에 지원을 추진할 경우 국내의 무상과 유상 ODA 지원 기관 간

에 각기 개별적으로 사업을 형성하여 추후에 이를 연계하도록 하기보다는, 사

업 형성단계의 초기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형성하도록 시도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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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관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 및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 대상 국가와 대상 사업의 선정

과 형성의 과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성사망 감소의 세 가지 지연모델에서 두 번째 지

연요소로서의 접근성의 이슈는 산모사망 발생의 기재에 있어 주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의 시도에 있어 다양한 현실적 어

려움과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성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노력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저소득국의 모

성사망 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산과적 응급전원체계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사례연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질적 연

구조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들에서 충분히 잘 다루어

지지 않았던 산과적 응급전원의 이슈와 현황 및 개선된 접근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게 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

체계 방안은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보건의료서비스 요소,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및 기반인프라 요소의 4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제안할 수가 있었다. 또

한 이들 4개 요소 영역마다 갖추어야 할 세부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

여 제안할 수가 있었다. 보건의료체계 요소(Health system factors)와 보건의

료 서비스 요소(Health service factors)의 구성을 통해서는 단지 분만과 제

왕절개수술 등의 산과적 의료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와 전원지

침의 제공과 전원조율, 보건의료시설의 준비도 등 보건의료체계와 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산과적 응급전원과 관련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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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요소

(Community and social factor) 및 기반인프라 요소(Infrastructural factor)

에 있어서는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 단지 앰뷸런스 차량의 제공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사회문화적 요소 및 주민들의 경제여건 개선의 측면과 함

께 도로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통신 기술 여건에 대한 노력 등, 보건의

료적 여건 이외의 다분야적 차원에서의 기반여건 구축의 방향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4종류의 핵심요소 영역이 구축되어 모성사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산과적 응급전원대응(Emergency Obstestric Referral 

Care)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이루게 될 과정적 성과지표로서 응급

전원의 경향성(pattern)과 적절성(appropriateness), 질적 상황(quality)과 적

시성(timeliness)의 측면의 평가 척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산과적 응급전원

체계 강화에 관한 성과의 제안을 위해 의료시설 도착의 적시성, 전원이 이루

어진 산모의 임상적 상태, 향상된 전원율, 시설분만율, 및 산과적 응급서비스 

수요 충족률 등이 중기 성과로서 제안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모

의 질병이환과 모성사망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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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첨부 1. 심층면담 질문사항

I. 모성사망 감소와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기본질문

① 모자보건사업에서의 접근에 있어서의 핵심요소

①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의 사업의 우선순위

① 모성사망에서의 3가지 지연모델의 중저소득국 현황

① 모성사망 지연모델 중 2번째 지연의 중저소득국 현황 및 주요 핵심사안 

모성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중요성

II.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다분야적 접근 관련 질문

① 국제보건사업에서의 다분야 접근의 중요성과 접근 방식에 대한 제언

①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사회역량강화를 포함한 지역사회개발 기반 접근과의 

연계 가능성

①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접근의 연계 가능성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다분야 접근의 가능한 난제 및 유의점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다분야 연계적 사업의 형성과 집행에서의 주안점

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접근의 중요성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모성보건 관련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연계한 지

역사회개발과 지역인프라 구축 접근의 포괄적인 다분야 연계형 접근의 필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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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원국과 한국 개발원조의 정책적 차원 질문

① 포괄적인 1차보건의료기반 보건의료체계 강화 접근과의 연계와의 중요성

① 수원국의 국가적 정책적 접근의 차원으로 확장의 필요성과 방안

① 한국의 개발원조 지원 기관과의 연계시 추진 가능 방안

IV. 다분야적 접근에 있어서의 파트너 기관들과의 연계 방안 관련 질문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다분야 접근에 있어서 타 개발

원조 기관들의 역할과 가능성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다분야 접근에 있어서 국제기

구와의 협력 가능성

①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강화의 다분야 접근에 있어서 세계은

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협력가능성

① 수원국 국가의 다양한 다른 부처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접근에 대

한 방안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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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심층면담 답변 기록

1. 보건의료체계 관련 요소

1) 모자보건사업에서의 접근에 있어서의 핵심요소

“모성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은 경제적 역량이 있느냐였다. 이와 함께 여성 등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의

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다.” (FGI 면담자 2)

“접근성에 있어서보자면 1차지연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프라와 서비스

도 중요하지만 가장중요한 것은 신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시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산모만이 아

니라 산모 가족들의 신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GI 면담자 3)

“3가지 지연에만 집중을 하면 그 나라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측면이 간과

될 때가 많다.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나 모자보건 서비스체계를 운영하고 관리

하는 지역보건당국 및 해당 국가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체적인 모자보건 

사업의 접근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들의 역량의 강화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

다.“ (FGI 면담자 4)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필요한 개념의 제시는 응급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개념

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단지 응급 전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그 지역, 

의 여건 자체의 요소가 중요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이 산간 지역이냐, 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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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호수 인근이냐, 외진 구석 지역이냐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협조적이냐 아니냐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도 더욱 어려운 곳이 있고, 

주 단위에서는 해당 주의 중심부에 주도에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지에 니즈를 잘 맞추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IDI 면담자 1)

2)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의 사업의 우선순위

“모성사망 감소를 낮추기 위한 사업 구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며 그래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업

을 수행하는 이들의 개인의 철학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FGI 면담자 4)

”어떤 지역은 인식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교통수단이 더욱 중요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니즈와 우선순위는 지역의 현황 파악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FGI 면담자 1)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산인력에 의한 분만율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

하고 가장 좋을 수 있다. 이것을 올리려는 것이 응급전원일 수 있으며,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는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망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모성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이 되느냐 등이 중요할 수 있

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프라인 것으로 보인다.” (IDI 면담자 1)

“모성보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지역은 막상 시골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의

료인력은 1~2년이 지나면 매번 그만두 떠나고 싶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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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거환경이나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한데, 안전하게 최소한의 주거가 가

능한 환경 여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잘 없으며 이러한 부분 또한 중

요할 수 있다.”(IDI 면담자 1)

3) 모성사망 지연모델 중 2번째 지연의 중저소득국 현황 및 주요 핵심사안 - 

모성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중요성

“오토바이 앰뷸런스 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사

업이 끝난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니즈가 크며 지역사

회가 스스로 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과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게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것으로 보였는데, 해결해야하는 접근에 있어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다.”(FGI 면담자 2)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배분을 하더라도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2차 지연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지역에선 산모의 상태

가 좋지 않아 차량앰뷸런스가 필요한데 구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오토바이 앰뷸런스 등이 있더라도 이의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것인

가가 고민이 되었다.”(FGI 면담자 2)          

“오토바이 앰뷸런스의 활용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지역사회에 따라서 지

역사회가 비용을 모으는 경우도 있었고 비용지불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었으며 

방치되는 경우 있었다. 비용지불이 필수적인 경우 산모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

는 역량과 권한이 낮은 것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앰뷸런스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는 경우가 있었는데 돈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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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FGI 면담자 2)

”에티오피아의 경우 거리 자체가 너무 멀고 이송수단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시설분만 안하는 것이 불법화되었긴 하지만 거리의 문

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의료인

력이 집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FGI 면담자 3)

”에뷸런스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이 지속가능성이 오래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있기는 함하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수리하고 기름 넣

고 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오토바이 앰뷸런스를 

최대한 지역 보건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디 중요하다.” (FGI 면담자 

3)

”응급전원을 위한 이동수단 이외에 2차지연에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서 커뮤

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야간에 응급전원이 되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리한데, 경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응급전원이 어레인지가 되

야 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FGI 면담자 2)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산과적 응급전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에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분만의 상황이 응급상황

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산모가 거주하는 마

을에서 진통이 시작된 후 오랜동안 지속되고나서 지역 기초보건의료시설로 오

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산모가 분만 예정일 2~3일 전에 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조산사가 



- 168 -

진통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이 되는 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조산사가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응급이 

될 수도 있는 상항이 있는 경우 조기에 상위 시설로 이송을 해서 필요시 조기

에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결정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IDI 면담자 1)

“추가적으로 모성사망 감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여건과 환경이다. 

이를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혈액은행 등의 수혈

을 위한 여건이 중요하다. 또한 인큐베이터나 기타 신생아 치료 여건의 확보

를 통해 신생아 사망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IDI 면담자 1)

”병원 수준의 제왕절개수술의 제공에 있어서 꼭 산부인과전문의 일 필요는 엇

으며 군 병원급에서는 외과의사가 한두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수술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의사들

만이 아니라 의사조무사(Physicial Assistance, PA)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들

이 있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PA들이 수술을 오래 한 경험이 있

는 경우 새로 배치된 의사들 못지 않은 수술 술기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

다. 따라서 새로 의사들이 배치된 경우 PA들이 수술을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PA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IDI 면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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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 구축의 다분야적 접근 

1)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포함한 지역사회개발 기반 접근과

의 연게 가능성

“응급전원 등에 있어서 소득증대 사업 등의 경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이는 단순한 소득 증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자존감과 의사결정 능력을 높

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FGI 면담자 1)

“돈이 없는데 건강 등을 먼저 챙기거나 할 겨를이 없기도 하다. 소득이 증대

되야 본인의 건강 증진 자체에 대한 요구도도 커지고 건강을 챙길 겨를이 있

고 건강에 대한 의지도 커질 수 있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최우선이 

아닐수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FGI 면담자 3)

“네팔에서 닭이나 염소들을 나누어주면서 이를 재생산이 되면 이를 트렉했을 

때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 증대 시 반응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가

족들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경향 더 크기도 했으며, 또한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였다.” (FGI 면담자 2)

“특히 여성의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 여성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성 스스로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역량 강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다.” (FGI 면담자 1)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지역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사회의 내재적 역량이 강

화되는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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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함께 지역정부 당국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당국의 서비스에 대해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도 하다. 본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거나 지역 당국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었다.” (FGI 

면담자 1)

“지역사회개발과 함께 모성보건의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보건위원회의 설립을 하여 활동하

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보건위원회 구조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조산사 

파견을 지역당국에 요구하거나 보건인력의 숙소가 지어지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있었다. 또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지역정부를 상

대하는 스킬들을 가르쳐서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다.” (FGI 면담자 1)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접근을 할 때 단지 소득 증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

라 각종 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수

렴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해집단들의 모임이 

보통은 형식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도 중요할 수 있

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부녀회를 활성화해서 인식을 강화하고 여성들 자체가 

자존감 자신감 높아지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

었다.” (FGI 면담자 3)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성이 강화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사결정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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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을 임파워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으로서의 교육

의 측면이 있었다.” (FGI 면담자 1)

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쉰뢰를 얻어내고 지

역주민들이 해당 의료인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해당 지역사회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보

건지소의 의료인들이 얼마나 잘 역할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을 잘 해

내면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DI 면담자 1)

타분야 사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통합적 인프라, 전기, 물, 학교 및 지역농업 

등에도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 지역보건개발계획

(District Health Managment Plan)은 로컬 지역의 지역개발계획(Local 

District Dvelopemnt Plan)과 연동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주단위나 

국가단위로 크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군(district)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연결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군 단위에서 보건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인프라와 생활여건의 구축 논의에 보건접근에 대

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 보건담당 관계자들 

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다. (IDI 면담자 2)

3)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접근의 연계 가능성

“단지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개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기 때 유실된 흙 도로를 건기가 되면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도로 포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역할이 중요할 수 있

다.” (FGI 면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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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면 도로 작업을 하던 곳만 하는 경향이 크며,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를 보건사업의 수요와는 연결

해서 보건 당국과 연계하는 노력이 없었고 보건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었다. 꼭 큰 돈이 들어가는 도로 포장

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도로를 보수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도 연계할 수 

있으면 보건사업에서 지역개발 및 지역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개념에서 

구조화된 노력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최소한 지역 

도로 당국과의 소통의 노력을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FGI 

면담자 4)

”NGO들은 기간 인프라에 대한 노력을 담기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유

가 많은데, 지역보건 당국은 이게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 경우 도와주지 못하

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역의 예산계획 수립 회의에 참여하

면서 이러한 수요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지역 정부 예산수립 회의 등에서 어드보커시 역할을 하는 것이 한편으론 의미

가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FGI 면담자 2)

4)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응급전원체계구축의 다분야 접근의 가능한 난제 및 

유의점

“베트남의 다분야 사업 참여 경험에 있어서 보건, 환경, 지역개발, 지방정부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교육)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었고, 본인은 보건소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의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분야의 역량이 강화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별적인 각자의 섹터 분야의 필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절화된 모습이 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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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된 사업을 하면서 지역 도로를 까는 노력이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있

었는데 보건소 인근에 도로가 깔리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건의료 시설 접근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역개발사업 

도로구축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또한 사업운영을 하는 주체 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수원국 정부 당국들 안에서의 조율도 쉽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 소관 부

서들 간에도 단절이 심하고 소통이 잘 안되었다.” (FGI 면담자 3)

다분야 접근을 하는 경우 구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대 및 도로구축의 경우 그 구현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 내

는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분야 적인 접근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모성사망 감소에 있어서의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도 다분야 접근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주

어진 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이나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 에 

있어서 드론을 활용한 접근 등이 유용할 것이다. (IDI 면담자 1)

5)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다분야 연계적 사업의 형성과 집행에서의 주안점

“사전에 현황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장기적인 영향이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 관계수로 사업을 했는데 관계수로를 활용해서 일을 하

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관계수로를 활용해서 지역농업활동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

이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에서 알수가 있었다. 따라서 다분야적으로 접

근하는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다분야적인 사업 요소를 포함하여서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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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한지, 어떠한 내용의 사업이 분야별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서 사전에 잘 현장의 상황이 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FGI 면담자 1) 

사업의 효과를 결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사업의 활동 자체의 

외형적 요소만 연계하는 것은 제한이 크고 힘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맞물려져서 복합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IDI 면담자 2)

통합적 접근의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수혜자를 중심으로 놓고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소/개선해주는 접근의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수혜자의 혜택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이 중

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공급자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IDI 면담자 2)

사업의 효과를 결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사업의 활동 자체의 

외형적 요소만 연계하는 것은 제한이 크고 힘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맞물려져서 복합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IDI 면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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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국과 한국 개발원조의 정책적 차원 질문

1)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 기반 보건의료체계 강화 접근과의 연계와의 중요성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지역사회보건요원의 역할 중 

하나가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25가구 담당하면서 임산부 있는지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증진의 역할을 하고, 또한 긴

급한 상황 시 산모의 응급전원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었다. 다만 산모가 막상 

출산에 임박해서 보건소에 가도록 전원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들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인력이 없던가 의약품이 없던가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건소 

인력들이 이들을 빨리 봐주지 안는 경우, 친절도가 떨어지면서 함부로 산모와 

보호자를 대하면서 산모의 존업성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 등 산모 친화적 서비

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이 자괴감이 들었

고 어려움을 격었던 부분이 있었다.” (FGI 면담자 2)

결국 성공의 요인은 응급전원체계라는 하나의 포괄적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

어 제시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요소까지 염두에 둔 지역

보건시스템 체계 구조에 어떻게 응급전원 체계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 보건정

책에 녹아져 들어져 가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보건 당국의 역할

과는 괴리되어 독립된 응급전원 모달리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행

정 당국의 리더쉽과 거버넌스 체계 내에 녹아져 들어가 행정적 운영상의 요소

와 연계되어 녹여져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IDI 면담자 2)

지역보건시스템 체계와 응급전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되지 않으며 통합되

어 접근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노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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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전원자체계에만 접근하면 한계가 클 것이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빈곳한 개도국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체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IDI 면담자 2)

3가지 지연모델로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포괄적

인 1차보건의료 안에 응급전원체계 의 강화의 접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SERC의 경우도 단순히 이동수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보건

의료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IDI 면

담자 2)

2) 수원국의 국가적 정책적 접근의 차원으로 확장의 필요성과 방안

“국제 NGO의 경우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책 어드보커시 연계의 경우가 있으

며 지역 정부의 개입 활성화 노력이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요소에 있어서 국가정책으로서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취약한 편이다.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여 국가 정책의 채택에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

이 쉽지는 않다. 다만 정책 근거(policy evidence)를 확보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부 정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국가적 

정책에 반영되고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나아가 정

책옹호(policy advocacy)를 하기 위한 연구 활동 자체를 구조화해서 옹호 활

동에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를 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한 여러 파트너 기관들 간에 연계와 협력이 중

요해 보인다.” (FGI 면담자 2)

“두 번째 지연이 응급전원 관련 측면이 많은데 NGO나 작은 단위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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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역사회 주도의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지역의 지도자나 추장의 역

할을 잘 황용해서 지역의 상황에 적절한 응급후송 방식을 찾아내에 제시하게 

됨. 다만 이러한 지역 주도의 접근의 경우 주단위나 국가단위로 확산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보건 당국의 역할과는 괴리되어 독립된 응급

전원 모달리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행정 당국의 리더쉽과 거버넌

스 체계 내에 녹아져 들어가 행정적 운영상의 요소와 연계되어 녹여져 들어가

는 것이 중요하다.” (IDI 면담자 2)

지역행정당국의 오너쉽과 리더쉽이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기존에 

진행이 된 SERC 프로그램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역할을 한 바 있다. SERC 

프로그램 운용자체만이 아니라 이를 둘어싼 기반행정 여건이 함께 구축되는 

것이 중요한 하며 행정 지원체계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응급전

원/이송 모달리티 하나만 적용되어 성공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잘 현지 체

계 내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당국에게나 현지 주민들 체계 

내에 내재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IDI 면담자 2)

3) 한국의 개발원조 지원 기관과의 연계시 추진 가능 방안

“필요 시 무상원조를 통한 사업을 EDCF 등의 차관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국가적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필요하면 무상사업의  

유상원조와의 연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보건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 사업도 함께하는 가운데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다리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타 사업들과 연계되도록 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FGI 면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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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인 파트너 기관의 역할의 연계 관련해서는 연계하는 노력 자체에 역량

과 에너지가 많이 소진 되는 것을 보게되기도 한다. 파트너쉽의 핵심은 기계

적인 사업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인 활동르 하지만 너무 많

은 부분을 기계적으로 연계시킬려는 것 보다는 각자의 사업이 독립성을 가지

면서 결과적 효과에 대한 시너지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하다. 기계적으로 사업 활동 자체가 연계 및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로 사업을 하면서도 개념적으로 공통 성과를 달성하

도록 하여 같이 하는 따로 또 같이의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IDI 면담자 2)

송전망 EDCF 사업의 경우 연수는 KOICA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EDCF 사업

은 10여년이 지연이 되면서 사업간의 연계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차라리 EDCF 사업 내에서 연수 미 역량강화 부분이 들어 가 있도록 하는 것

이 현실적이고 좋을 것으로 본다. (IDI 면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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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for Strengthening of Comprehensive Obstetric 

Emergency Referral System to Reduce Maternal Mortality in 

LMICs: With Focus on Ghana Upper East Region Project 

 

Hoon Sang Le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ternal mortality world wide has reduced from 451,000 deaths 

in 1990 to 295,000 in 2017. This progress was made with a great deal 

of efforts from the global community with focused efforts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which later are continu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specially, it was the result 

of of global community’s efforts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improvement, with greater amount of service provided for safe 

delivery. However, since 2010s, the rate of maternal mortality 

reduction has been slowing down and there issues have been raised 

for the global efforts that is lagging behind in the aspect of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ibility to the safe delivery service. Especially, in the 

aspect of three delay model of maternal mortality, many organization 

are actively addressing the issues of reducing the first and third 

delays; nameley through improving the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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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safe delivery service and through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safe delivery service at the health facility. However, as the 

second delay of maternal mortality, regarding the delay in reaching the 

safe delivery service, there has been lack of enough effort to solve 

the issues of delay. Especially,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difficulti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obstetric emergency referral service. Thus, 

in this paper, through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interview, and 

in-depth cases studies of a specific case example of a project, the 

paper will try to explore key bottle neck to the problem of weak 

obstetric emergency referral. The paper will eventually address the 

issues of obstetric emergency referral, and provide direction for 

strengthening comprehensive obstetric emergency referral system that 

can be put into practice in Africa and Asia, to contribute for the 

reduction of the maternal mortalit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Key words: emergency obstetric referral maternal mortality reduc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safe delivery, L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