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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 

인증에 대한 질적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국제 재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은 외교부에서 

파견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UN 재난대응

팀에서는 해외긴급구호대를 구조팀과 응급 의료팀으로 각각 나누어 평가하

는데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대의 구조팀은 2011년 최상급인 Heavy 등급을 받아 그 역량을 국제 사회에

서 인정받았지만 응급의료팀의 경우는 아직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어

떠한 등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 1형 고정형 응급

의료팀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세계보건기구 제 1형 고정형 응급의료팀 인증을 위해 어

떠한 부분에서의 준비와 개선이 시급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국제보건기구에서 배포한 응급의료팀별 최소기준 역량에 대한 우

리나라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본부에 

속한 재난 해외응급의료지원팀을 통해 최소기준에 대한 준비도 및 달성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보건기구의 해외응급의료팀 관리 

문건을 바탕으로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실제 파견

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 의료팀이 갖추어

야 할 역량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의견법을 통해 수집 후 개선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제 1형 응급의료팀 인증절차를 추진하였

으나 현재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인증준비 자체의 복잡성보다는 국가적인 관

심과 지휘관련 구조에 있어 거버넌스가 부족해 준비 지속성과 업무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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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응급의료팀 인증과정 

중 자급자족과 관계된 물류준비 능력과 파견인력 소집에 관한 역량강화가 

응급의료팀 활동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재난

구호 및 응급재난의료관련 전문가의 부족도 지적되었다. 외국 선진공여국과 

우리나라와의 비교에서는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자연재난 후 지원에만 머무

르는 한계가 있음과 좀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물자의 순환활용이나 국방부의 군수송기를 활용과 같은 협약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응급의료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역량

이 검증된 비정부기구(NGO)과의 민관협력과 함께 재난의 종류에 따라 모듈

별 팀 구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결론: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를 달성하고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의 체계적 추진체

계 구축과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응

급의료팀의 인증획득과 물류전문가 및 공적개발원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

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으로서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세계적 유행시대에 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감

당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재난,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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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제 재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은 외교부에서 파견하는 대

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 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의 즉

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현하며, 국가 이미지

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외교부, 2018).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러한 해외 응급의료

팀인 국제재난 의료지원단(Foreign Medical Teams, FMTs)을 응급의료팀

(Emergency Medical Teams, EMTs)으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근거한 응급의료팀 등급 분류제도를 실

시하여, 시설, 장비 및 의료인력 등에 따라 응급의료팀을 제 1형 이동형

(Type 1 mobile), 제 1형 고정형(Type 1 fixed), 제 2형(Type 2), 제 3형

(Type 3) 그리고 특수치료팀(Specialized Teams)의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

다. 이를 계기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국에 응급의료팀 등급을 획득한 국가에 

한정하여 의료팀 지원을 수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Norton et al, 2013). 

  제 1형 고정형 응급의료팀의 경우 하루 100명의 외래 환자를 하루 12시간

씩, 주 7일 동안 진료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 2형 응급의료팀은 하루 24시간 진료를 보고 입원환자를 치료

하며 외상과 관련된 수술과 산부인과 수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제 3형 응급의료팀은 고난이도의 수술과 타병원에서 의뢰

된 입원환자의 중환자 치료(referral intensive care)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특수치료팀은 재활이나 화상, 투석치료(renal dialysis), 콜레라나 에볼라 

등을 치료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표 1). 



- 2 -

표 1. 해외 응급의료팀의 분류와 분류 표준

응급의료팀 등급 정의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주 특징 최소 요건 근무시간

제1형 이동형
(Type1 mobile)

외래 응급환자 
치료(이동가능)

환자분류, 응급처치, 
외상환자 안정화 후 후송, 
비외상이나 경한 외상치료

경한 치료 
모든 연령대의 

응급치료 

50명 환자/일
12시간/일  
7일/주

제1형 고정형
(Type1 fixed)

외래 응급환자 
치료(고정 
구조)

100명 환자/일

제2형(Type2)
입원환자, 외

과,산과수술

전문심폐소생술, 상처치료, 

기본골절치료, 수술환자분

류, 손상통제수술, 외과, 

산과 수술, 비외상환자 입

원치료, 기본(마취,X-선,수

혈, 혈액진단검사, 재활) 

지역병원 규모  

깨끗한 수술실

자원부족상황에

서 다학제 진료 

수술실1개

(수술방1개)

입원실 20병상

7개 수술 또는 

15개 소수술/일 

24시간 /일

최소 3주

제3형(Type3)

중환자실 포함

한 복잡 입원환

자, 복잡 수술

제 2형 서비스 포함

복잡재건수술, 정형외과 수

술, 전문(X-선, 수혈, 혈액

진단검사, 재활치료),전문

적 소아, 어른 마취, 24시

간 집중치료 및 인공호흡기

3차병원 규모 

다학제 진료 

1형과 2형에서 

전원 환자 치료  

멸균 수술실 

수술실1개

(수술방2개)

입원실 40병상

15개 수술 또는 

30개 소수술/일 

4-6 중환자병상

24시간 /일

최소 4-5주

특수치료

(Specialized)

특수의료전문

(에볼라, 재활)

재활치료나 감염병, 화상,

투석, 안면수술, 모자보건 

2-3명 전문가 

특수시설

제2형이나 3형

의료팀내 존재 
최소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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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응급의료팀은 국가에서 파견되거나(민간 또는 군),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비정부 기구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을 통해 들어와서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급자족(self 

sufficiency)의 원칙을 유지하게 된다. 2021년 4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개

국에 30개의 인증된 응급의료팀이 국제보건기구가 세운 최소기준을 만족시

키며 일하고 있다(표 2). 

 UN 재난대응팀(Disaster Response Team, DRT)에서는 해외긴급구호대를 구

조팀과 응급 의료팀으로 각각 나누어 평가한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팀은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INSARAG)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2011년 최상급인 Heavy 등

급을 받아 그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유태호 등, 2014). 

 최상급인 Heavy 등급의 구조팀은 해외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있어서 최

우선 지역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세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국제구조대는 역량에 따라 Heavy, Medium, Light 3등급으로 

구별하여 매 5년마다 평가 및 승인 절차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재등급 분류심사를 시행받고 Heavy 등급 재인정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재

등급 분류심사 예정이었으나 COVID-19 의 확산으로 심사 일정이 미루어져 

2023년에 재등급 분류 관련 수검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경우, 아직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정하

는 어떠한 등급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6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현

재 제 1형 고정형 응급의료팀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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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HO 국제 응급의료팀 인증 국가

      

(https://extranet.who.int/emt/content/emt-global-classified-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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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세계보건기구 제 1형 고정

형 응급의료팀(Type 1 fixed EMT) 인증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의 준비와 

개선이 시급한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

격에 맞는 제 2형 응급의료팀(Type 2 EMT) 인증을 위해 응급의료팀이 갖추

어야 할 역량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이 아직 국제사회의 어떠

한 인증도 받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제 1형 응급의료팀 인증을 위해 오래

동안 준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고 최상급 Heavy 등급인 응

급구조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응급의료팀 앞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한

계와 장애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 인증과 관련하

여 현재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 알아본다. 

 셋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 인증을 위하여 민간 및 국가적

인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넷째, 선진 공여국과의 비교고찰과 본따르기(benchmarking)을 통해 대한민

국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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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의 설정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하였다. 

  첫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해외파견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지원하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시,도 소방본부, 탐색, 구조, 응급의료 등 국제구조 활동에 필

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 근무한 적

이 있는 사람. 

 둘째, 첫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긴급구호대의 해외파견업무에 2회 

이상 동원되어 구호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해본 적이 있는 사람. 

  또한 연구 대상자의 제외기준으로는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

족하지 않는 경우로 하였고 그 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은 만족하였으나 

근무기간이나 경험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해외긴급구호를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 국제협력단

(KOICA)과 해외 응급의료팀의 주된 실행부서인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

팀을 접촉하였다. 

 해당 부서의 업무에 익숙한 담당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제보건기

구에서 배포한 각 응급의료팀별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역량에 대한 대

한민국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본부에 속

한 재난 해외응급의료지원팀을 통해 최소기준에 대한 준비도 및 달성도를 확

인하였다. 또한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동의를 취득한 

후에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 응급 의료팀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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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면접에서 부족한 부분은 해외재난 구호시스템에 있어서 선진국인 나

라들의 조직 및 운영을 참고하고 이미 제 1형과 제 2형 응급의료팀 인증을 받

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고찰 후 응급의료팀 인증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보완할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3. 조사 내용 

 설문을 통해 WHO 응급의료팀 인증 관련 현재 준비 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대

한민국 해외응급의료팀의 지휘부(headquarter) 및 운영, 재정 관련, 인력 및 

교육 관련에 대해 파악하고 현재까지의 해외응급의료팀의 파견 전 준비, 파견 

중 활동, 파견 후 정리로 나누어 활동 및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

문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보건기구의 해외응급의료팀 관리 문건(IFRC and 

WHO, 2017)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 2021년 4월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실제 파견자와의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면

접에서 사용된 주요내용은 (표 3)과 같다.

  4. 분석 방법  

  다양한 위치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의견을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기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정성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 의료팀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의견법을 통해 수집 후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

하였고 미흡한 부분은 문헌자료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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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층면접 내용

구 분 내 용

WHO 응급의료팀

인증 관련

한국 KDRT 와 해외응급의료팀의 현재수준과 위치 
응급의료팀 인증관련 준비와 표준업무처리절차
멘토쉽 프로그램과 인증평가 구체적 준비

파견 전 준비

평상시 지휘부의 구조 및 운영
민간협력과 관련, 공적 조율 
응급의료팀의 역량 강화위한 평시 운영체계
이동형 병원 운영 경험 
재난관련 해외응급의료지원팀의 재정과 개선
인력모집과 국내 및 국외 교육관련 개선사항 
적절한 인력구성과 인원, 파견기간
물품 관리 

파견 중 활동

파견 중 활동경험의 개선점 
활동 프로토콜과 선발대의 필요성, 팀장의 덕목 
현지단체나 글로법단체와의 협력여부 
실제 진료의 난이도 
현장지휘체계 및 팀별 협조상황
구호본부와 긴급구호대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효과성
활동지역 선정주체 및 절차
타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타국 구호대, UN, 한국 NGOs)
구조/의료활동에 대한 현장지원의 효과성 여부 / 보완사항
구호와 자족성에 대하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및 휴식관련

파견 후 정리 
철수결정 및 절차
구호활동 종료평가 현황 및 방식
구호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및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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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해외긴급구호관련 국내외 현황

 1.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외 현황

  1) 재난에서의 인도적 지원 

 

  지구상에는 매년 약 3억 명의 인구가 홍수, 지진,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분쟁, 내전 등 인위적인 재난(Man-made Disasters)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된다(Nagata et al, 2016). 자연재해,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전염병 등 다양한 종류의 위기 상황에 노출되면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이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높아지

고 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humanitarian assistance)이란 이러한 재난

이나 전쟁 등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조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이다(OCHA, 

2003). 

 인도적 지원에는 지원 행위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1991년 유엔 결의안(A/RES/46/182, A/RES/58/114)에서 합의된 국제적십자사

(ICRC)의 7대 기본원칙 중 4가지 특별원칙인 인도(Humanity), 공평

(Impartiality), 중립(Neutrality) 그리고 독립(Independence)이다(ICRC, 

1994). 이 4가지 원칙은 국제 인도적 지원의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반을 제

시하는 중심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국제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관련 국제법에

서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요소들을 차용하여 법적 근거를 삼고 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국제법으로는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국제난민법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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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제법들이 인도적 지원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인도적 활동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국제적 행동 강령 및 지침들이 더 실제적이다. 그 중 대표

적인 것으로는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적십자운동과 NGO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and NGOs in Disaster Relief)’과 ‘Sphere 기준(Sphere Standards)’을 들 

수 있다. 

‘국제적십자운동과 NGO 행동강령’에서는 세부적인 실행수칙보다는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수행을 위한 10개의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인도적 활동을 평가하

는 유용한 도구이자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ICRC, 1994). 

 또한 1994년 르완다 대학살 후 대두된 인도적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사

회의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1998년 제정된 ‘Sphere 기준’은 

인도적 지원 원칙과 함께 실질적이고 상세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 서비스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Sphere 기준은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으로 

알려진 Sphere Handbook 과 인도적 대응을 위한 여러 단체들의 조율,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단체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Sphere, 2018). 

  2) 국제적 개발협력의 동향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1961년 출범한 경제

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정의

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

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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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

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세

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신생

독립국에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공적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이

후 다자원조의 근간이 되었으며 양자원조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전후복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냉전이 막을 내리고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과다채무빈곤국 이

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형성을 비롯하

여, 인권, 인구, 아동, 여성, 식량 관련 국제 결의문이 채택되어 여러 분야에

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IMF, 1996). 

  최근 동향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여국들의 원조예산 지출의 정당성 확보가 중

요한 사안이 되어 원조전략 마련시 국익이나 경제적 우위와 같은 자국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여 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이익 도모가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여국들의 국익 우선주의(aid nationalism) 경

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주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간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3)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동향

  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우리나라의 2019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4.9억불(전년 대비 1.3억불 

증가)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전년 대비 0.01% 증가)로 

OECD DAC 전체 회원국의 ODA/GNI 비율인 평균 0.30%에는 들지 못하고 OECD 

DAC 회원국(29개) 가운데 중위권(1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4). 



- 12 -

표 4.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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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ODA 규모는 2020년 확정액 3조 4,270억원 대비 2831억원(8.3%) 늘어

난 3조7101억원으로 결정하였고 2030년까지 6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의결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이는 2020년부터 COVID-19로 인해 9

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과 사회간접자

본(SOC), 공적개발원조(ODA, 612억 감액)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로 개

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또한 줄이기로 하였다. 

②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추진체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정책

들을 심의 및 조정하고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1).

 외교부 개발협력국은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되

어 있고 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다자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국제기구협

력사업,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등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해외 응급의료팀과 관련된 것은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팀에서 

맡고 있으며 인도적지원 긴급구호는 코이카 예산이 아니라 외교부 보조금 예

산으로 진행되는 업무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총괄하고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

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 

그리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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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한민국 개발협력 추진체제(https://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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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요정책 및 전략

 2021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COVID-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보건 및 의료 ODA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 및 의료 ODA 규모를 2020년 2,773억원에서 2021년 3,358억원으로 

21.1% 대폭 확대하였고 시민사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의 가용 총 역량

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발도

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요소 보완 및 의료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환경을 조

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실현을 위한 연대와 공조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국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재난 대응의 경우, 신남방 정책과 연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취약국을 중점으로 ODA 사업과 연계하여 재난 사후대응 보다

는 재난위험 경감 및 복원력 강화 사업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국제

개발협력위원회, 2021). 

 그 중 ASEAN 국가를 위주로 한 신남방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 및 유라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 지역의 경제개방에 따른 개발수요 증가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ODA 사업을 주요 대외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9,823억원에서 2021년 10,468억원(유상 6,046억 + 무상 4,422억)으로 

유상원조의 경우 전년 대비 74% 증가한 10.6억불을 지원할 예정이고 무상원조

의 경우도 신남방 5대 중점 프로그램(KOICA) 등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신북방 

관련해서도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규모를 2020년 4,321억

원에서 2021년 5,69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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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긴급구호대의 국내외 현황

  1) 국외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국제적인 해외 의료 긴급구호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춘 의료팀에서부터 1000

병상 규모의 병원선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1976년 과테말라 지진에

서 미국에 의해 단 하나의 야전병원과 소수의 의료팀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180개의 팀이, 2010년 아이티에서

는 400여개의 팀이 등록하여 의료 구호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응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s, EMTs)의 다양한 형태와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

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WHO의 국제보건 클러

스터(Global Health Cluster, GHC)에서는 잘 준비된 전문 응급의료팀과 즉흥

적인 비전문 의료팀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팀을 제1형, 제2형, 제3

형, 그리고 특수팀들로 분류하는 응급의료팀 체계를 제시하였다. 

 해외 응급의료팀의 활동은 보통 아래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파견전 단계(Pre-deployment phase)

  해외 응급의료팀의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를 당한 나라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가 팀을 파견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

정은 보통 피해규모와 복구에 관한 인도주의적인 것 외에도 정치적인 결정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2003년 이란 지진의 경우 타 응급의료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1995년부터 이

란에서 일해온‘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와 같은 소

수의 NGO 에게만 활동 승인을 해주었다. 또한 2004년 인도양 쓰나미때 충분한 

보건자원을 가진 인도와 태국은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인도네시

아는 국제적인 지원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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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칠레의 경우 응급의료팀의 승인은 주로 남미와 스페인, 일본을 위주

로 이루어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30개국 이상에서 의료팀을 일본으

로 파견하려 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스라엘과 태국, 요르단, 그리고 필리핀 4

개국의 의료팀만 승인하였다(IDC Japan, 2014). 

 하지만 이례적으로 2010년 아이티 지진의 경우 아이티 정부건물들이 붕괴되

어 정부의 역할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와 현장과의 소통과 조율이 어려워진 상

태에서 외부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응급의

료팀이 아이티에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응급의료팀을 보내는 주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공식적인 파견요청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태를 직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파견요청이 올 때 즉

각적인 파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도착 단계(Arrival on site phase) 

 도착 단계에서는 등록과 과업 분배가 필요하다. 보통 응급의료팀 도착 이전

에 피해국이나 WHO 보건클러스터 코디네이터에게 파견될 팀의 역량, 인력, 장

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Norton, 2013), 많은 재난에서 

이러한 사전고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은 요즘 미국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의 경우 의료팀은 6시간, 비의료팀은 12시간 소요가 

되고 캐나다 적십자의 경우 출발까지 2일이 소요되지만 과거에는 생명을 구하

는 급성기 외상처치에 의료팀이 너무 늦게 도착하였다. 

 2003년 이란 지진의 경우 응급의료팀이 재난발생 후 3일째 도착하였고 2010

년 아이티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18시간 후, 칠레의 경우 3-7일이 소요되었다

(IFRC and WHO, 2017). 현재에도 제 1형 응급의료팀이 36시간 내로 가장 먼저 

도착하지만 더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물자가 필요한 제 2형과 3형 응급의

료팀의 파견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통관절차는 적절하게 의료처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물

품의 빠른 통관을 위해 피해국의 신속통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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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경우처럼 ‘one stop shop’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 빠른 통관을 

하기도 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범아메리카 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의 Supplies Management (SUMA)/Logistical Supplies 

System (LSS)에 통관절차를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2014년 시에라리

온의 에볼라 대응에서처럼 2개월 가까이 세관에 물품이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

서(HERE-Geneva, 2015) 이미 합법적으로 등록된 의료팀에 대해서는 긴급 또는 

신속통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팀의 현장 등록에서는 의료구호활동을 제공하는 팀의 역량에 대해 

목록에 기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재목록은 장비와 야전병원(Field 

hospital)의 형태(Type), 전문별 파견된 인원수, 인력과 기반시설 전개에 걸

리는 시간, 자족할 수 있는 역량, 활동기간, 요청국이나 WHO 등에 요구할 사

항 등이다. 이러한 등록과 인증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팀의 질관리가 이

루어질 수 있는데 2010년 아이티의 경우 많은 의료팀 중 일부인 390개의 팀이 

클러스터에 등록하였고 그 중 46개의 팀만이 보건부 기준에 맞는 인증과정을 

거쳤다(PAHO/WHO, 2011). 

 보통 큰 규모의 재난의 경우 공항에는 재난구조팀(Urban Serach And Rescue, 

USAR)을 위한 입출국 센터(Reception and Departure Centre, RDC)가 있고 유

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에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36시간 이내로 재난

현장지휘소(Onsite Operations Coordination Centre, OSOCC)를 만들고 24시간 

후에는 해당국가의 보건부로 지휘권을 넘기고 진행사항을 감독하게 된다. 

 도착단계에서 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팀의 역량에 따라 일하는 장

소를 배정하는 조율(coordination)이다. 네팔의 경우 등록 후 조율에 3일이 

소요되었고 조율시에는 등록한 의료팀 자체의 역량신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확인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파견된 의료진의 의료면허에 있어서는 보통 여권사본과 면허사본, 그리고 직

무와 관련된 자기소개서(cover letter)를 받고 해당 피해국에서 30일간의 임

시면허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파견국의 인증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이 피해국에서 의료서비스를 해야 의료과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파견되는 의료인들은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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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담(Tasking)은 주로 현장에서의 위치지정과 역할, 그리고 보고체계를 

정해주는 것인데 보통 현장의 정보나 응급의료팀의 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여 상세한 업무분담이 어렵다. 

 위치지정에 있어서는 정부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한데 보건부 자체가 재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티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량에 제한이 많

아 세계보건기구가 돕기도 한다. 보통 제1형 응급의료팀은 크게 신경쓸 것이 

없지만 제2형과 3형은 공식적 허가를 받고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때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잘되어야 행정적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역할은 응급의료팀의 도착시기에 따라 병원 전 응급처치나 응급환자 분류체

계(triage) 및 초기 외상환자들의 처치, 외상환자들의 수술 후 일반적인 처

치, 그리고 붕괴된 현지 병원의 공백을 대체하거나 국내 실향민(displaced 

population)을 돌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③ 현장 활동 단계(On-site operations phase)

 활동이 시작되면 현장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조율에 관한 것이

다. 먼저 현지 의료서비스와의 조율이 중요한데 이는 스페인 국제개발 협력기

관(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이 원리로 삼아 대다수의 응급의료팀의 규범이 된 ‘외국 응급의료팀의 

활동은 기존의 현지 의료시설 및 서비스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아이티의 경우와 같이 해외응급의료팀이 현지 의료진의 역할을 대신해버림으

로 현지 의료체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인도양 쓰나미나 파키스탄 지진에서

도 관찰되었고(PAHO/WHO, 2011), 2004년 스리랑카의 경우에서는 외국 응급의

료팀이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장티푸스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하여 문제가 되었었다(WHO/SEARO, 2005). 이후에 정부와의 통합을 위해 현지 

보건담당자나 현지 의료진이 해외응급의료팀의 파트너로 일하는 것도 제안되

었는데 이 경우 현지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 대

리인과 코디네이터, 임상자문위원, 정보관리자, 연수담당자 등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정단(coordination cell)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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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응급의료팀간의 조율인데 여기에서도 현지 정부의 지도력이 필요

하고 각 역량별 응급의료팀에 적절한 일을 배분해주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의료진과의 조율이 없으면 외국 응급의료팀은 언

어와 행정적인 장벽으로 인해 그들의 의료 물자들만 제공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현지 의료진과 함께 지원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네팔지진의 경우 

네팔 정부는 50개가 넘는 자국 의료팀을 파견하였고 그 중 일부는 해외응급의

료팀과 함께 일을 하여 그들의 일을 돕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해외 응급의료팀의 임상치료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재난의 크기가 사상자

를 예측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재난 첫날의 상황이 응급의료팀이 도

착하는 3일에서 8일 정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술 후 단기처치가 필요하다. 의

료관련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이티의 경우에서처

럼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파괴된 경우에는 수술을 감당하는 제 2형 응급의료팀

은 곧 포화상태가 되고 수술 후 처치를 맡아서 해 줄 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제 1형 응급의료팀이 상급 기관으로 전원을 할 경우에도 대

부분의 상급 기관이 포화상태라 전원을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군병원(Israel Defense Force Hospital)의 경

우 한 명의 환자를 받아주는 대신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전원을 요구하여 

환자의 수술후 처치가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군병원에서는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었다(Kreiss Y et al, 2010).  

 보고(Reporting)는 응급의료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활동을 매일 현지 보건

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거나 단체별로 자신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필리핀 태풍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1장짜리 보고서 양

식을 만들었고(WHO/Global Health Cluster, 2013), 필리핀 보건부에서도 재난 

후 건강상태의 악화를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재난응급 진료현황 보고시스템

(Surveillance Post Extreme Emergencies and Disasters (SPEED) system)을 

만들어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지만(WHO/WPRO, 2014) 응급의료팀의 활동을 보고

하기에는 불충분하였고 특히 현지 의료팀과 함께 일하는 경우, 자신들만의 활

동을 보고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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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WHO EMT initiative에서 ‘Minimum Data Set’을 만들어 응급의료팀

의 활동과 위치, 질병의 조기 경고증후 외에도 식수, 위생, 피난처, 보호, 영

양과 같은 인도적인 필요들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부록 1)(WHO/EMT, 

2016). 

  ④ 단계적 감소 및 인계 단계(Phasing down/hand over phase)

 

 단계적 감소 및 인계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보통 지역 보건서비스가 회복이 되고 외국 응급의료팀이 피해국의 

의료진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되는 때를 그 기준으로 한다. 이때가 되면 환자

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현지병원이나 현지 NGO와 계약을 맺고 환자를 전원

하고 파견시 가지고 간 장비와 물품도 넘겨준다. 이를 위해서 보통 의료 활동

을 마치기 최소 1주일 전 출구 보고서양식(Exit report form, 부록 2)을 제출

하고 현지 보건부에 권고서류, 물품 공여목록을 제출하고 그간 제출되었던 일

일 활동보고서를 확인한다. 이후에 현지 보건부에서 응급의료팀에게 감사장을 

주게 된다.

 의료장비 및 물품을 인계하기 위해서는 정식 MOU를 맺는 것이 좋고 보통 정

부나 정부쪽 병원 또는 현지 적십자와 같은 단체에 인계하게 된다. 단 피해국

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최첨단 의료기기나 통신기기, 컴퓨터는 잘 공여하지 않

게 되고, 약품의 경우에도 외국 응급의료팀은 많이 인계하고 떠나지만 약물오

용을 막기 위해 정부 공무원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에볼라 같은 

감염에서 사용된 기구들은 응급의료팀으로부터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충분한 살균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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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①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 KDRT)는 재난이 발

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복구 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중앙119구조본부를 주축으로 하는 구조팀과 국립

중앙의료원 의료인력 및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인력풀로 구성된 의료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이러한 운영체계 속에서 해외 재난상황 발생 후 72시간 내에 현장 도착

이 가능한 지역에 구조 및 탐색팀 위주의 1차 긴급구호대 파견을 상정

하고 즉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한다. 그리고 72시간 내 현지 도착이 

힘들 경우 상황에 따라 판단하되, 가급적 의료팀 위주의 긴급구호대 

파견을 추진한다. 동북아, 동남아 지역의 15개 국가들에 대한 긴급구호

대 파견 및 구호품 지원 시에는 「정부 해외재난 긴급구호」관련 군 

수송기 임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군수송기 활용을 추진하여 출동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보통 재

난구호에서의 외국군 및 민방위 자산 이용에 관한 오슬로 가이드라인(Olso 

guidelines on the use of foreign military and civil defence assets in 

disaster relief)의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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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한민국 KDRT 운영체계(https://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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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은 구조대 중심과 의료팀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대 중심의 긴급구호대 표준 편성은 보통 해외긴급구호대장을 중앙

119 구조대장이 맡고, 구조팀과 지원팀으로 구분하여 구조팀에는 구조

반, 탐색반, 의료반을, 지원팀에는 물류반, 홍보반을 두며, 구조팀장은 

중앙119구조대 부대장이, 지원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조정관이 담당한다. 

의사(2인), 간호사(2인), 행정(1인)으로 구성된 의료반은 주로 국제탐색구조자

문단(INSARAG)의 권고안대로 파견된 구조대원들의 건강관리 및 생존자 

구조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2차 의료진 본진의 

파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의료진 중심의 긴급구호대 표준 편성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외

교부 인도지원과장이 맡으며, 의료팀, 방역팀 및 지원팀을 두게 되는데 

의료팀장은 보건복지부, 방역팀장은 소방청에서 지명하여 파견하며, 지

원팀장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조정관이 담당한다. 의사는 6인으로 되어있으나 

전문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지 수요에 적합한 진료를 보장할 수는 없다. 

② 해외긴급구호대의 운영주체

 해외긴급구호대(KDRT)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

방부, 보건복지부, 119구조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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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외재난 긴급구호종합관리 체계(박강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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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보다 안정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각 부처 간의 모임 후

(KDRT 운영협의회), 국제협력단이 KDRT 사무국으로 지정되고, 구조팀 업무는 

국민안전처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의료팀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재난의

료팀에서 수행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12월 이동식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업

무협정을 국제협력단과 국립중앙의료원간에 체결을 하였다. 

  가) 외교부 인도지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관계부처 회의 소집하여 지원 규모 및 지

원방식, 긴급구호대 파견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한다. 지원이 결정되고 나면 

유관 기관에 긴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및 해외 긴

급구호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재외공관을 통해 구호대 활동 관련 필요사항

을 협의하도록 하고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활동, 철수 관련 지원을 하도록 

권고한다. 

  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과 구성 및 파견을 위해 평상시 인적자원의   

발굴, 육성,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재난시 의료지원팀 선발 및 파견 실무를   

진행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피해 상황에 맞는 의약품 및 장비를 구성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국가별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다) 국방부 재난관리 지원과 

  국방부는 해외 재난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등과 상의하여 지원업무 및 군

지원에 따른 수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방부 차원의 군 조치사항 지시 및 

임무 수행관련 전 과정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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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회의를 참가하고 구호대 파견 관련해서 

필요 업무를 수행한다. 

마) 국제협력단 인도적 지원과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부 및 대외기관과 업무 관련 협의하여 구호물자와 예

산 등 지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긴급구호대 파견계획을 수립한다. 긴급구호

대 파견을 위해 민간항공기 항공권을 예약하고 구호장비, 의약품, 식품 같은 

수화물 운송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대내외 홍보 및 NGO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군 지원 구호물품 및 군수송기 활용 시 비용을 정산하며 출정식 및 

해단식도 준비한다. 

  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

팀의 역량강화 및 이동식 병원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해외긴급구호대 

활동에 필요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 파견 시 즉시 

의료지원 활동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3월, 한국국제협력단과 국립중앙의료원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행 약

정이 체결되었고 KDRT 의료팀의 업무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내의 

응급의료사업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응급의료사업팀에서 2014년 필리핀 하

이엔 파견을 주도 하였으며, 이후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재난의료팀이 

신설되며 국외재난 업무가 이관되었다. 

 2014년 7월에는 팀장 교체 후 물품 재고정리 및 물류 매뉴얼, 현장매뉴얼 개

발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경된 체계로 2015년 5월에는 네팔 지진 대응 파

견에 선발대 및 1진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네팔 파견은 제 2형 해외의료팀

(Foreign Medical Team, FMT type 2)을 구현한 최초의 파견으로 20여건의 전

신마취 하 수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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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재난의료팀은 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내의 

신규 해외재난의료팀으로 개편하였고 겸임발령을 통해 팀장이 유지되었다가 

응급의료팀(EMT) 등급분류 진행을 위해 1년여간 전임발령으로 바뀌었다가 

2020년 11월 다시 임상과의 의료진이 겸임발령이 되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장비나 

의약품등의 물품 관리를 하며 의료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을 한

다. 또한 WHO 응급의료팀(EMT) 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하여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작성하고 의료팀 행정 매뉴얼을 관리

한다.  

  ③ 해외긴급구호대의 운영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

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

구호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함께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

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예산 위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을 마치면 2011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매년 정

기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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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급의료팀(EMT)의 활동과 인증 

 2013년 WHO의 국제보건 클러스터(Global Health Cluster, GHC)에서는 잘 준

비된 전문 응급의료팀과 즉흥적인 비전문 의료팀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단

순한 분류로 응급의료팀을 제1형, 제2형, 제3형, 그리고 특수팀들로 분류하는 

응급의료팀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응급의료팀의 주인의식을 높이

고 팀 스스로 역량을 바탕에 둔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반면 수혜국으로 하여

금 재난에 있어 해외 응급의료팀에 대한 요청, 등록, 업무할당 및 조정에 대

한 역량을 키워주고 국제단체의 조정 및 관리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가 처음으로 사용된 2013년 필리핀 태풍에서는 총 108개의 의료

팀이 활동하였는데 76팀(70%)이 제 1형, 12팀(11%)이 제 2형, 3팀(3%)이 제 3

형으로 분류되었고 17개의 팀(16%)은 어떠한 형태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Brolin K et al, 2015). 

 또한 응급의료팀 분류가 두 번째로 쓰인 바누아투(2015년)섬의 태풍에서는 

응급의료팀 제1형의 하위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1형은 의료시설이 있는 

제1형 고정팀(4팀)과 의료시설이 없는 제 1형 이동팀(16팀)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네팔지진(2015년)때에는 네팔 보건복지부를 통해 등록된 

134개의 응급의료팀만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등록하지 않은 15개 팀은 끝까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UN 재난대응팀(Disaster Response Team, DRT)에서 구조대(장비, 숙련도, 파

견 매뉴얼, 인적 구성에 평가)와 의료팀(EMT 평가)을 각각 평가한다. 일반적

으로 인증과정은 2일로 이루어지는데 첫날에는 주로 문서 확인으로 원칙

(principle), 기능적 역량(functional capacity), 소아영양, 물류준비에 대해

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인증과정 둘째 날에는 실제 저온 유통(cold chain)과 약물관리 시스템, 그리

고 실제 전개시범을 보고 마지막으로 창고(warehouse)를 검사하게 된다. 

 인증과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안내원칙과 핵심표준은 

유형별로 동일하고 기술적 표준은 유형에 따라 더 나은 수준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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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 

 이행 원칙은 응급의료팀 파견 중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적절하고 공평한 치료를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에 맞게 치료하는 것

을 뜻한다. 또한 환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수원국 건강시스템과의 협업으로 

책임감 있게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록 3). 

 2) 핵심 기준(Core Standards)

 핵심기준은 응급의료팀이 피해국에 도착하여 등록 후 진료하는데 필요한 기

본적인 자격증명과 역량, 약물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며 의료과실

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급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피해국내 지

역적, 국내외적 단체들과 협력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부록 4).

 

 3)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s)

  기술적 표준은 각각의 응급의료팀 유형별로 초기평가 및 분류, 소생술, 수

술과 마취, 전염병 치료와 응급산과, 소아과 치료 등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

소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혈액검사나 수혈, 약품 관리나 소독 등에 대한 표

준을 제시하며 응급의료팀이 자급자족해야 할 물류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통해 응급의료팀의 크기와 능력, 그리고 수용력에 대

한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부록 5, 6).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아직 인증된 응급의료팀(EMT)이 없는 

동남 아시아의 나라를 대상으로 응급의료팀 제 1형 인증과 관련해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조사된 5가지는 핵심 기준

에서는 자급자족, 공중위생, 쓰레기처리, 의료과실과 배상이었으며 기술적 표

준에서는 물류와 관계된 역량이었다. 따라서 국제보건기구는 2018년부터는 멘

토링(mentorship) 과정을 두어 인증과정을 돕고 응급의료팀의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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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해외 응급 의료팀 관련 인식 및 제언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4명으로 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재난

의료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와 해외긴급구호대의 교육과 파견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제외

기준에 해당하거나 근무기간이나 경험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서술하였다. 

   

 1. WHO 응급의료팀 인증 관련

 

 1) 인증절차 지연의 이유

 2013년에 WHO FMT working group 이 만들어지고 분류 및 최소기준이 생겨 

2016년부터 인증절차과정을 준비한 우리나라가 2021년 현재까지도 응급의료팀 

제 1형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인증 준비 자체의 복잡

성이나 행정적 이유보다는 국가적인 관심과 거버넌스(협치)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속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전문

가B, C, D) 유관 전문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꼽기도 하였다(전문가A). 

 실제 응급의료팀 인증과 관련해서 실행부서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운영관

리팀이 인사팀과 조율하여 해외재난의료팀의 담당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전문가나 전기기사와 같은 기술자, 물

류 전문가보다는 의료원내에서의 역할의 호환성을 위해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A). 해외 응급의료팀 파견에는 외교부와 함께 국제협력단, 국제보건의료재단

이 더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다보니 주된 실행부서인 국립중앙의료원 집행부

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듯하였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부서에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더 빠른 인증

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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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탐색구조단(INSARAG)과 응급의료팀간 역량 차이의 이유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팀이 국제탐색구조단(INSARAG) 의 heavy등급을 획득할 

정도로 강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국제탐색구조단 인증 이전부터 

활동했던 많은 국제구조대 경험과 명확한 거버넌스(협치)를 그 이유로 삼았다

(전문가A, B, C, D). 물론 소방청 공무원이라 상하복명이 잘되고 국내외 대응

이 다 가능하며 국가적 지원이 충분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근본적으로 명확

한 체계와 경험이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전문가A, B, D). 응

급의료팀의 경우는 아직 체계적인 파견 경험이 많지 않고 조금씩 형태를 갖추

며 개선 중인 상태라 UN 재난대응팀의 평가에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3) 우리나라의 해외 응급의료팀(EMT)의 수준  

 현재 한국의 해외 응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s, EMTs)의 수준을 묻

는 질문에는 답변자 모두 현재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제 1형 고정형

(Type 1 fixed)이라고 답변하였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합당한 수준

은 제 2형(Type 2) 응급의료팀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전문가A, B, C, 

D). 하지만 제 2형 응급의료팀의 경우 입원환자와 수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가 

있어야 해서 실제적으로 획기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 현재의 지원과 인

력동원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 2형 해외의료팀(Foreign Medical Team, FMT type 2)을 최초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네팔 파견에서 우리 응급의료팀은 20여건의 전신마취 하 수술

을 수행하여 제 2형으로 분류되었는데 한국-네팔 친선병원의 현지 수술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 1형으로 다시 재분류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제 2형 응

급의료팀을 목표로 한다면 2017년 12월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이동형 병원의 

형태로 파견되어야 하는데 이는 운송에서부터 현지 전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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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전국에 재

난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제 2형 응급의료팀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결핵이나 화

상, 재활, 모자보건, 전염병등 우리나라가 특화된 해당 역량을 가진, 특수팀

(Specialized teams)을 구성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의

견도 있었다(전문가C). 

  4) 응급의료팀 인증과정 중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문서 확인과 실제 전개, 창고 검사 등으로 구성된 인증과정 중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급자족과 관계된 물류준비를 꼽

았다(전문가A, B). 실제로 최소 14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해외에 파

견되는 응급의료팀의 역량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나 물류와 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미얀마와 2010년 아이티 파견에서 통관상의 문제로 

약품 조달이 어려워 현지약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였고 위생시

설, 샤워시설, 숙영시설 등의 미비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이러

한 자급자족능은 실제로 한국 내에서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제적인 물

류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여 자급자족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B). 

  5) WHO 응급의료팀 멘토쉽 프로그램의 효율성

 WHO 응급의료팀 등급 분류 절차 중 이루어지는 멘토쉽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만족도도 높았다(전문가A, B, C). 

현재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고 있는 국가인 일본과 호주 중에서는 실무능력에 

있어서 호주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원격회의(Teleconference)를 통한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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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준 업무 처리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서류 작성

 응급의료팀 등급 분류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표준 업무 처리절차(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서류 작성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여러 전문

가에 표준 업무 처리절차를 의뢰한 후 취합하는 과정이 느리고 보상체계도 충

분치 않은 면이 있으며 또한 등급분류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전체적

으로 일관성 있는 개념(concept)을 함께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제 1형 응급의

료팀 관련해서 모여지는 표준 업무 처리절차 서류가 제 1형부터 제 3형까지 

다양하게 취합되어져 전체적으로 제 1형에 알맞은 표준 업무 처리절차를 조율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B).  

  2. 파견 전 준비

  1) 지휘부(headquarter) 및 운영

  일본의 경우 일본국제협력재단(JICA) 산하에 일본재난구호팀(JDR)이라는 독

립적인 조직이 존재하여 일본재난구호팀이 의료팀, 구조팀, 행정팀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대의 경우 외교부의 지휘 하에 구조

팀(소방청), 의료팀(보건복지부), 사무국(KOICA)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

휘 관련 구조에 대한 의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외교부 소속하에 

효율적으로 재난구호를 담당하는 강력한 총괄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전문가A, B, C). 여러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면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계획의 표류와 무관심, 그리고 행정적

인 지연으로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D). 특히 주관하는 상급 기관이 다르기 때

문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러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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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의 인력 및 실무 역량

 국립중앙의료원 재난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의 팀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임상의

사 중에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분야의 임상의사가 팀장으로서 역

할을 해주었고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은 전임 팀장이 맡기도 했으나 2020년 

10월부터 다시 임상의사로 팀장이 바뀌었다. 

 팀장을 포함한 재난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의 인력충원 및 실무 역량에 대한 

질문에서는 팀장의 경우 진료에 대한 의무를 그대로 가지고 또 시간을 내어서 

응급의료지원팀의 일을 해야 하므로 업무에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는 의견이 있었고(전문가A, B) 팀장 포함해서 6명의 인력이 모든 업무를 담당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의 역량에 따라 업무 진행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생각되었다(전문가A). 

 겸임하는 임상의사 팀장의 경우는 진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전임 팀장

이 있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및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B). 또한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팀원들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화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안의 정식부서로서의 위상

을 세워주고 유관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

각된다(전문가C). 

 

  3)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활용법 또는 평시 운영체계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활용법 또는 평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

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에는 아직 내부 조직운영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

한 부분이 있어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체계를 고민 중이었고(전문가A) 국내 재

난의료지원단(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이나 국제협력단과의 

공동훈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여도 응급의료팀의 재정 중 해외긴

급구호를 위해 지원된 외교부의 재정이 국내에서 소요될 수 없다는 행정적 한

계성 때문에 법적 근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전

문가B). 

 이를 위해 외국과의 정보망(networking)을 형성하여 그들의 훈련에 함께 파

견되어 개인적인 경험을 하며 연수(workshop)를 진행하는 것도 단순히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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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전문가C). 또한 일부 복지부 예

산을 위임받아 무인도에서 훈련(Drill)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D).  

 4) 지휘부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

 그 외 지휘부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는 해외의 파견요청에 대한 승

인여부를 결정하는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 응급의료지원팀장이 참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구

성 및 운영에서 협의회에는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한국국제협

력단 이사장이 참석하는데 그 외에도‘해외긴급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실행기관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팀과 의료팀장의 참석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역량 파악 및 파견 규모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류 운송을 위한 군수송시 사용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크기가 작아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전문가B, C, 

D) 이에 대한 확인 및 군용기와 민항기의 안정적 수급에 관해서도 국제협력단

이 국방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인도적 지원 해외긴급구호 재정 관련 

 한국의 경우 ODA 예산이 UN 권고인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의 0.7%에 한참 모자라는 0.15%(3조)정도이고 2020년까지 0.2%를 달성하고자  

공약하였으나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2019년 인도적 지원 해외긴급구호에 

818억이 사용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로 증액된 1700억(ODA 예산의 0.06%)

정도가 사용되었으나 진단 Kit 와 마스크 위주의 방역에 사용되어 실제 재난

관련 해외긴급구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재난 관련 해외 응급의료지원팀 재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물류나 WASH, 통신, 전기등의 기반

전문가나 통역 등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더 있었으면 



- 37 -

하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일원화한 이후로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은 국제협력단

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인력풀을 관리하고 모집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같은 업무에 속한 

팀을 총괄적으로 재정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재정지원

을 통해 팀의 전문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전문가

B, C). 또한 추후 야전 진료소(field clinic)에서 야전 병원(field hospital)

으로 해외 응급의료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병원 수준으

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D). 

 

  6) 파견 인력 소집 관련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한 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2009년 시작, 

2018년 통합과정 시작)과정을 통해 많은 의료 인력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과

정의 효율성과 현지파견 관련 인력풀 소집(메일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재 방식) 방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력풀 관리

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전문가A, B, D). 평소에도 인력풀 관리를 해

서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외에도 관심 인력들에게 정기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고 보수교육을 시행하여 인력풀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전문가B). 

 현재 선발대와 1진에 해당하는 초기대응반의 경우는 파견의 긴박성으로 인해 

현재의 경우처럼 인력풀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되는 것

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으며 이후 2진과 3진에 있어 인력풀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전문가A). 바람직한 인력모집을 위한 방법에 

기타 의견으로 이전에 MOU를 맺은 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관심 있는 군의관과 공

중보건의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리라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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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재난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파견 병원에 

대해 정부체계에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전문가A, 

C)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가산점을 주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D). 

 2012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도해서 설립된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의

민협)은 외국은 물론 국내 소외 계층에 의료봉사를 해왔던 단체들이 손을 잡

고 비정부기구(NGO)간 협력과 정부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중복 후원 등을 피하

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후 의민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끊어지면서 현

재는 유야무야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이 잘 조율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7년 2월 전국 40개 재난거점 중 8개 의료기관과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선발 및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긴급구호대 보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 추천과 해외재난시 신속한 의료지원팀 선발, 구성, 파견

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7) 해외 응급의료팀의 적절한 인력구성과 인원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의 적절한 인력구성과 인원에 관한 질문에는 파견지역과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9명, 2주 정도의 기간이 이야기

되었다(전문가A, B, D). ‘해외재난 긴급구호 의료지원 현장 매뉴얼 개

발’(KOFIH/울산대학교 병원, 2011)에서는 선발진 5인, 진료소 35인, 소형 이

동형 병원은 50인 정도가 제시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1형은 23인, 2형은 70인 

정도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인력구성에서는 물류와 행

정에 관여하는 인력이 적은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 1형 응급의료팀 23인 중 의료관련 물류담당이 5인, 팀 물류

담당이 5인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 반면

에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담당이 1-2명으로 적고 행정담당이 물류를 함께 도

와야하는 상황으로 외국에 비해 물류 담당 인력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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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외 응급의료팀의 파견시기

 해외 응급의료팀의 파견시기인 급성(Acute), 아급성(subacute), 만성

(chronic)으로 팀을 나누어 파견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호팀 1진에 의료 선발진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선발진이 본진의 활동 위치

를 선점하고 응급의료팀 조정단(EMT Coordination Cell, EMTCC)에 등록한다. 

그리고 난 뒤에 본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급성보다는 아급성에 해

당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3진 이상 파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략적으로 2주에

서 4주 이내에 활동이 종료된다고 하였다(전문가B, D). 

 아급성기에 파견되는 경우 응급의료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어 고급 의료인력

의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급성기에 파견되는 것이 좋겠지만 해

외긴급구호팀 파견 절차상 쉽지 않고 4주 이상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

해서는 현재 우리의 인적, 물적역량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B).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단내에서도 국제로지스틱 전문가는 없고 국내의 보

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의 물류이송이 이루어지고 해외 통관의 경우

는 해외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물류

공급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9)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국내 전문훈련프로그램(해외긴급구호 의료인력 교육)과 해외 전문훈련프

로그램(WHO EMT 글로벌 미팅, 인도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주간

(Humanitarian Networks and Partnerships Week, HNPW)) 또는 국제보건학회나 

응급의학회내 국제 재난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

외 응급의료지원팀장이 인도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주간(HNPW)에 참석할 

예정이며 다른 팀원들도 국제재난대응 전문가과정(Health Emergencies in 

Large Population, HELP)과 같은 것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 참석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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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해외긴급구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

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단체에 파견을 가거나 유관 인력확보에 힘써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고(전문가C) 국내 유관학회에서 이러한 국제재난과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이슈화의 부족이라는 의

견이 있었다(전문가A). 

  10) 물자의 비축과 관리 

  파견 전 준비에 있어서는 의료 소모품, 생활 비품, 의약품 등을 구입·비축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언제 생길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 유통기간이 있는 물자

를 비축,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1년 3회(5월·8

월·11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유통기간이 임박한 제품은 폐기되고 있다.

 국제협력단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세부내역’에 따르

면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64건의 폐기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의약

품과 식료품이었으며 금액은 9140만원 정도였다. 

 일본 일본재난구호팀(JDR)의 경우는 마이애미, 싱카폴, 두바이에 비축창고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산에 물류 창고가 있으며 의약품 물류와 그 외 물

류가 두 업체에 의해 따로 관리되고 있다. 유통기간이 임박한 비품이나 의약

품의 경우 호주의 경우는 왕립다윈병원의 내부 물자순환을 통해 소모되고 새

로 비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재정으로 해외에서 사용될 용도로 구

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모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전문가A, B).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물류 도매상과의 유연성 

있는 계약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전문가A).  

  10) 그 외 파견 전 준비

 그 외 파견 전 준비 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COVID-19과 에볼라 같은 감염성 

재난을 일반재난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는 환자 동선이나 기타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현재 우리의 역량

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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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성 재난의 경우는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높아지면 추후 확장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B, C).

  3. 파견 중 활동

  1) 파견 중 현장 지침서

 일정파견 중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에 대

해서는 ‘해외재난 긴급구호 의료지원 현장 매뉴얼 개발’(KOFIH/울산대학교 

병원, 2011) 문건 속에 일정표와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어 참고가 되는 듯 하

나 현재까지는 해외 응급의료지원팀의 활동이 팀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듯 하였다(전문가B). 

 우리나라의 특성상 응급의료지원팀의 팀장은 의사직에 있는 인력이 맡게 되

는데 임상의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해외구호 및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함

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의료진

의 발굴 및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A, B). 

 현지에서 팀장은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의 현장운영 지휘소

(OSOCC)에 등록을 하고, 응급의료팀 조정단(EMT Coordination Cell, EMTCC)회

의에 참석해서 업무 분담 후 업무를 개시하게 하고 응급의료팀 조정단의 대표

가 보건 클러스터 모임(Health cluster meeting)에 가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

게 된다. 

  2) 응급의료팀의 운영시간

 현지 응급의료지원팀의 운영시간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 1형 응급의료팀(EMT 

type I)의 경우는 12시간 진료를 해야 하므로 인력 근무시간을 조절해서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과(전문가A) 실제 권고사

항이므로 아침 9시에서 5시 정도가 적당하며 현지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전문가B, D). 



- 42 -

 실제로 12시간을 해야 한다면 식사 및 교대시간을 잘 활용해서 환자가 많이 

찾아오는 시간 위주로 근무자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전문가A). 

  3) 진료의 난이도 

 실제 진료에 있어서 진료의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급형의 기간에 파견

되고 또 제1형 응급의료팀의 역할이 더 많아서 진료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는 않았지만 가끔씩 오는 위급한 환자가 있어 현지 상급기관이나 다른 상급의 

응급의료팀으로 전원한 경우도 여러번 경험하여 단순하게 난이도를 분류할 수

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B, D). 

 그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구조화된 서식지가 있었고 전원이 필

요한 경우에는 WHO의 전원 양식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전문가B, D). 

  4) 이동형 병원 운영의 경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의 경우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이동형 병원보다는 천막이나 에어텐트(Air-Tent)와 같은 이동식 병원

으로 진료를 하였다. 

 2010년 아이티 재난 때 수술용 침대인 에어텐트를 가져가려다 400kg 의 무게

로 인해 출국장에서 저지를 당하였다. 승객 1인당 20kg 이라는 민항기 수하물 

규정이 ‘긴급 구호장비’를 수송하는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추가 비용 

부담으로 화물칸에 실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이동형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경험이 없었고  

한국형 이동형 병원의 설치 및 유지에 있어 비용효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D). 이동형 병원의 경우, 실제 멸균성이 확보되지 않고 

현지에서도 혈액 조달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수술외에는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 제 2형 응급의료팀에 대한 인증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 꼭 이동형 병원의 효용성에 대해 고민하고 수송에 있어서 군용기 지원

이나 장비운송 비용 확보등을 통해 긴급구호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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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견시 자급자족의 경험

 파견시 야전병원(Field Hospital)은 자급자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진료동

과 생활동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진료동은 보통 외래, 수술실, 응급실, 입원실과 같은 진료시설로 이루어지고 

생활동은 식사준비, 휴식 및 물자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영원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전까지의 파견에서는 대부분 숙소

를 임차하여 진료하는 장소와 구분하였고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 자급자족의 

역량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B, D). 

 결국 물류적인 면에서의 뒷받침이 없다면 자급자족하는 야전병원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고 국제보건기구 응급의료팀 인증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장

애물인 물류와 통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파견 단원들의 관리

  파견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견으로는 현지에서 근거리 무선인터넷(Wi-Fi)이 가능하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고 현지 인터넷 상황이 나아진 요즘은 좀 더 쉽게 확보가 된다

고 하였다(전문가B). 

 호주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정신 상담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A, B). 실제 

선진 공여국에서는 파견전 심리상담을 시행하여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하고 파

견 중 관리하며 파견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7) 활동 종료 후 물자나 의약품 처리

 의료활동 후 남은 물자나 의약품 처리에 대한 질문에는 남은 물품은 국제보

건기구의 출구 보고서양식(Exit report form)을 작성하고 유통기한 등을 고려

해서 물자의 기증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현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나 

고가의 장비는 본국으로 가지고 귀국하였다고 하였다(전문가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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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증된 의약품이라도 일부는 피해국의 보건부서 직원에 의해 약물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버려지기도 하는데 최소한 영어로 기재되고 유통기간이 

충분한 의약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 파견 활동 중 개선 의견 

 그 외 파견 중 활동에 있어서 개선할 만한 다른 의견으로는 제 1형 응급의료

팀의 역량에 맞게 의료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피해국에서 진료 외에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

었다(전문가A). 

 또 현지에서 의료팀과 구조팀과의 협력문제가 제기된 적이 별로 없는데 이는 

파견을 따로 하기도, 함께 하기도 하였지만 별로 두 팀간의 소통의 기회가 없

었을 뿐 기회만 주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전문가C). 

  4. 파견 후 정리, 평가 

  1) 파견 관련 보상체계

 현업이 있는 의사, 간호사가 소속기관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휴가를 사용해

서 다녀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어떠한 보상체계가 있는지를 묻는 질

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이러한 해외파견은 공가의 형태로 처리가 

되고 약간의 파견비가 지불되고 있었다고 답변되었다(전문가A, B). 하지만 국

립중앙의료원에 속하지 않은 인력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파견 종료후 

바로 복귀해야 한다(전문가C, D).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의 개념이 강하고 일부 대진이 가능한 의료진의 경우는 

대진에 해당하는 인력비를 병원에 보상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진이 

가능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나 개인의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파견에 제

약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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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병원에 파견 의료진의 휴진으로 인

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거나 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보상체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전문가A, B, C, D).  

  2) 파견 후 평가 

 파견 후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가는 자체 보고서로 이루어지고 자체 보

고서에는 파견에 대한 미비점과 향후 개선안이 실리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어

려움이 많아 다음 파견에 반영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전문가B, C). 제대

로 된 평가시스템 없이는 파견의 경험이 더해져도 우리나라 응급의료팀의 질

적 수준 향상은 더딜 것으로 생각된다. 

  5. 해외 응급의료팀 관련 제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팀 인증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만 있다면 절차와 준비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

각되고 오히려 현장에서는 인증준비 자체보다는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와 발

전을 위한 목소리가 더 많았다. 소수의 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마치고 해외 

응급의료팀 관련 제언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

언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해외긴급구조대 의료팀의 발전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내어놓는다. 

 1) 거버넌스의 새로운 정립과 인력 동원 

  해외 응급의료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응급의료팀 제 1형 인증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인증절차

의 복잡성보다는 국가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지휘체계인 거버넌스가 부족해서 

인증 준비의 지속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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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주

무 부처는 외교부이다. 하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해외긴급구호대는 많은 업

무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로 해외긴급구호대의 의료팀 운영은 이를 총

괄하는 보건복지부에 위임이 된 상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국제협

력단과 약정을 맺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조하여 업무

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의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업무의 주도권이 흩어져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권한과 

대외원조의 책임기관과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원조체계

의 선진적 체계변화를 시작하면 좋겠다.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할 독립된 주무

부처가 수립되고 집행기관으로서 국제협력단(KOICA)와 수출입은행(EDCF)를 통

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면 조금 더 강력한 개발협력 추진체계가 될 것이

고 이는 해외긴급 구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사업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

기 위한 실행지침을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무상원조에 있어 공통된 양식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별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

적인 평가팀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할 독립된 주무부처가 수립될 수 없다면 외교부보

다는 업무의 성격상 병원 업무와 의료진 동원에 더 익숙한 보건복지부가 거버

넌스를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해

외긴급구호대의 성격상 국가대 국가의 대응에 관한 업무이므로 완전한 거버넌

스의 이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파

견 결정이 난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제 1차관 기획조정실 국

제협력담당관내에 재난의료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자를 추가하여 해외긴급구호

대의 의료팀을 전담하게 한다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함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긴급구호를 위해 지원된 외교부의 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재정

으로 상당부분이 위임이 된다면 해외긴급구호 자금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외 훈련 및 역량강화는 물론 재난 피해국의 보건부와의 교류도 더 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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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및 교육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서 기존의 국립중앙의료

원과의 협력 외에도 기타 유수의 병원 및 의료진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면 정부

의 해외긴급구호의 방향성 중 하나인 민관협력이 응급의료팀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재난 긴급구호활동은 민

간에 의해 이루어졌고(강영건, 2011) 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실행 및 조정하기

에는 역부족이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자원과 활동을 효과적

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재난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를 통해 국내 학회를 통한 국내 및 

국제재난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풀을 넓혀놓는다면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외긴급구호 인력을 파견하거나 해외재난 

관련 국가공인 교육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안을 협의하여 파견

으로 인해 생긴 진료공백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거나 의료기관 인증평

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도 조심스럽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평균 진료가 1주일이내인 해외 응급의료팀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유사

시 상대적으로 진료공백의 대체가 용이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나 내과계, 외과

계 입원전담전문의, 군의관이나 공중 보건의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참여하고 나

머지 전문 의료진이 단기적으로 전문성을 보충해줄 수 있는 형태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전문가 인력 확충과 해외 물류창고

 해외 응급의료팀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 자급자족능력과 물류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의 필요성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해외 재난구호팀의 

역량은 그 단체의 물류 역량과 비례한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국제로지스틱 전문가도 없이 국내의 보관업체에 맡기거나 해외

공관과 KOICA 사무소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기계

나 전기, 시설전문가, 통역전문가, 국제재난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전문가가 

국제협력단내에 있어서 유사시 해외 응급의료팀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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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일본이 마이애미, 두바이, 싱가포

르에 비축창고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고 방향을 잡았다면 필리핀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에 해외재난구호팀의 물류창고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하다. 

 그 외에도 24시간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북한이나 일본의 경우도 재난구호의 

고려대상에 두고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모든 재난구호 물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경우 해당 현지어 사용설명서 또한 미

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이므로 통역을 위한 준비는 아주 중요한데 한두 사람의 

통역 전문가 외에도 현지 유학생이나 현지 교민,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

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번역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3)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팀 역량 강화와 공공병원 예산제

 해외응급의료팀에 관해 실질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외의료지원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팀원들을 일정기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화 하여 국립중앙의

료원 안의 정식부서로서의 위상을 세워주고 국제보건 관련 전문가를 안정적으

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임 팀장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겸임 체제로 가야한다면 겸임 팀장의 병원 내 진료 부담을 줄여

주어 해당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감염병·재난 대응 등 수익이 낮은 필수의료서

비스에 대해 병원별 총액 단위로 매기는 재정(수가) 지원 제도인 공공의료기관 

대상 공공병원 예산제를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국립중앙 의료원의 공공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못

하는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 외에도 상호책임성과 지속적 감시를 위한 감사와 평가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여 해외 응급의료팀의 경험이 축적되어 갈수록 잘 정리된 문건을 통해 

과거와 동일한 실수를 줄이고 개선된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외응급의료팀

과 관련된 긴급구호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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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투명한 사용과 배분을 통해 해외재난구호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4) 중점 지원지역 선정과 맞춤형 파견

 해외 긴급 재난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고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ASEAN 

지역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삼고 평소 인적교류나 재난대응경험, 기술을 공유

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재난시 응급의료팀을 주도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의 역량강화는 물론, 신남방 정책 추진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의 종류와 파견시점에 따라 급성기인 경우와 아급성기의 경우의 파견 의

료인력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급성기의 경우에는 현지의 필요를 미

리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필요가 높으나 의료진이 적은 소아과나 여성 산부인

과 의사와 같은 부분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5) K-방역과 감염병 대처 역량 강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시대에서 해외응급의료팀의 역할에 대한 제

언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복합성 질

환을 가진 감염병 환자의 특수 진료나 고위험 및 원인 불명 감염병 진료, 코

로나19와 기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

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험과 체

계를 바탕으로 감염 재난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K-방역과 감염

병 대처의 노하우를 해외응급의료팀을 통해서든 아니면 원격지원방법을 통해

서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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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외 긴급구조대 운영현황 비교

 1. 일본

 1) 긴급구호

 일본은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es, MFA) 국제협력국의 해외긴급

구호 부서(Emergency Relief Division)와 인도적 지원부서 (Humanitarian 

Assistance Division)가 인도적 지원의 정책과 전략, 예산 계획전반을 관장한

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내의 일본재난구호팀(Japan Disaster Relief Team, JDR)을 두어 

집행을 하고 있다. 

 1979년 태국 국경의 캄보디아 난민 지원으로 시작된 일본 긴급구호는 1987년 

일본재난구호법(JDR Law) 제정, 1982년 국제구급의료팀(Japan Medical Team 

for Disaster Relief, JMTDR)을 설립하고, 1987년에 일본재난구호팀(JDR)내 

구조팀을 추가하였다. 1992년에는 일본재난구호팀에 자위대(Self Defense 

Force)를 포함하는 한편, 복합재난(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평화유지 

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법안도 추가하였다.

 일본의 인도적 지원에서 주목할 점은 ʻ인간안보(Human Security)ʼ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지원과 분쟁 직후 및 해외 재난 발생 시 긴급 구

호 성격을 갖는 인도적 지원 실시, 그리고 분쟁 이후 국가 평화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도적 지원 방식(modality)은 크게 일본재난구호팀 파견, 현물지원, 

현금지원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일본재난구호팀 파견의 경우 구조팀, 의료팀, 전문가팀, 자위대로 나누어 파

견하고 현물지원인 구호물자(Emergency Relief Good) 공여는 일본재난구호팀 

사무국에서 실행하며 마이애미, 두바이, 싱가포르에 있는 물자 공여를 위한 

비축창고에 8개의 필수 품목(텐트, 담요, 천막, 침요, 정수제, 발전기 및 코

드릴, 물탱크, 휴대용물통)을 보관중이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Grant Aid)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하지 않고 외무성이 직접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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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재난구호팀과 관련한 긴급구호 실적으로는 1987~2015년 9월까지 구조팀 

파견 19회, 의료팀 파견 57회, 전문가팀 파견 45회, 자위대 파견 16회, 물자

공여 487회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KOICA, 2016).

 2) 응급의료팀 

 국제구급의료팀(JMTDR)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신

념과 자원활동 의지를 가진 의료진들이 보통 2주간의 개인 휴가를 활용하여 

의료팀에 참여한다. 보통 재정적인 보상은 없으나 체재비(숙박, 식비)를 일본

재난구호팀 사무국에서 지불한다. 

 선발 절차는 인력풀 등록자 전체에게 일본재난구호팀 사무국 내 시스템(NTT

의 F-Net이라는 일괄발송서비스, SNS)을 통해 모집 공지를 하면 참여를 희망

하는 인력이 사무국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피해 당사국 필요 및 이에 따른 의료 전문 기능을 고려하여 의료팀

원을 최종 선발한다. 

 의료팀 파견은 외무대신의 명령이 내려진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고, 파

견 기간은 2주를 기본으로 하나 후속 의료 활동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

우 후속팀을 추가 파견한다. 

 의료팀은 일반적으로 총 23명 (단장 1인, 의사 4인, 간호사 7인, 약사 1인, 

의료 물류 담당 5인, 팀 물류 담당 및 코디 5인)으로 편성되지만, 필요한 기

능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이 가능하다. 향후 기능 확장에 따라 인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며 70명 규모의 제 2형 응급의료팀(EMT Type 2)에 부합한 팀 구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견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는 않으나, 파견 시 예방접

종 기록을 확인하며 파견 종료 이후 건강검진, 정신과 검진 등을 할 수 있도

록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관련 사항은 외주업체를 통

하여 관리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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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 단장은 외무성 관계자나 일본재난구호팀 사무국의 파견인력 또는 의

료팀 내의 의사가 되는데 단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및 응급의료팀

(EMT)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의 국제기

구와의 협력 등 일본재난구호팀의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단장을 위하여 의료팀 내 의료관리

인(medical manager)이 단장에게 의학적 지식을 조언함으로써 단장의 의사 결

정을 보조하도록 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 소속의 부단장이나 통신반의 업무조정원은 시간대별 활동

기록을 작성하여 일본국제협력기구 본부에 일일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구호대의 관리는 일본재난구호팀 사무국이 담당하고 사무국 내 긴급구호 1과

와 2과중 1과는 의료팀을, 2과는 구조팀을 각각 관리한다. 일본재난구호팀 사

무국은 일본국제협력기구내 타부서의 절반 정도인 16명의 내부 직원(정규직 4

명, 계약직 12명)과 8명의 외주업체 직원이 근무한다. 정규직원은 2~3년 주기

의 순환보직제가 적용되나 계약직원은 장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

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류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장비의 유지, 물류관리, 창고 운영 등의 물류 업

무를 외주 계약으로 위탁하여 약품 및 구조 장비가 정기적으로 유지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일본해외원조협회 (Japan Overseas Cooperation Agency, JOCA)가 물류

의 제반관리를 맡고 일본통운의 창고에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재난 발

생시, 사무국으로부터 파견 준비 요청을 받으면 기본물품 리스트를 전달받은 

일본해외원조협회(JOCA)는 일본통운에 물품 불출을 지시하고, 공항까지 운송

을 지시한다. 약품 폐기와 관련해서는 연 3회 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요물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항공으로 적재함으로 물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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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1) 긴급구호

 연방제 국가인 호주는 해외긴급구호의 조정과 실행이 이원화 되어있어 긴급

구호대 운영 및 관리는 주로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조팀(Urban Search And Rescue, USAR)의 경우, 뉴사우스 웨일즈와 퀸즈랜

드 주정부의 소방국 대원들로 구성되고 의료팀(Australian Medical 

Assistance Teams, AusMAT)은 보건부와 로얄다윈 병원 내 국립 외상대응 응급

치료 센터(National Critical Care and Trauma Response Centre, NCCTRC)를 

거점으로 이루어진다. 

 호주는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없이 정책문서

를 통한 범정부 협의를 강조하는 체계를 구비하다가 주정부에 의해 파견된 전

문가들의 소속문제 및 대표성, 지휘체계에서의 한계 때문에 2011년 ｢구호전문

가 파견에 관한 법률(Australia Civil Corps Act, ACC Act)｣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해외 인도적 지원 및 긴급구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 전문가들이 한시적으로 호주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파

견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감시 및 보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재난 대응 시 호주 외교부는 피해당사국의 재난지원 요청을 받아 외교부 

소속의 위기대응팀(Crisis Response Team)을 파견해 재난지역의 정보 수집 및 

재난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무부 위기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Australia, 

EMA), 보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및 현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기대응팀은 인력풀(pool)에 등록된 사람 중 4~6명 정도를 소규모로 파견하

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활동 계획을 위한 정

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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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급의료팀 

 보건부는 해외긴급구호관련 의료팀 파견을 주관하는데 제 2형 응급의료팀

(EMT Type 2)의 야전병원(field hospital)을 운영할 수 있는 국립 외상대응 

응급치료 센터(NCCTRC)와 함께 필요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 등 주별 의료팀

(AusMAT)의 제 1형 응급의료팀(EMT Type 1)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팀을 

전략적으로 파견한다. 그 외에도 의료팀(AusMAT)은 필요시 군과 함께 협력하

여 재난현장에 따라 기능과 파견 형태를 다양화하게 하고, 군수송기를 활용하

여 의료진의 인력 및 의료장비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료팀(AusMAT)의 표준 편성은 제 1형(Type 1)으로 24명(15~40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팀장은 반드시 로열다윈 병원의 국립 외상대응 응급치료 센터

(NCCTRC)에서 팀 리더 훈련을 수료한 의료진이어야 한다. 1진에는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위주로, 2진의 경우는 피해 지역의 문화, 종교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구성한다. 의료팀은 인력풀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기록을 보관한다. 해외재난에 파견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임금 

지불은 파견하는 주(state)에서 일차적으로 선지급한 뒤, 주 보건당국이 법무

부 위기관리국에 후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호주 의료팀의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약품을 비축해 두고 있으며 재난 현

장 파견 시 사전 구비된 비상건강키트(Interagency emergency health kit, 

IEHK)를 활용한다. 해당 키트에는 일차보건인력들이 3개월간 10,000명을 대상

으로 기초 진료 및 보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의약품과 기초의료장비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10개의 박스에 모듈화 되어 있다. 이외에도 전문 의료진만 

사용이 가능한 보조 키트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 외상대응 응급치료 센터(NCCTRC)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의약품 및 기

자재들을 왕립다윈병원 내부에서 순환 활용하고, 이후 새롭게 조달해 보충하

는 형태로 관리한다. 

 또한 왕립다윈병원이 있는 북부지역에는 호주군 기지가 있어 군수송기를 활

용하여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료팀(AusMAT)의 인력 

및 의료장비를 담당하는 법무부 위기관리국(EMA)이 국방부와의 협약을 기반으

로 군수송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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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종료 후 보고 절차는 비공식적인 보고회를 실시하며 공식 보고회를 통

해서는 개선할 점과 전략 등을 제안하고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 등을 확

인하여 향후 개선할 점을 반영해 위기관리국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기관리국이 외교부에 보고 내용을 회람한다(KOICA, 2016).

 3. 영국

 1) 긴급구호

영국은 국제개발협력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주무 부처로서 인도주의 및 안보부(Conflict, Humanitarian and Security 

Department, CHASE)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전략수립 그리고 예산집행, 민관협력, 감시 및 평가같은 업무수행체

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3년도부터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 인도주의 업

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에도 인도적 지원의 조정 및 긴급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자

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자금지원(Core Funding)은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인도적 상황에

서 리더십과 조정기능 그리고 전략적 방향설정을 하는데 사용되는데 영국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중점이었던 나라에서 국익에 기반한 원조를 우선순위로 삼

는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부(DFID)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만,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와 총리실 산하 전략부서(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외무성(Foreign & Commonwealth Offi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로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그

리고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관계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 56 -

 그 외에도 국제개발협력부는 민간협력 프로그램 협정(Programme 

Paternership Agreements, PPAs)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주

의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게 3년 동안의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이런 단체들이 

보다 나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국의 원조 평가 체제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첫번째로, 평가 고

려사항들을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 포함(Embedding Evaluation)시켜 프로그램 

설계의 초기단계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의 효과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게 하

고 두번째로, 원조 영향 독립 평가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ICAI)를 통해 원조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원조 가치를 검토하여 

영국 의회의 국제개발 특별위원회(International Development Select 

Committee)에 보고한다(KOICA, 2012). 

 2) 응급의료팀 

 영국의 응급의료팀(EMT)은 외무성과 영국 소방 및 구조서비스(UK Fire & 

Rescue Services)외에 비정부기구인 UK-Med, 인류와 포용(Humanity & 

Inclusion, HI)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응급의료팀은 제 2형 

인증을 받았으며 외과 및 정형외과, 화상, 성형 및 재건, 척추손상, 재활과 

관련한 특수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류와 포용’단체는 이전에 Handicap 

International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단체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

활에 관해 기술적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영국의 응급의료팀(EMT)은 UK-aid의 지원을 받고 UK-Med를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되어 24시간내 파견될 수 있는 의료지원자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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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 

 1) 긴급구호

 미국은 미국 국무부(The State Department)의 정책적 책임 하에 미국 국제원

조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해외재난지원국

(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OFDA)이 재난완화, 대비 및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 미국 국제원조처내 4개의 부서가 인도

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국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State/PRM),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DoD), 그리고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도 인도적 지원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어 복잡한 미국의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911 이후, 자국의 안보 증진이 대외원조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 

국방부가 집행하는 원조 활동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미연방 대통령은 해외재난과 관련된 책임을 국무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무장관

은 그 책임을 미국 국제원조처(USAID)장에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외재난지원

국장에게 위임하게 되는데 미국 국제원조처는 수천 개의 미국회사 및 수백 개

의 미국 기반 민간 자발조직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해외재난지원국의 자금은 "긴급재난대응과 재난회복"을 위해 사용될 뿐 장

기간의 재건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보통 60일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전제하에

서 집행된다. 해외 재난이 선포되면, 해외재난지원국은 지역자문관과 사정팀, 

재난지원 대응팀(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s, DARTs) 등을 파견하고 

비축해 둔 구호물품과 자금을 제공하는데 긴급구호물품의 비축과 재난지원 대

응팀(DARTs) 지원 물품은 전략적으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이탈리아의 피사,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에 비축되어 있다. 

 미국의 해외긴급구호에 있어서 피해국가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은 실제로 비정부기관들이다. 해외재난지원국은 UN의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 많

은 자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비정부기관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고 옥스팜

(Oxfam)과 인터액션(Interaction)과 같이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수행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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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자금지원을 한다. 초기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

램의 약 반수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이

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KOICA, 2012). 

2) 응급의료팀 

 응급의료팀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팀은 없고 비정부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Team Rubicon 이라는 비정부기구가 제 1형 이동형으로 

인증을 받았고 Global Support and Development라는 단체도 제 1형 고정형으

로 인증이 되어있다. 

 5. 스위스

 1) 긴급구호

스위스는 1976년「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법」을 제정하여 국제 개발협력

의 다양한 활동과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인

도적 지원이 요구하는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 아니라 무력 분쟁으로 인한 

재난까지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평의회가 본 법에 명시된 목적

을 준수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스위스 비정

부기구(NGOs)나 재난지역의 현지 비정부기구들이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의 파트너로서 예산을 지원 받

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응보다는 재난 예방의 중요성에 주목

하면서 인도적 지원활동과 개발협력 활동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접근이 더 중

시된다(KOICA, 2016). 

 스위스 정부가 긴급재난대응을 위해 파견하는 구호대는 크게 스위스 구조대

와 신속대응팀(Rapid Response Team, RRT)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정부 단독 

구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전에 구축된 민,관전문가 인력풀(Swiss 

Humanitarian Aid Unit) 및 국방부와 기타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활용하는 형

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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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대 파견은 인도지원국(Humanitarian Aid and Swiss Humanitarian Aid 

Unit, HA/SHA) 단일부처에서 전담한다. 인도지원국의 전문 인력풀의 활용은 

기존의 스위스 구조대(Swiss Rescue)의 구조팀 파견(Search and Rescue) 기능

을 포함한 신속대응과 분야별 전문가의 UN 파견 등을 망라할 수 있는 수단으

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전권을 스위

스 개발협력청(SDC)내의 인도지원국장이 행사하면서 긴급구호의 신속성을 담

보한다. 

 재난발생 정보가 입수된 후, 구체적 상황 분석이 진행되는 과정 중 분야별 

전문인력풀에 소속된 전문가와 구조대 소속인력 및 기관은 파견결정에 대비하

여 준비과정에 들어가고 인도지원국(HA/SHA)내 현장자원과에서는 전문인력풀

인력을 중심으로 파견가능 여부를 조사하며, 물류 및 장비과에서는 구호대 장

비와 물류를 즉각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구호 장비의 준비와 사용 및 장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 창고는 수

도 베른(Bern)의 스위스 적십자 건물 1층에 위치하여 구조대 장비와 신속대응

팀 장비를 구분하여 보관하며, 의약품을 자동 전산관리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자체폐기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호물자는 창고에서 운

송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한 협력 업체를 통해 바로 취리히 공항으로 운송하고 

구조대파견이 결정이 되면, 구조대의 규모에 따라 인도지원국 물류팀에서 10

일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의 물자를 사전 계약업체를 통해 준비하여 취

리히 공항으로 7시간이내에 운송한다. 

 신속대응팀은 재난피해현장의 직접적인 필요를 조사하고 신속한 대응활동의 

수행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데 신속대응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 모듈

은 총 10개로 건축, 식수위생/보건, 재난위기 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 의료, 물류수송지원, 인명구조, 안전위기관리, 정보, 통신, 조정 및 행

정 등이다. 

 신속대응팀의 10개 분야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는 인력은 24시간 내에 신속한 

파견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 3~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하며 필요한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소속된 

기관 또는 회사와 파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외국어(불어/영어/독

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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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급의료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Mother & Child(M&C) 모듈로 

불리며 신속대응팀(RRT)의 10개 모듈 중 하나로 기능하며  의료팀장, 소아외

과의, 소아과의, 수술 간호사, 마취의, 마취간호사, 선별 간호사, 물류 담당, 

간호 물류사, 산부인과의, 조산사, 약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되며 5일까지의 

초기착수단계와 이후 4주까지의 지속운영단계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의료팀의 구호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보고회를 통해 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요 교훈을 정리하고 구호인력의 선발과 인사팀의 평가 과정을 거친다. 

6.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제안

 외국 선진공여국의 경우 유,무상 원조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나라가 많은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

어 운영된다.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총괄하고 시행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하고,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총괄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을 담당한다.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 외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

인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어 원조 정책과 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위원회 등의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다. 

 일본(외무성 산하 JICA)과 호주(외교부 산하 AusAID)는 유무상 원조 집행조

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 현재 한국의 체계와 같이 외

무성과 재무성이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제무역

산업성을 비롯한 기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분절적 원조 집행 체계가 거듭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통해 지적되자 원조 집행 체계의 선진화와 정책 일관

성 향상을 위해 2008년 10월 외무성으로 원조 정책 기능 집중과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 유,무상 원조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였다(김은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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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긴급구호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와 수정이 필수적인데 많은 나라

에서는 자체적으로만 평가를 시행해 충분한 환류(feedback)와 정책 수정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부처내 따로 존재하

고 있는 평가팀은 평가와 개발분야에 대해 역량을 갖춘 4∼6명의 독립적인 전

문가들에게 분야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평가의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론 등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직원들이 제시할 때 양질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ICA, 2018).

 나머지 비교사항은 표를 통해 정리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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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 영국 미국 스위스 대한민국

주관기관 외무성 외교부 국제개발부 국무부 개발협력청 외교부

실행기관
JICA

(JDR)†

AusMAT 

(NCCTRC)‡
CHASE§

USAID

(OFDA)¶
HA/SHA** KOICA

원조 특징

자연재난, 

인재 전후 

복합적

자연재난, 

분쟁 포함

핵심자금 지원, 

빈곤퇴치

2개월내 

단기지원

자연재난,

분쟁 포함

자연재난후 

긴급구호

원조 

추진체계
유무상 통합 유무상 통합 유무상 통합 무상 분절 무상

유무상분리

(무상분절)

지원방식

긴급구호대

현물지원

현금지원

긴급구호대 

현물지원

현금 지원

CERF∥지원

미국기반

수행파트너 

지원

무역지원

현금지원

긴급구호대

현금지원 

현물지원

ODA/GNI*

(2017년)
0.23% 0.3% 0.7% 0.18% 0.46% 0.16%

응급의료팀
JICA

(JDR)

AusMAT

(NCCTRC)
UK EMT

Team 

Rubicon
none KOICA

인증단계 1,2형 1,2형 2형 1형이동형 (1형 역량) 없음

평가
자체평가

(3자 위탁)
자체평가

부처내 

평가부서

(ICAI)

자체평가 자체평가
자체평가

(3자 위탁)

표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공적개발원조 및 해외 응급의료팀 비교

ODA/GNI*: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JICA(JDR)†: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재난구호팀(Japan Disaster Relief Team)
AusMAT(NCCTRC)‡: 호주의료팀(Australian Medical Assistance Teams), 국립 외상대응 응급치료센터(National Critical 
Care and Trauma Response Centre)
CHASE§: 인도주의 및 안보부(Conflict, Humanitarian and Security Department) CERF∥: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ICAI:원조 영향 독립 평가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USAID(OFDA)¶:: 미국 국제원조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해외재난지원국(Office of U.S. Foreign 
Disaster Assistance)

HA/SHA**: 인도지원국(Humanitarian Aid and Swiss Humanitarian Ai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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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국외 긴급구조대 운영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정의에 대한 수정

 우리의 인도적 지원도 재난 후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본의 ʻ인간안보

(Human Security)ʼ의 개념처럼 해외재난이나 분쟁 직후 긴급 구호의 인도적 

지원 외에도 재난 전후 국가 평화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처럼 인도적 지원이 요구하는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 

아니라 무력 분쟁으로 인한 재난까지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복구 또는 인

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대

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정의에 대한 법률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물품 및 장비의 선순환과 군수송기 활용

 의약품과 기자재의 보관 및 유효기간 도래 후 버려지는 물품에 관한 문제에

서는 호주의 경우처럼 국립 외상대응 응급치료 센터(NCCTRC)가 유효기간이 도

래하는 의약품 및 기자재들을 왕립다윈병원 내부에서 순환 활용하고, 이후 새

롭게 조달해 보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파견되는 응급의료팀의 주축이 되는 

국립의료원 내부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호주의 경우처럼 군수송기를 활용하여 의

료팀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약 및 지원체계

를 더 공고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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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정부기구 파트너과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문성 확보

 응급의료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미국 국제원조처(USAID)가 수많은 

민간 자발조직과 관계를 맺고 역량이 검증된 기관을 수행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처럼 비정부기구(NGO)와 정부와의 실제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위해 스위스처럼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법」에 명시된 목

적을 준수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스위스 비정부기

구(NGOs)나 재난지역의 현지 비정부기구들이 스위스 개발협력청 예산을 지원 

받는 것처럼 우리도 비정부기구 파트너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순환보직제로 인해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어려

운 상황에서 해외긴급구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과 조율이 필요하고 정규직원은 2~3년 주기의 순환보직제가 적용되더라도 계

약직원은 장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스위스의 예를 눈여겨볼만 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구축된 민,관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4) 모듈별 팀 구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모듈별 팀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선발대는 물

론, 지진과 해일, 분쟁, 전염병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의료팀 구성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빠른 파견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위스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구성된 Mother & Child(M&C) 모듈처럼 우

리나라도 모자보건 모듈외에 외상수술 모듈, 감염모듈, 행정모듈, 물류모듈 

등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모듈로 의료팀의 구성을 나누어 놓는다면 여러

개의 모듈을 조합하여 파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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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의 발전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 시

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

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이전까지는 주로 민간차원에서의 구호활동을 주로 했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정부가 민간 구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민

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회로 협의회 

구성에서 정부 측은 관련부처 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13명 이상 구

성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민간위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제 민간위원의 참여나 주도가 쉽지 않다. 또한 ‘민관합동해외긴급구

호협의회’ 임무 범위가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운영과 KDRT 파견으로 매우 제한

적이라 긴급구호 사업 역시 의료지원, 인명구조, 구호비·구호물품지원 등 재

난 직후 긴급하게 요구되는 대응에만 한정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 아이티 사례까지 정부의 긴급구호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간한 ‘해외긴급구호사업 성과 및 추진체계 종

합 평가보고서’에 담겨있으나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지정되어 평가결과를 자

세히 확인할 수 없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1). 

 이때까지는 긴급구호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긴급구호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사전 조사나 현지에서의 협력 없이 각각 긴급구호대를 파

견해 활동의 중복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긴급한 순간에 물류 공급, 재

난 및 지역에 관한 정보 교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홍

지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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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팀과 중앙119구조단 소

속의 구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파견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

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국제

기구 등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여 정부와 민간구호단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

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긴급구호 활동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분야는 인도적 지원의 4가지 원칙

인 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

요한데 특히 중립성, 독립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

운 재난 상황에서는 국제기구와 민간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간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상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첫째, 2015년까지 ODA 중 긴급구

호 예산비중을 OECD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로 확대하고 둘째, 대규모 재난 

상황발생 후 24시간 내에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구호대 

파견여부와 초기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긴급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화된 인력과 긴급구호 장비를 비축, 확대하고 민

간 구호기관, NGO 등의 현장 활동 지원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뉴질랜드 지진시 군수송기를 

통한 긴급구호대의 실전 투입에 뉴질랜드 정부가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 중이

었던 구제역의 자국내 유입을 우려하여 구호대 파견을 거절하였고 같은 해 3

월 일본 쓰나미에서도 그동안 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24시간 내 긴급구

호대를 구성하고 김포공항에 대기한 팀이 구호활동과 현지공항 이용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이틀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는“국익을 증진하는 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의 세부적 실천과제

로서“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서 2018년 6월에 통합평가제도 개편안을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하였고, 2018년 12월에 ODA 추진체계 개편안을 제시

하였다(국무조정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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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의 문제점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성

과지표인 ‘전문가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체계성은 

67.1점, 통합성은 64.6점, 효율성은 62.8점으로 산출되었다(정책연구관리시스

템, 2019).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확실한 비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이

로 인해 관련 정부부처 간의 업무 분절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였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는 크게 총괄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진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할 때 이런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도 “다수의 시행기관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기관 간 업무영역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고, 역할분담도 어렵

다”면서 현재의 추진체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는 국제협력단 예산이 아니라 외교부 보조

금 예산으로 진행되는 업무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인

도적 지원 긴급구호는 현재 COVID-19 대응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개발도상

국, 선진국 관계없이 정부차원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진단 키트나 

검체채취 키트 등 의료 관련 기기를 지원하거나 현금지원, 그리고 마스크 지

원을 하고 있다.   

 공적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본질적으로 타국민에 대

한 일방적인 수혜정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 이행이 현

실적으로 어렵다.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 및 정책결정자와 정책대상 간의 상

호작용은 거버넌스가 구성되는 데 기초적인 조건으로 간주되는데 인도적 지원

정책의 주요사업인 해외긴급구호의 경우 그 대상이 누가 될지, 해당 재난 대

응에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전에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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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국

토교통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한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리더쉽과 거버넌스가 필요

하다. 

  2017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 보고서는 외교부 내에서 인도적 지원 

담당인력이 3명(과장 포함)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OECD, 2017). 2020

년의 경우 870억 정도의 예산에서 830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 업무가 더 늘어

났지만 인원 충원은 없었다. 따라서 외교부내에 이러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없다면 해외 긴급구호대와 해외 응급의료팀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거버넌스를 

시행기관인 국제협력단에 많이 위임하여 통합 관리의 확실한 주체를 만들어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리더쉽의 부재나 업무 분절에 인해 사업의 연속성

을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가 만족도에 관한 보고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시행기관인 국제협력단

(KOICA)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문인력 수의 증가 필요성, 전문성 부족

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실질적인 

업무보다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려있다 보니 수원국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실

질적인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현지 파견인력에 대한 적

절한 지원 및 체계적 관리의 미비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국

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해외 응급의료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강사 자원에게는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강하고 강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

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들 중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하여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들에게 일

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1년간 UN기구나 NGO에 파견근무를 통해 인도적 

지원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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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와 인증

 응급의료팀의 역량강화를 위해 파견 자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네팔지진 당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원들이 호소한 문제점으로는 잘 훈련되지 못한 팀원들과의 갈등, 

효과적이지 않은 협업, 그리고 재난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이었다(Kangeui Lee 

et al, 2017). 그 외에도 지휘부에 대한 갈등도 있었으며 재난구조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팀원들을 괴롭혔다. 

 지휘부와의 갈등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요인은 지도부의 결정이 늦어지거나 

결정부재에 대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결정이 번복되거나 일의 우선순위에서 

혼동이 생기거나 현지의 의견이나 전문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들도 영향을 주었다. 

 파견 자체도 재난 후 다른 해외긴급구호대에 비해 늦게 이루어지다보니 재난

으로 인한 피해자를 진료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던 만성적인 질환자를 진료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실망감이 팀원들에게 나타났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지

도부 구성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전과는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새롭게 만나는 팀원들과의 협업의 어려움인데 이전에 만나보거나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함께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임상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업무를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팀원들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료 외에 회의나 물류관련해서도 업무를 나누다보니 업무가 과중해지

고 적절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업무를 마

치고 하루정도의 휴식을 가지고 본국에서의 업무로 돌아가야 하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의료팀이 다른 단체와 협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을 대처하는 사전교육이 필요함을 토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필연적일 수 있는 부분

이지만 네팔 응급의료 활동 중 여진을 겪게 되면서 불안감과 충격을 받고 스

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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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팀에서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빈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한 

메타연구에서는 이들에서의 장애 빈도가 일반인들보다는(1.3-3.5%) 높고 재난

당사자보다(19-39%) 낮은 10% 정도라고 하였다(Berger et al, 2012). 그래서 

해외긴급구호팀원들은 활동전후로 우울(8.8%)과 공황장애(5.0%)등에 대해 단

순 상담부터 의학적 치료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파견된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반응 속에 있기 때문에 파

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카운셀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경받는 팀원이나 리더

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의료구호와 관련된 5개의 국제구호단체의 주요인사로 구성된 심층면접에서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국제 응급의료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꼽은 

것은 첫째 수원국의 요청과 함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필요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하고 구조적인 틀안에서 최선

을 다하는 것이었다(Broby et al, 2018). 

 이를 위해 WHO의 응급의료팀(EMT)에 등록하고 클러스터 접근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된 지원을 할 수 있고 현지 보건시스템과도 협력하여 역량을 강화

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 최소기준을 지

켜야 한다.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봉사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는데 봉사자는 신뢰할 만하고 

고상한 인격(character)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인도주의적 국제활동에 대

한 경험(experience)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봉사자를 잘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해외긴급구호는 인간애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의 

4대 원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

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켜져야 한다. 해외긴급구호

활동에서도 선의와 실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으나 활동의 효과성과 함께 인도

주의적 지원의 윤리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늘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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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의료팀은 제한된 국제구호 경험과 인력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팀이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증조건인 응급의료팀 등급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

으로 우리 정부가 공적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정책 중 상대적으로 재난이 빈번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을 위주로 해외긴급구호대의 긴급구호 사업을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효과에 있어서 신남방정책의 이행은 물론 해외긴급

구호대(KDRT) 활동과 관련해서도 서로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역집중보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

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또한 명확한 성공 지표(Success 

Indicator)에 입각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박중철, 2012).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도

적 지원 목적에 따라 재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재

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사이클 중 예

방 및 경감, 대응, 조기복구, 개발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며 재난을 자연 재해로 제한한 나머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이 있는‘인적 재난, 만성적 재난, 무력충돌, 복합적 위기상황’등에 개입하

는데 한계가 있다(외교부, 2018). 이렇게 재난의 정의와 인도적 지원의 목적

이 유연해지면 향후 한국국제협력단도 개발과 인도적지원의 연계를 강조하여 

핵심적인 세부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코로나 팬데믹 후 국제개발 협력

 국제사회는 COVID-19이라고 하는 특이한 재해의 충격 가운데 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따로 없는 이 재해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초기의 방역실패로 긴

장과 불안속에 있었다.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COVID-19는 경제적 타격

을 동반해 백신과 의약품의 불균형은 물론, 국민들 사이의 삶의 격차를 더 벌

어지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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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격차와 갈등은 커지고 있고 자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

는 동안 난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분쟁지역은 소외되어 간다. 그리고 이제

는 COVID-19 이 만든 새로운 표준(New Normal)속에 우리의 해외재난긴급구호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 우리의 인도주의적 활동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히 조율하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집중해야 하고 지역적인 재난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응급의료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COVID-19에 있어서

도 감염 예방 및 진단도 중요하지만 보건 취약국은 대부분 의료체계가 취약하

므로 좋은 보건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보건 취약국이 효율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돕거나, 음압 격리병실 설치 등 감염자 치료관

련 장비를 지원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첫째,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의료팀과 관계된 소수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만 그쳤으므로 

전문가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특정 질문에 있어서는 응답자

의 주관성이 개입됨으로 인해 객관성의 유지가 어려웠을 수 있다. 둘째, 해외

긴급구호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해외응급의

료팀 인증에 관한 조사 및 연구라 밖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더 상세한 내부문

서를 볼 수 없어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한 실제적인 사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

다. 셋째, 해외긴급구호대의 응급의료팀 운영체계 연구와 관련하여, 조사의 

범위 중 일부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문이 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세부

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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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국제보건기구 응급의료팀 인증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방향의 지속성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

에서 적절한 부서로의 거버넌스 위임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위임받은 부서에서는 책무성에 바탕을 두고 부족한 부분에서의 전

문성의 강화를 위해 힘쓰고 ASEAN 지역과 같이 이동이 용이하고 재난이 빈번

한 중점 지원지역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하므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비정부기관과 의료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의 방향성 중 하나인 민관협력을 응급의료팀 내에서 이루고 자급

자족능력과 물류와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응급의료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하여야 한다. 

 보다 더 나은 해외 긴급구호대 응급의료팀의 활동을 위해 다른 선진공여국의 

경우처럼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재난 후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난 전후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난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 아니라 무력 

분쟁으로 인한 재난까지 포함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응급의료팀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립의료원과의 물자의 순환활

용을 통해 버려지는 물자를 최소화하고 역량이 검증된 비정부기관을 파트너로 

삼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

하겠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시대에서 K-방역과 감염병 대처의 노하우를 

해외응급의료팀을 통해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정책과 운영에 해외 긴급구호대의 

운영주체와 의료진 및 유관 전문가가 화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응

급의료팀 인증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나라가 되

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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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보고서 양식 minimum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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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보고서 양식 minimum data set(계속)



- 82 -

부록 1. 보고서 양식 minimum data set(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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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출구 보고서양식(Exit rep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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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WHO 응급의료팀의 운영 원칙(Guiding Principles)  

 운영 원칙
증거기준

(Evidence Criteria)

지원문서

(Supporting Documents)

원칙 A. 질적 치료

안전하고 적시에 효과적이며 환자 중심적인 치료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활동 경로 순서도

원칙 B. 적절한 치료

재난의 형태와 사정에 맞는 적절한 치료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원칙 C. 공평한 치료

인권에 바탕을 두고 모든 구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원칙 D. 윤리적 치료

I. 세계의사회의 의료윤리에 맞게 치료

II, 환자의 의료상황에 대해 비밀유지하고 예후나 보완치료

에 대해 소통

III. 의학적 술기에 대해 동의서 받기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원칙 E. 책임있는 치료

모든 EMTs는 

I. 환자와 지역사회

II. 수원국과 보건복지부

III. 자신의 조직과 후원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원칙 F. 통합적인 치료

I. 수원국의 담당자들과 조율

II. 수원국 건강시스템과 응급의료팀, 국제인도지원팀과의 

협업 

파견중 원칙 준수 조직 서면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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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WHO 응급의료팀의 핵심 기준(Core Standards)

 핵심 기준
증거설명

(Evidence Descriptors)

지원문서

(Supporting Documents)

표준A. 국제적, 나라별 조정

I. 도착 후 수원국내 등록 및 국제단체 등록

II. 다른 EMTs 와 지역 건강체계와 함께 국제적, 국내적, 지

역별 협력

수원국, UN, WHO (VOSOCC, OSOCC 

& RDC),WHO EMT(EMTCC), global 

health cluster와 미리 연락 

VOSOCC 계정

EMT 등록 forms

표준B. 국제 분류

도착시 EMT 분류시스템에 따른 Type과 가능한 서비스, 역량 

등록

최소표준에 맞는 팀구성 팀 구성 리스트 예시

표준C. 보고

활동기간 중 정기적으로, 떠나기전 국제보고 형식에 따라 보

건복지부나 WHO에 보고

국제 포맷에 맞는 보고(수원국의 

보건복지부, EMTCC, VOSOCC)

보고 형식들(EMT 등록, 임상활동 

요약, 출구보고서)

표준 D&E. 의무기록

의무기록 비밀 유지 및 추적관찰이나 전원 및 필요시 환자에

게 개인의무기록 제공

환자번호로 의무기록 비밀유지, 

국제 표준따른 의무기록, 퇴원요

약 및 전원서류 복사본(환자와 수

원국 보건복지부), 적절한 언어로 

된 동의서

의무기록 예시(외래기록, 분류소, 

출생, 사망 기록, 동의서 양식)

표준 F. 전원 역량

Type에 따라 전원 또는 다른 EMTs에서 환자 수용

상위 수준의 병원으로 전원, 전원

서류, 전원방법(교통수단)

전원 양식 예시, 가이드라인/(표

준운영절차, SOPs),

표준 G. 자격증명

모든 실무진은 자국에 등록된 사람으로 해당분야 면허를 가

지고 있어야 함 

팀원들의 자격증명 확인하고 관련 

서류 확보 
면허 사본, 여권 사본 

표준 H.  기술과 수련

I. 모든 실무진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

II. 분쟁이나 재난시의 외과적 손상치료에 적절히 수련되어

있어야 함 

III. 대부분이 국제보건, 재난의학의 경험과 수련이 있고, 

나쁜 환경에서도 치료가능

IV. 새로운 실무자나 비숙련자들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대기인력 명단 (예: 엑

셀,데이터베이스)

표준팀구성과 최소요구수준 만족

수련과정에 대한 정의, 평가, 결

과

수련활동 달력이나 실무자 상황 

파악

모든 실무진의 대기인력 명단, 개

인 업무분장, 수련과정, 팀원 수

련 및 상황의 기록

표준 I. 국제 약물 표준

EMT는 모든 약과 장비가 국제적인 품질과 약물 기증 가이드

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약물은 WHO 필수약 목록과 Type 

별 서비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세 명단

수입/수출 규제물질에 관세 명단 

표준 J. 자급자족

EMT는 자족하며 파견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원국에 물

류 지원의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14일 동안 사용할 팀과 외래진료

(100명/일)를 위한 최소한의 표준

을 만족시켜야 함, 

세관 통과 물품목록(수입/수출 규

제제품 포함), 전체 캠프 지도, 

14일간의 모든 물류품과 소모품

표준 K. 위생과 쓰레기처리

최소 위생표준과 의료폐기물 처리 표준 

국제 쓰레기처리와 감염예방에 최

소수준 만족시키는 능력

물, 위생처리 SOPs, 쓰레기 처리 

SOPs

표준 L. 의료과실과 배상

I. 팀원들은 의료과실 보험에 들어있어야 한다.

II. 환자의 불평과 의료과실 혐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구조

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보험가입, 적절한 관리 및 

불만에 대한 SOPs

의료과실 보험 사본

환자 불평, 불만 SOPs

표준 M. 팀건강 및 복지

팀원의 건강을 위한 공간과 귀환 및 출구전략을 포함한 안전

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팀원의 의학적, 신체적, 정신적 

적합도 검사하고 예방접종, 예방

약, 유니폼, 개인장비, 보안과 돌

발상황에 대한 응급진료 및 후송

팀원 의무검진 양식, 팀원의 예방

접종 상태 사본

건강보험/팀의 응급진료 및 후송 

계획

안전 및 보안 S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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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제 1형 고정 응급의료팀의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s)

기술적 표준-제 1형 고정 증거설명(Evidence Descriptors) 지원문서(Supporting Documents)

초기평가 및 분류 응급치료에서 분류 시스템
임상가이드라인/표준운영절차

(SOPs)

소생술 기본심폐소생술, 기도확보, 지혈, 수액치료 물품목록, 양, SOPs

환자 안정(기본) 및 전원 제한적인 전문소생술 및 전원역량 임상 가이드라인/(SOPs), 전원서류

상처치료(초기)
소독 및 비봉합 단순드레싱, 파상풍 예방, 항생

제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골절치료(기본) 부목, 석고붕대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마취(외래 통증 치료) 국소마취, 진통제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수술(외래 소수술) 소수술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집중치료(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염병 치료(기본 외래)
WHO표준진단경로(조기경보), WHO필수 약품으로 

치료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

록, 격리, 감염예방

응급산과치료(기본) 

산파 수준의 단순 출산, 보조질식분만, 비상시 

다태아 출산, 둔위분만, 감염, 출혈, 임신성 발

작, 신생아 기본 소생술

표준 산과팀 구성목록, 물품목록

응급소아치료

(기본, 손상 및 감염)

간단한 기도감염 치료하고 심각한 증례(폐렴, 

설사병, 말라리아, 홍역, 영양실조) 전원할 수 

있는 능력

표준 소아팀 구성목록, 소아약품목

록,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응급만성질환치료

(기본, 경도악화)

외래치료에서 경도의 악화치료하고 심할 때 전

원할 수 있는 능력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

록, 비전염병 약물 목록

정신건강(기본 검진 및 전

원)

기본적인 정신과 응급치료하고 심할 때 전원할 

수 있는 능력 
임상 가이드라인/(SOPs)

재활(기본 검진 및 전원)
기본적인 재활치료하고 심할 때 전원할 수 있는 

능력, 부목, 압박붕대, 목발, 지팡이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목록

혈액검사 및 수혈(기본 신속

검사)

수혈은 준비 안되고 신속혈액검사가능(혈당, 소

변 스틱검사, 헤모글로빈, 말라리아)

임상 가이드라인/(SOPs), 신속검사 

물품목록, 보고양식, 콜드체인 보

관 SOPs

약국(100명/일, WHO 필수약 

리스트, 파상풍 예방)

유통기간내 약품, 콜드체인 장치, 라벨링 된 약

품, WHO 필수약품(진통제, 항생제, 파상풍약)

약국 물품 목록, 콜드체인 유지 

SOPs, 예방접종 등록

방사선검사(해당없음) 심할 때 전원할 수 있는 능력 해당없음 

멸균(기본 증기멸균장치나 

일회용품)
오염제거, 충분한 일회용 물품 14일치

감염, 예방& 통제 SOP, 살균장치 

목록& SOPs, 물품 목록

물류

(14일간 팀과 외래환자 자

족)

물(5L/외래환자/일 +60L/팀원/일)

전기, 음식, 숙소, 의료 및 일반쓰레기 처리(체

액,약, 바늘, 약품), 위생(100명 외래환자당 화

장실 최소 2개,남녀구분), 통신(휴대폰 및 위성

폰, 라디오, 데이터 전송 이메일이나 Fax), 이

송

캠프 청사진, SOPs, 물 사용량 추

정계산, 에너지 및 연료사용 추정

계산, 음식 명부 및 양, 직원숙소, 

쓰레기 처리 SOPs, 위생SOPs, 통신

물품 명부, 이송SOPs

응급의료팀 크기와 능력

(100명/일 진료 가능한 응

급, 외상, 모자보건, 풍토병 

경험 역량)

응급과 일차진료의(최소3인), 간호사 및 의료기

사(의사의 3배), 외래 물류 자족 공급가능 

표준 팀프로필, 임상 서비스 가이

드라인 SOPs(응급&외상, 모자보건, 

일차 및 풍토병)

응급의료팀 수용력

(빠른 외래진료실 구축)

14일동안 매일 최소 100건/12시간 진료가능한 

환경

(ex: 분류소/대기소, 외래치료실)

구조, 역량 지도(환자 동선, 침상

수, 환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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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제 2형 응급의료팀의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s)

기술적 표준-제 2형 증거설명(Evidence Descriptors)
지원문서(Supporting 

Documents)

초기평가 및 분류
응급치료 및 수술적 치료에서 분류 시스템, 급성 내과적, 

산과적 증상 포함 

임상 가이드라인/표준운영절차

(SOPs), 물품목록

소생술
전문심폐소생술, 기도삽관 관리,비기계적 환기, 개흉술, 

지혈, 전문 수액치료, 전혈수혈

임상 가이드라인/표준운영절차

(SOPs), 물품목록

환자 안정 및 전원 응급 전문소생술 및 수술, 전원역량 
임상 가이드라인/(SOPs), 전원

서류

상처치료(전체)
소독 및 변연절제술, 지연일차봉합, 복잡 창상, 피부이식, 

기본 피판, 화상치료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수술세트목록, 이전 파견 

수술활동 기록지 

골절치료(전문)
보존적 및 수술적 골절치료(견인, 입원환자, 외고정, 석고

붕대, 외과적 절제)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수술세트목록, 이전 파견 

수술활동 기록지 

마취(기본 전신마취)
어른 및 소아마취(국소마취, 전신마취, 소생술, 흡인, 산

소공급), 기본 비침습적 모니터링, 수술전후 회복 치료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수술전후 마취관리 양식, 

이전 파견 마취활동 기록지 

수술(산부인과 포함한 

응급수술)

침습적 어른 및 소아 수술(개복술, 오염창상관리, 골절, 

제왕절개 포함한 응급산과수술)

외과서류(동의서, 수술 기록지, 안전수술 확인대조표, 물

리적 구조물, 출입통제되는 공간(손씻고 위생, 기온 및 매

개체 통제, 회복실)

수술실(무영등, 전기소작기, 흡인기, 소독테이블, 자가발

전기), 고압증기멸균 및 외과세트(절단, 외고정, 개복술, 

제왕절개, 흉관삽입, 상처변연절제술, 자궁소파술, 견

인),200례 수술 가능한 물품들(손소독제, 수술포, 깨끗한 

물 100L/수술, 복강내 세척위한 증류수, 개인보호장비(장

갑, 가운, 마스크, 눈 보호)), 수술후, 입원환자 관리

물품목록

수술 전후 외과적치료 양식 샘

플

안전한 수술 확인대조표

외과수술 세트 목록

고압증기멸균법 SOPs 

이전 파견 수술활동 기록지 

집중치료(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염병 치료(입원환자 

치료)

어른 및 소아입원환자 치료, WHO표준진단경로(조기경보), 

WHO필수 약품으로 치료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격리, 감염예방, 질병조

기 경고감시(DEWS) 양식

응급산과치료(포괄적) 

산파 수준의 단순 출산, 제왕절개술, 비상시 다태아 출산, 

둔위분만, 감염, 출혈, 임신성 발작, 신생아 기본 소생술, 

보조질식분만, 자궁소파술, 수혈, 수술 후 관리

표준 산과팀 구성목록, 물품목

록, 산과 수술세트 목록, 산과 

약품목록, 이전 파견 산과활동 

기록지

응급소아치료(입원환

자 치료, 손상 및 감

염)

입원한 내외과 소아환자 치료, 간단한 기도감염 치료하고 

심각한 증례(폐렴, 설사병, 말라리아, 홍역, 영양실조) 전

원할 수 있는 능력

표준 소아팀 구성목록, 소아약

품목록, 임상 가이드라인

/(SOPs), 소아수술세트 목록, 

물품목록 

응급만성질환치료(입

원환자, 급성악화)
입원치료가 필요한 급성 악화치료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비전염병 약물 목록

정신건강(기본 외래검

진 및 전원)

기본적인 정신과 응급치료하고 심할 때 전원할 수 있는 능

력 
임상 가이드라인/(S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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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제 2형 응급의료팀의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s)(계속)

재활(기본 입원환자 

및 전원)

입원환자(골절, 절단, 말초신경손상, 화상, 피부이식, 피

판), 초기 재활치료(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입원환자 

20명 침상당 1명, 심할 때 전원할 수 있는 능력, 부목, 압

박붕대, 목발, 지팡이, 가능하면 평지 공간(최소 90cm 넓

이)

전담 인력 목록

임상 가이드라인/(SOPs), 물품

목록

혈액검사 및 수혈(기

본 입원환자 검사, 수

혈)

혈액은행(신선 전혈, 다른 현태의 수혈), ABO 검사(HIV,간

염, 매독), 신속혈액검사가능(혈당, 소변 스틱검사, 헤모

글로빈, 말라리아, HIV), 검체모아 전원 가능

임상 가이드라인/(SOPs), 신속

검사 물품목록, 보고양식, 콜드

체인 보관 SOPs

약국(외래100명/입원

20명/주요수술7/소수

술15/일, 확대된 WHO 

필수약 목록(수술 및 

마취약)

유통기간내 약품, 콜드체인 장치, 라벨링 된 약품, WHO 필

수약품(수술 및 마취약품, 진통제, 항생제, 파상풍약)

약국 물품 목록, 콜드체인 유지 

SOPs, 예방접종 등록

방사선검사(기본 X선) 기본 X선 검사(가슴, 골반, 척추)
임상 가이드라인/(SOPs), 방사

선 리포트 양식

멸균(전체 수술 증기

멸균장치)
오염제거, 그 외에도 충분한 일회용 물품 14일치

감염, 예방& 통제 SOP, 살균장

치 목록& SOPs, 물품 목록

물류(14일간 팀과 외

래환자 자족)

물(5L/외래환자/일 +60L/팀원/일+40L/입원환자+100L/수술

환자)

전기, 음식(14일, 소아 및 신생아포함), 분리된 숙소, 의

료 및 일반쓰레기 처리(체액,약, 바늘, 약품), 위생(100명 

외래환자(20명 입원환자)당 화장실 최소 2개,남녀구분), 

통신(휴대폰 및 위성폰, 라디오, 데이터 전송 이메일이나 

Fax), 이송

캠프 청사진, SOPs, 물 사용량 

추정계산, 에너지 및 연료사용 

추정계산, 음식 명부 및 양, 직

원숙소, 쓰레기 처리 SOPs, 위

생SOPs, 통신물품 명부, 이송

SOPs

응급의료팀 크기와 능

력(외래100명/입원환

자 20명/주요수술7/소

수술15/일 진료 가능

한 응급, 외상, 수술 

및 일반질환)

외과의(정형외과 산과수술 가능한 최소 2인) 외과의/마취

과(1:1), 간호사(침상의 8배), 외래 물류 자족 공급가능 

표준 팀프로필, 임상 서비스 가

이드라인 SOPs(응급&외상, 모자

보건, 일차 및 풍토병, 수술치

료, 입원환자 치료)

응급의료팀 수용력(빠

른 외래진료실과 입원

실, 수술실 구축)

14일동안 매일 최소 외래100건/12시간, 입원20건, 수술대 

1/일  진료가능한 환경

(ex: 분류소/대기소, 외래치료실, 수술실, 병실, 방사선, 

약국), 침대, 가운, 침대포

구조, 역량 지도(환자 동선, 침

상수, 환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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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Qualitative study on the certific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mergency Medical Teams 

of the Korea Disaster Relief Team

Dae Do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 Yoon Kim, MD, MPH, PHD)

Background and Purpose : Humanitarian activities by Korea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disasters are carried out in the form of the Korea 

Disaster Relief Team(KDRT) dispatch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UN Disaster Response Team evaluation criteria regarding 

overseas emergency relief teams are divided into rescue team and 

emergency medical team(EMT). In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conduct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the rescue team of the KDRT received the highest grade of Heavy in 

2011, and their capabilities wer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the EMT of the KDRT does not yet have any grades 

recogniz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from 2016 to the 

present, it is preparing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type 1 fixed EM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areas of preparation and 

improvement are urgently needed for the certification of the WHO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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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MT of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 on the minimum 

standard capacity for EMT, the level of readiness and achievement of 

the minimum standards was looked into by investigating the EMT activity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In addi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experts, we sought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by gathering expert opinions on the capabilities that 

the EMT of the KDRT should have.

Results : Korea has promoted its certification process for type 1 EMT 

since 2016, bu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lack of governance in the 

command structure and nationwide interest rather than the complexity of 

the certification preparation itself.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issues seem to be on the ability to prepare enough logistics to enable  

self-sufficiency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dispatched 

personnel. The shortage of experts related to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disaster medical treatment has also been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prevents efficient KDRT EMT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that of advanced foreign donor countries, there is a 

limit in Korea’s humanitarian aid in that it is confined to natural 

disasters. It has been found that agreements and support systems such 

as the circulation of materials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nd the 

use of military transport aircraft were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diverse activit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orming 

teams by module,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ster, as well as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with verified capabil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city of the emergency medic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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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In order to achieve systematic, integrated and efficient 

development assistance advoc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be 

certified by the WHO EMT, an organized implementation system and 

efficient governance of the host and enforcement of agencies are 

absolutely necessary. To this end, through the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of the EMT and collaboration with logistics experts as 

well 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perts, we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to play a role that fits our capabilities in this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age of a global epidemi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Disasters, Disaster Relief Team, Emergency Medical Team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