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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the role of pediatric
emergency cent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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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6, the pediatric emergency centers (PECs) have been sele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ir designation and operation. The authors, affiliated with the policy research team in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sough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PECs in
Korea. The problems i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are the disproportionat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PECs, financial
difficulties in meeting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recruitment of dedicated pediatric emergency specialists.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dditional PECs and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insurance cost, to strengthen the role other
than the community practice, and to reinforce back-up treatment by pediatric sub-specialists in 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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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전문센터)는 2015년“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 선정되기 시작했다1). 전문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배경은 2010년 시작한 차세대응급실모델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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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추진된 소아전용응급실모델구축사업이다2). 19세
이하 소아응급환자(소아환자)가 전체 응급환자의 약 26%
를 차지하지만, 전국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대
상 설문조사(134개소 중 81개소 응답)에서 별도의 소아응
급실을 운영하는 센터는 3개소, 응급실에서 소아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센터는 33.3%였다3,4). 이 연구를 통해 소아
환자가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환경으로 인한 2
차 감염과 심리적 충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의식은 2010년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전용응급실 개설을 시작으로, 2011년 4개
소(명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가
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2012년 4개
소(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계명대학
교 동산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가 각각 개설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소아전용응급실 개설을 통해 소아환자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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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전담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됐고, 이로써 보호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수준높은 소아응급의료서비스의 기반
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회성 사업만으로 소아전
용응급실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화상/심혈관/독극물 센터와 함께 전문센터 개설을 제안했다1).
2016년 7월 전문센터 9개소(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울산대학교병원, 가천대 길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순
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가 선정됐다5).
하지만, 2017년 10월 현재 9개소 중 2개소(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만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된 상태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정책팀(학회 임
원진과 전문센터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을
구성하여, 향후 5년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안을 논의하
기 시작했고 이 안에 전문센터가 포함됐다. 5회 이상의 회
의를 통해 전문센터 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
고자 했다. 본 저자는 한국의 전문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1. 전문센터 지정기준1)
2016년 전문센터 시설기준에 따르면, 소아환자를 위한
별도의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 환자분류소, 처치실, 중
환자 진료구역 2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 5병상, 음압격
리병상 1병상, 소아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과 입원실 6
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병상 간격은 1.5 m (처치실
면적 20 m2) 이상이며, 상기 중환자실과 입원실은 응급의
료 책임자의 동의 하에 입퇴원을 결정해야 한다. 소아 전
용장비로 골강내주사기구, 이비인후과 장비, 분무기가 필
요하고, 기타 장비는 연령별로 확보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의(전문의 2명 이상, 비전문의는 3-4
년차 전공의) 4명 이상을 기본으로, 전년도 방문 소아환자
가 15,000명을 초과하면 전담 전문의 1명을, 추가로
10,000명 증가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소아응급
환자 전담의 1명 이상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으로, 전년도 방문 소아환자가
15,000명을 초과하면 3명을, 추가로 5,000명 증가할 때
마다 3명을 추가할 수 있다. 연간 진료실적 기준은 응급실
방문 12,000명, 수술 1,000건, 중환자실 입원 150명 이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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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센터 현황과 문제점
1) 지역적 불균형 분포 문제
전문센터로 선정된 병원이 분포한 지역은 수도권(5개
소), 영남권(3개소), 충청권(1개소)이다(Fig. 1). 기타 병
원 중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3개소)은 수도권에만
분포하며, 강원·호남·제주권에는 전문센터 및 소아응급
실이 없다. 2017년 5월 현재 한국의 20세 미만 인구 총
9,912,914명 중 49.5%가 수도권에 분포했다(Fig. 1)6).
이 분포를 보면, 전문센터 9개소 중 5개소가 수도권에 분
포하는 것을 수도권 편중으로 간주하긴 어렵다. 그러나 강
원·호남·제주권의 전문센터 및 소아응급실 부재는 의료
자원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시사한다. 이 취약지역에
서 전문진료를 위해 환자를 이송한다면, 지역응급의료기
관 이상에서 기본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1시간 이내에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지역별 응급의
료센터(권역 및 지역)의 소아환자 및 소아중환자 수용률을
파악함으로써, 상기 취약지역에 전문센터를 추가로 지정
해야 한다.
2) 지정기준 충족을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적 문제
전문센터 지정기준의 일부 항목은 상급 종합병원조차도
충족하기 어렵다. 소아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운영하려면
중환자실 병상 확보 외에도 인력충원(전문의 및 간호사 충
원, 전공의 근무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아중환
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을 유지하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에 있었던 소
아환자 병원간 이송(총 11,513건)의 사유는 의료진(36%),
진료과(17.5%), 입원실(14.8%), 장비(7.0%), 중환자실
(6.9%)의 부족이었다7). 의료진 및 진료과 부족이 이송 사
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장비 및 중환자실 부족으로
연간 약 460건의 이송이 발생한 것이다. 중환자실 운영에
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지만, 소아중환자 병
원간 이송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의 운영을 양적
및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3) 전담 전문의 충원 문제
전담 전문의 충원은 어려운 문제다. 전문센터 지정기준
에 따르면, 전술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외에도 소아청소
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017년 11월 현
재 전문센터로 지정된 2개소의 전담 전문의는 각각 7명,
3명이다. 전담 전문의 7명을 확보한 전문센터를 제외한 8
개 병원은 전담 전문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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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ionwide distribution of pediatric population and pediatric emergency centers (PECs). Five of the 9 PECs (squares) and 3
non-PEC pediatric emergency rooms (triangles) are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 are no PECs or non-PEC pediatric
emergency rooms in Gangwon, Jeolla, and Jeju.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
으로, 응급실에 3-4년차 전공의를 배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8).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최소한의 소아환자
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담 전문의를 충원하긴 어렵다. 비슷
한 이유로 전담 전문의 인력 충원 문제는 권역외상센터 운
영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9,10).

3. 전문센터 역할 강화 방안
1) 추가 지정과 수가 적정성 평가
소아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센터를 소아
인구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11월 현재 전문센터로 선
정된 병원 중 7개소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전문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소아전용응급실 또는 전문센터에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인력기준의 근거
로 방문 소아환자 수에 혼잡시간을 추가해야 한다11,1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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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센터로 지정돼더라도 해당 병원의 재정 손실을 최
소화하도록, 수가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권역외상센터
설립타당성 분석13)과 같은 과정은 전문센터 추가 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필요하고, 해당 병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내 진료외적 역할 강화
전문센터는 타 전문센터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진료외적 역할도 수행해야한다. 이 역할에
는 질병·손상 예방, 구급대원 교육, 재난대응 등이 포함
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외적 역할을 소아를 대상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업무에는 중환자 중심 진
료, 재난 시 의료지원, 권역 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교
육·훈련, 권역 내 타 의료기관에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환자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14). 한국에서 소아
환자에 대한 재난대응은 장비, 전문가, 프로토콜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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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실정이다15).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소아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16).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예
산을 전문센터에 제공함으로써, 병원 기반 공공의료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시대에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성인기까지 유지하려면 지역사회 기
반 건강증진노력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소
아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보호자 대상 전화상담
센터를 들 수 있다. 소아환자 중 응급진료 후 1시간 이내
에 귀가하는 비율이 약 40%이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불필
요한 응급실 방문(특히, 야간 및 휴일)을 줄이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12). 전화상담센터 대신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전화서비스를 보완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토콜 개발 외에도 지속적
교육 및 피드백을 통해 소아상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
고·유지해야 한다.
3) 배후진료 강화
전문센터가 최종진료를 수행하려면, 입원 후 배후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6년 현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에 따라 분류된 소아환자 2,197,389명
중, 1-2단계가 67,500명(3.1%)이었다17). 2011년 현재
14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환자
(1개월-18세) 1,354,665명 중, 중환자(사망, 중환자실 입
원, 내원 당시 AVPU 척도에서“U”
, 진단명이 호흡정지,
심장정지 또는 급성심장사)는 4,519명(0.3%)이었다.
2007-2011년 소아환자 병원간 이송률은 7%였고, 이 중
질병이 80%였다18). 2010년 20세 미만 인구 10만명당 병
원간 이송환자는 859명이었고, 이 중 중환자는 3.8%, 병
원간 재이송은 2%에서 발생했다18). 소아중환자 병원간 이
송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면
이 있지만, 적어도 재이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화해야
한다. 질병외 환자에 대해서는, 기도 및 식도 이물 제거 시
술 가능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다발성 외상환자에 대한
소아 외과계(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 지원 및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실
적으로 상기 의료자원이 부족하므로, 기존 인력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배후진료 인력을 확보하도록 제도
적 지원 및 보장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전문의 배후진료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추
진하는 골든타임존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처치까지
소요시간이 중요한 진단을 정의하고,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당직 병원제로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
하다. 골든타임존사업에 포함된 진단(예: 장중첩증) 외에
도, 소아환자에서 응급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진단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권역별 병원간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다19). 또한, 이 네트워크를 방사선노출을
줄이기 위한 24시간 초음파 또는 안전한 진정요법이 필요
한 시술 및 영상검사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결

론

아직 초창기인 전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센터 지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
역적 불균형 분포를 고려한 전문센터 추가 지정, 지역사회
내 진료외적 역할 강화, 전문센터 내 배후진료 강화를 위
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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