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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권역응급의료

센터 선진화 추진계획을 시행하였고, 2013~2017년의 4년 동안 응

급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응급의료 취약지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대응과 프로토

콜의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특성이 응급의료의 물리적 접근성, 

즉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응급의료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

는 한국 의료패널 연간 데이터 13차 beta version 1.6과 국가통계

포털(KOSIS)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시군구별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 현황, 도시계획 현황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 

2013~2017년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8,119명을 대상으로 다

수준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개인 변수와 지역 변수를 모두 고려한 다수준 분석의 결과, 

소요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지역 변수는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로,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응급실까지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모두 소요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의 접근성은 지역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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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접근성이 응급의료비 지출 및 환자의 예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응급의료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물리적 접근성, 예후, 응급의료, 응급의료비, 접근성, 지역

학  번 : 2018-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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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응급의료체계란 ‘일정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조직화한 

체계’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처치와 후송 중 처치, 병

원 내 응급진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박윤형, 2011). 응급의료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

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 민간영역의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

우므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현장부터 최종치료까지 

관여된 기관들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 단위의 완결형 

네트워크 구축이 응급의료의 성공 요소이다. 셋째, 응급질환의 특

성상 시간, 장소 제한 없이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영역의 관문이다(보건복

지부, 2018). 따라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

가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의

료체계의 인프라가 강화되었다(박윤형, 2011). 2008년,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되었고, 이 

확충된 기금으로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였다(한국보건산

업진흥원, 2013). 2012년 이후, 권역 응급의료센터 선진화 추진계

획을 통해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개

선하고자 하였으며, 2013~2017년의 4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개

편을 통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개선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건강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

건의료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

에서 수요자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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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항상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Neutens, 2015). 특히 

최적의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의료 접근성에 대해 OECD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 측에서 이용에 장애가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공간적 요소(지

리적 위치와 이동 거리)와 비공간적 요소(사회경제적 지위, 인구

의 건강상태, 재정적 상태, 건강에 대한 인식, 관례 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anuganti et al, 2016). 접근성은 건강과 보

건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도달할 수 있

는 용이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정환, 2017).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의 장애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감소시키고, 수요

자의 건강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김동진, 2013). 그 이유는 응급의료의 가장 큰 특

징 중의 하나가 ‘지역성’이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서의 지역

성이란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의료 자원을 활용하

여 환자에게 신속하게 치료가 제공될 때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

는 것을 말한다(김동진, 2013). 

현재의 국내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이

동 원칙은 사고 현장이나 이송지점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전문

외상센터가 없다면 근처의 가장 큰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

인데, 결정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시간으로 1시간 이내가 최적 

시간(golden hour)으로 권장되고 있다(조현민, 2016). 응급의료체

계 개편안에서 제시한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신속

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이 지연되고 있

으며, 골든 타임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응급실과 이송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지역 특성과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하여 상담-이송-진료 등을 

지역 단위에서 완결하는 지역별 프로토콜이 부재하다는 점이 있

다(보건복지부, 2018). 이는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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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응급의료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다

루고 있으며, 특히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대

변되는‘3대 중증 응급질환’은 골든 타임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

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학적으로 골든 타임에 초점을 맞춘 연

구들이 많다. 3대 중증 응급질환 중 하나의 질환을 대상으로 전

원율, 사망률 및 사망 위험비에 대해 지역 단위로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와 응급의료비 지

출에 대한 연구는 적고, 응급질환을 전부 반영한 연구도 적다. 의

료비 지출도 의료이용이라는 항목으로 입원과 외래 등과 통합된 

그림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실 운영기관 현황 

(2017년)

자료: 2017 응급의료 통계연보 16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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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최근에 지리학에서 응급의

료의 물리적 접근성을 공간적 분석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늘어나

고 있다. 비록 충청도와 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응급

의료 자체의 접근성과 취약지에 관한 지역별 연구도 점점 늘어나

고 있으며, 응급의료를 임상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응급의료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는 중증 응급질환의 병원 전 단계 시간이나 골든 타임 안에 도착 

여부가 환자의 예후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다. 하지만 골든 타임 안의 도착이 가능하려면 의료 자원과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이용 중 하나인 응급의료도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건정책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즉 소요시간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하며, 지역별 특성이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미치는 

그림 2 인구 1천 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 (2017년)

자료: 2017 응급의료 통계연보 16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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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응급의료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3~2017년 

동안 응급의료체계 개편사업의 결과로 자리잡은 현 응급의료 시

스템의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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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 접근성의 차이가 응급환자들의 예후와 응급의

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목

적에 맞게 연구 질문과 연구 가설을 세웠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 가설 1: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연구 질문 2: 응급의료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2-1: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을수록 응급환자의 예

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을수록 응급의료비 지

출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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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문헌 고찰

1. 의료 접근성의 정의

접근성이란 삶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인 이동

권, 공공시설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인 시설이용권, 의사 

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정보 접근

권이 여기에 포함된다(소남열, 2009; 서정희, 2010; 전보영 & 권

순만, 2015). 

의료 접근성이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개인 측

에서 이용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OECD, 2015) 의료시설까지의 

이동 거리 및 소요시간 등 물리적, 지리적 차원과 의료보험, 지불 

능력, 교육 등의 사회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을 의

미한다(이유진, 2012). 접근성은 환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

기에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보건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접근에 제한이 없는 것은 임상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의 전제 조건이 된다(Penchansky & Thomas, 1981; 

전보영 & 권순만, 2015). 접근성을 더 세분화하면, 가용성

(availability), 물리적 접근성(accessibility), 편의성(accommodation), 

지불가능성 (afforda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으로 나눌 수 있

다. 공급자 요인에 해당하는 가용성(availability)은 환자 수 대비 

적절한 의료제공자,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제공량을 의미하고, 물리

적 접근성(accessibility)은 환자의 위치와 공급자 위치 사이의 관

계로, 교통의 편리함, 이동시간과 이동 거리 등을 의미한다

(Penchansky & Thomas, 1981; 전보영 & 권순만, 2015).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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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은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급자의 조직화된 

노력과 환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

미하며,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은 서비스의 가격과 환자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의 관계를 말한다. 수용성(acceptability)은 환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를 받

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Penchansky & Thomas, 1981; 전보영 

& 권순만, 2015). 

보건 의료 연구에서의 접근성은 지역 또는 거리와 같은 공간

적 개념과 소득 또는 사회적 요소와 같은 비공간적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공간적 개념에서 지역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이용

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의료 자원의 분포, 의료이

용의 지역 간 이동이었다.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있는 우리나라 의료특성상, 중소도

시 혹은 농어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

이 이뤄지는 등 자원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 불평등

을 초래하기가 쉽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의료시설

과의 지리적 접근성의 차이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고(Chan et al, 2006; Bello et al., 2012), 의료의 교통 접근성

은 건강상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었다(Ho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접근성이란 의료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물리적, 지리적 차원의 개념을 말한다. 지역과 관련된 

공간적 개념의 관점에서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응급의

료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이 지역의 영향을 받는지 규명하고자 했으

며, 이것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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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

응급의료는 신속한 이송 및 치료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따라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동 거리 및 시간이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의 개념은 물리적, 지리적 차원의 개념인 경우

가 많다. 본 절에서는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이것이 다른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문헌

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응급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IS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수정 3SFCA 모형을 활용한 충청 

지역의 응급의료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한 박정환의 연구(2017)

에 의하면 모든 연령층이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임계거리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았다. 시군구의 공간적 접근성은 

연령대별로 지역 차가 뚜렷하며, 연령별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령별 임계거리, 응급의료기관 이용 비중, 관내 기관 이

용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연령별 총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으

로 나타났다(박정환, 2017). GIS 네트워크 분석기법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분석한 임준홍의 연구(2016)에 따르면 응급의료서비스

가 확대될수록 응급의료의 혜택을 받기 쉽다고 하였으며, 충청도

에서 농촌과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응급의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도달권역과 응급

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홍, 2016). 단순히 접근성만 본 다른 연구로는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도 있었으

며(Carr, 2008) 지역에 따라 도시 농촌 간의 응급의료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었다(Busa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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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응급의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박윤형의 연구(2011)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수단으로는 구급

차를 이용한 이용자보다 도보나 자가용 혹은 택시를 이용한 환자

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병원 도착 지

연, 의료장비 부족, 구급차 내부의 불청결 등 때문이다(박윤형, 

2011). 또한, 응급실 도착까지 지연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송의 지연은 응급실 도착

까지의 지연을 의미하고 장기간의 대기나 치료 대기는 응급실 도

착 후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윤형, 2011). 

응급의료 접근성이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적지만 이호준의 연구(2014)에 따르면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의 향상은 응급사망률을 개선하고 응급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며, 응급사망비용도 감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호준의 연구(2014)에서 응급사망비용이란 응급사망으로 수반되

는 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호준은 응급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응급사망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응급사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 분석하였으며, 군산 전북대 건립병원의 사례에서 이를 절감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응급사망률의 개선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면 사망했을 환자들이 응급의료시설의 혜

택으로 생존하게 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응급의료시설이 

확충됨으로써 현재 응급사망자 일부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의료시설의 확충은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우 

개선 효과가 컸다(이호준, 2014). 또한 Miller(2012)와 Bamezai 외

(2005)의 연구에 따르면 1차 의료와 예방의료의 강화는 응급실 

이용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차 의료과 예방 의료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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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비용은 응급의료비보다 낮으므로 전체 의료비 지출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Bamezai et al., 2005; Miller, 2012; 김수정, 

2015).

급성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대변되는 3대 중증 

응급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초기 치료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질환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2017). 3대 중증 응급질환은 

여러 지침에 따르면 골든 타임이 존재하므로 신속한 응급의료 치

료 및 접근성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련된 선

행연구 중 심근경색, 뇌졸중 등 하나의 질환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많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증상 발현 후, 응급의료센터까지 도착하

는데 절반 이상이 골든 타임을 초과하여 병원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 타임 내 응급의료센터에 도

착하는 시간은 여성일수록, 고령일수록, 응급의료 취약지일수록, 

구급차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할수록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미 외, 2016).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개편

계획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환자 중증도

에 따라 적절히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이송체계 정책이 미흡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혜심의 연구(2018)에 의하면 응급의료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내원 후 전원위험도는 환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응급의료 권역으

로 내원했는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환자가 내원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전원 발생 

비교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보다 전원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전원 여부에 따라 사망 위험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



- 12 -

타났으며, 뇌졸중은 전원된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권역으로의 전

원된 환자가 사망 위험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심, 2018).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관련된 정경원의 연구(2011)에 따르면, 

사고 발생으로부터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기까지 걸린 시간(전원 

시간)은 104분(1시간 44분)의 중앙값을 보였다(정경원 외, 2011). 

국가 차원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도 구축단계이며, 2010년의 OECD 예방 가능 사망률이 35.2%로 

나타났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감소하겠다고 했으

나, 아직 일반 국민과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외상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이송체계가 효율적이

지 못하다(박도중, 2017). 이강현(2007)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 환자의 응급실까지의 내원시간, 응급실 도착 후 수술

까지 걸린 시간이 생존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현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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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

로 주관하는 한국 의료패널 연간 데이터 13차 beta version 1.6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보건의료비용과 의료

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한국 의료패널 자료는 가

구와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 만성질환 특성, 입원, 응급, 외래

의 의료이용 행태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활용하

기 적합하다. 다수준 분석에 활용할 자료인 지역별 의료 자원 현

황과 면적 및 인구밀도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지역별 의료

이용통계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 및 응급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을 

2013~2017년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응급실에 내원한 9,402건 중 중복을 제거한 8,11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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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정의

 본 연구에서 지역별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 및 응

급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변수는 <표 

1>과 같다. 종속 변수는 응급실 내원한 후 결과와 응급의료비로 

설정하였다. 독립 변수로는 응급상황 발생 이후(응급실에 가기로 

한 후)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 즉 발생 장소(집, 회사, 

타병원)에서 이 병원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환자의 예

후는 응급실 내원 후 입원 연계 항목에서 귀가, 입원 및 전원, 사

망으로 설정하였고, 응급의료비는 수납창구에서 수납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합한 총진료비에

서 1을 더한 후 로그값을 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 수준, 의료보장형태, 장애

판정 여부, 만성질환 유무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응급의료 이용에 

관련된 변수는 응급실 이용횟수, 응급실 내원 수단, 응급의료기관 

종류와 국공립병원 여부를 포함하였다. 골든 타임 때문에 의료이

용의 접근성이 예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3대 중증 응급질

환 여부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포함하였다. 3대 중증 응급질환 여부는 심근경색(KCD-10 진단 코

드 I21), 뇌졸중(KCD-10 진단 코드 I60-64), KCD-10 진단 코드 S

와 T 코드 중 동상(T33-T35.6), 중독(T36-T65), 외인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영향(T66-T7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

적 처치의 합병증(T80-T88)을 제외한 중증외상으로 진단받으면 1

의 값을 가지고, 진단받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이분형 변수

로 설정하였다<표 5>. 중증외상의 코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보

고서에서 제시한 중증외상 코드를 기준으로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반영하였다(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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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변수는 기존 보건의료분야에서 다수준 분석 시 사용된 

지역 변수를 참고하여 개인의 건강 및 행태 중 물리적 접근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환자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내원

하기 때문에 한국 의료패널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거주 지역을 기

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고, 자료의 특성상 활용할 수 있는 거주

지 단위가 시·도였기 때문에 지역 변수도 시·도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지역 변수는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구급차 수, 지역별 인구

밀도로 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하였다. 

Ÿ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 시·도별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Ÿ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구급차 수

: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

Ÿ 지역별 인구밀도

: 시·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시·도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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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종속 변수
내원 후 결과

0=귀가 

1=입원 및 전원 

2=사망

응급의료비 log(총진료비+1)

독립 변수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
단위: 분

응급의료 관

련 변수

의료기관 종류

0=병·의원

1=종합병원

2=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여부
0=국공립병원

1=사립병원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 단위: 분

응급실에서 받은 서비스

1=수술 

2=수술 이외의 치료(약물, 

수혈 등) 또는 응급처치 

3=검사만

응급실 내원 수단

0=도보

1=개인차량

2=택시

3=구급차
3대 중증 응급질환 진단 

여부

0=없음

1=있음

표 1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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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

적 변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단위: 세

혼인상태
0=미혼

1=기혼

교육수준

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대졸 이상

소득 수준

1=1분위수

2=2분위수

3=3분위수

4=4분위수

5=5분위수

의료보장형태
0=건강보험

1=의료급여

장애등급판정 여부
0=없음

1=있음

만성질환 여부
0=없음

1=있음

지역 변수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지역별 구급차 수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

지역별 인구밀도 지역별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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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 및 응급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운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

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이 응급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이것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했으며, 응급의료 관련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 및 응급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알아보는 기술 통계량을 산출

하였다. 선행문헌에서 설정했던 지역 변수를 참고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수, 구급차 수, 인구밀도는 응급의료의 물리적 접근

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최영은, 2013). 따

라서 지역별 요인과 소요시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level 2 

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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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수준 분석이란 군집 무작위 시험

(cluster randomized trials)의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으로, 군집 

무작위 시험에서는 집단(도시, 학교, 학급 작업장 등) 수준에서 

중재 조치를 무작위 배정하며, 결과 변수(중재 조치의 효과)는 개

인 수준에서 측정된다. 즉 level 2의 독립 변수(중재 조치), level 

1의 결과 변수를 가진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무송, 

2004). 다수준 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자료 분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i= 개인 수준, j=지역 수준

본 연구의 모형이 다수준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변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측정하였고, 각 연구 모
델의 설명력은 절편만 포함한 모델 1(Null Model)과 각 모델에
서의 분산 비율(percentage change in variation, PCV)로 나타냈
다. 집단 내 상관계수와 분산 비율의 식은 아래와 같다. 

 


γ: 지역 수준 분산, 

:  개인 수준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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υ0: Model 1의 분산, υ1: 각 모델의 분산

독립 변수인 소요시간이 종속 변수인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9.4와 

STATA 14.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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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로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2>. 5

년 동안 입원한 건수는 총 8,119건이었고, 남성은 49.13%이고 여

성은 50.87%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48.69세(±26.48)였고, 미

혼은 29.51%, 기혼은 70.49%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34.91%, 중졸이 16.59%, 고졸이 28.66%, 대졸 이상이 19.84%였다. 

의료보장형태는 의료급여가 2.19%, 건강보험가입자가 97.81%였

다. 장애로 판정을 받은 경우는 11.39%, 아닌 경우는 88.61%였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80.64%로, 없는 경우는 19.36%로 나타났

다. 거주지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19.82%였고, 서울특별시는 10.09%, 부산광역

시는 7.03%, 대구광역시는 6.05%, 인천광역시는 4.79%, 광주광역

시는 2.93%, 대전광역시는 2.52%, 울산광역시는 3.05%로 나타났

다. 강원도는 4.53%, 충청북도는 3.67%, 충청남도는 4.82%, 전라

북도 4.82%, 전라남도는 6.69%, 경상북도는 5.69%, 경상남도는 

9.94%, 제주도 3.74%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1분위가 18.87%, 2

분위가 19.56%, 3분위가 20.75%, 4분위가 21.43%, 5분위가 19.39%

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는 상급종합병원이 19.94%, 종

합병원이 55.99%, 병·의원이 24.07%였다. 국공립병원은 10.06%, 

사립병원은 89.94%였다. 응급실에 내원하기 위해 이용한 교통수

단은 구급차가 18.33%, 개인차량이 60.48%, 택시가 15.61%, 도보

가 5.59%로 나타났다. 응급실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1.46분

(±22.95)이었다.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은 평균 140.84분(±174.73)

이었고, 응급의료비는 평균 1,265,044원(±3,663,355)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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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실에서 받은 서비스 중 수술은 3.74%, 수술 이외의 치료

(약물, 수혈, 검사 등)는 96.26%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이용 후 결

과는 귀가가 56.24%, 입원 및 전원이 37.15%, 사망이 6.61%로 나

타났다. 

2013년~2017년 동안 지역별 응급의료 지표의 추세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

관 수,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구급차 수, 지역별 인구밀도를 표

와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이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표 6>, 

<표 7>, <표 8>, [그림 3],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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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119 N 수 백분율(%)

성별

남 3,989 49.13%

여 4,130 50.87%

연령

Mean ± SD 48.69 26.48

혼인상태

미혼 2,396 29.51%

기혼 5,723 70.49%

교육수준

초졸 이하 2,834 34.91%

중졸 1,347 16.59%

고졸 2,327 28.66%

대졸 이상 1,611 19.84%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7,941 97.81%

의료급여 178 2.19%

장애등급판정 여부

장애 없음 7,194 88.61%

장애 있음 925 11.39%

만성질환 유무

없음 1,572 19.36%

있음 6,547 80.64%

지역

서울특별시 819 10.09%

부산광역시 571 7.03%

대구광역시 491 6.05%

인천광역시 389 4.79%

광주광역시 238 2.93%

대전광역시 205 2.5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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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248 3.05%

경기도 1,609 19.82%

강원도 353 4.53%

충청북도 298     3.67%

충청남도 391 4.82%

전라북도 391 4.82%

전라남도 543 6.69%

경상북도 462 5.69%

경상남도 807 9.94%

제주도 304 3.74%

소득 수준

1분위 1,532 18.87%

2분위 1,588 19.56%

3분위 1,685 20.75%

4분위 1,740 21.43%

5분위 1,574 19.39%

3대 중증 응급질환

진단받지 않음 5,712 70.35%

진단받음 2,407 29.65%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1,619 19.94%

종합병원 4,546 55.99%

병·의원 1,954 24.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817 10.06%

사립 7,302 89.94%

응급실 내원 수단

구급차 1,488 18.33%

개인차량 4,910 60.48%

택시 1,267 15.61%

도보 454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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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까지 소요된 시간(분)

Mean ± SD 21.46 22.95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분)

Mean ± SD 140.84 174.73

응급의료비(원)

Mean ± SD 1,265,044 3,663,355

응급실에서 받은 서비스

수술 304 3.74%
수술 이외의 치료(약물, 수혈, 검사 

등)
7815 96.26%

응급의료 이용 후 결과

귀가 4,566 56.24%

입원 및 전원 3,016 37.15%

사망 537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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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 변수는 소요시간으로 설정하였고, 개인적 특

성과 지역별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기초모형의 지역 수준의 분

산은 11.9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속 변수인 소요

시간의 전체 분산 중 지역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내는 ICC는 0.023으로 소요시간의 총 분산(개인분산 + 지역분산) 

중 지역 수준이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과 

Model 2를 비교하였을 때,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변수는 지역 분

산의 18.7%를 설명하였고, Model 1과 Model 3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 변수는 지역 분산의 21.5%를 설명하였으며, Model 1과 

Model 4를 비교하였을 때, 개인 변수와 지역 변수의 분산이 지역 

분산의 30.3%를 설명하였다. 

 개인 변수만을 포함한 Model 2의 결과, 소요시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교육수

준, 응급실 내원 수단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요시간이 1.729

분 더 길었고, 연령이 1년 증가할수록 0.169분이 더 길었다. 기혼

이 미혼보다 2.796분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

졸 이하보다 중졸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

났고, 고졸은 2.127분, 대졸 이상은 2.619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원 수단은 도보보다 구급차는 7.430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차량은 11.921분, 택시는 9.815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만을 고려한 Model 3의 결과, 유의한 지

역 변수는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의료기관 수, 지역별 인구밀도

로 나타났다.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는 감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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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역별 인구밀도는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수와 지역 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4의 결과, 소요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개인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교육수준, 응급실 내원 수단이었고, 지역 변수는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소요시간이 1.727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년 증

가할수록 0.169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 미혼보다 

2.813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보다 

중졸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고졸은 2.094분, 대졸 이상은 2.588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수단은 도보보다 구급차

가 7.369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차량은 11.862분, 택

시는 9.801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Model 4의 지역 수준 분산은 8.332로 Model 2와 비교하였

을 때, 지역 관련 변수가 지역 간 차이를 11.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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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Intercept 21.481 5.781** 25.094*** 9.378***

0.140 0.001 <0.001 <0.001

성별 1.729** 　 1.727**

　 0.001 　 0.001

연령 0.169*** 0.169***

　 <0.001 <0.001

혼인 여부 -2.796* 　 -2.813**

　 0.010 　 0.009

교육수준 　 　 　

초졸 이하 ref ref

중졸 -0.384 -0.384

0.616 0.615

고졸 -2.127** -2.094**

0.001 0.001

대졸 이상 -2.619** -2.588**

　 0.001 　 <0.001

건강보험 가입 여부 -0.065 　 -0.012

　 0.971 　 0.265

장애 여부 -0.169 　 -0.148

　 0.837 　 0.857

만성질환 여부 -0.589 　 -0.657

　 0.407 　 0.356

소득 수준 　 　 　

1분위 ref ref

2분위 0.952 0.917

0.247 0.265

3분위 0.615 0.607

0.482 0.487

표 3 응급실까지 소요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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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1.358 -1.391

0.131 0.122

5분위 -0.488 -0.503

　 0.602 　 0.591

3대 중증 응급질환 

여부
0.485 　 0.487

　 0.378 　 0.376

응급실 내원 수단 　 　 　

구급차 7.430*** 7.369***

<0.001 <0.001

개인 차량 11.921*** 11.862***

<0.001 <0.001

택시 9.815*** 9.801***

<0.001 <0.001

도보 ref 　 ref

지역 관련 변수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

-2.452** -2.130*

0.008 0.017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구급차 수

-0.094 -0.112

0.236 0.140

지역별 인구밀도
0.001* 0.001

0.046 0.056

Random effect 

(variance)

Level 2 (region) 11.961 9.722 9.388 8.332

Level 1 (individual) 517.872 497.994 517.511 496.661

Intraclass correlation

(Model 1)
0.023

Explained Variance(%) 18.7% 21.5% 30.3%

* p<0.05, ** p<0.01, *** p<0.001

주)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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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환자의 예후 

및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환자의 예후 및 응급의료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응급의료비

는 응급실에서 입원하는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총진료비에 1을 더하여 로그를 취한 값으로 분석하였고, 

환자의 예후는 귀가, 입원 및 전원, 사망인 범주형 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

비 지출은 모두 소요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1) 환자의 예후 중 입원 및 전원에 미치는 영향요

인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입원 및 전원과 사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입원 및 전원될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은 소요시간,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 응급실 처치, 응

급실에서 머문 시간, 의료기관 종류, 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소

요시간이 1분 증가할 때 귀가에 비해 입원 및 전원할 오즈는 

1.010배(1.007-1.013)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입원 및 전원

할 오즈가 1.264배(1.140-1.401)로 나타났다. 입원 및 전원이 예후

로 나타날 오즈는 연령이 1년 증가할 때 1.025배((1.020-1.029)로 

나타났고, 기혼이 미혼보다 0.568배(0.453-0.711)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이하에 비해 중졸이 입원 및 전원할 오즈

가 0.748배(0.643-0.871), 고졸은 0.773배(0.678-0.882), 대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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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배(0.547-0.747)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의 경우 1분위에 비해 

2분위가 입원 및 전원할 오즈는 0.770배(0.654-0.906), 3분위는 

0.805배(0.677-0.956), 4분위는 0.566배(0.473-0.677), 5분위는 0.601

배(0.499-0.723)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인 경우가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입원 및 전원할 오즈가 1.667배(1.181-2.354)로 나타났고, 장

애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오즈가 1.330배(1.129-1.5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1.519배

(1.302-1.771)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대 중증 응급질환은 입원 

및 전원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응급실 처치 종류의 경우, 수술 이외의 처치에 비해 수술한 

경우의 입원 및 전원 오즈는 0.603배(0.453-0.802)로 나타났다. 응

급실에서 머문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의원에 비

해 입원 및 전원 오즈가 1.418배(1.207-1.666)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종합병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국공립병원보다 사립병원의 오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통수단은 도보에 비해 입원 및 전원할 오

즈가 구급차가 3.791배(2.895-4.963), 개인 차량은 1.755배

(1.368-2.252), 택시는 1.752배(1.338-2.29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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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예후 중 사망에 미치는 영향요인

 귀가에 비해 사망할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요인

들은 소요시간,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 장

애 여부, 3대 중증 응급질환 진단 여부, 응급실 처치,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 여부, 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하면 사망할 오즈는 1.013배(1.009-1.016)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할 오즈가 1.610배

(1.324-1.957)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1년 증가할수록 사망할 오

즈가 1.032배(1.024-1.0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이 미

혼보다 사망할 오즈는 0.471배(0.299-0.742)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이하에 비해 나머지 군의 사망할 오즈

가 낮게 나타났다. 중졸은 0.467배(0.351-0.621)로 나타났고, 고졸

은 0.526배(0.414-0.669), 대졸 이상은 0.507배(0.375-0.687)로 나타

났다. 소득 수준의 경우 1분위에 비해 2분위가 사망할 오즈는 

1.373배(1.031-1.830), 3분위는 1.484배(1.088-2.025), 4분위와 5분위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인 경우가 건강보험 

가입한 경우보다 사망할 오즈가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망할 오즈가 2.111배(1.646-2.708)로 나타났

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망할 오즈가 증가했지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3대 중증 응급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1.972배

(1.620-2.4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처치 종류 중 수

술한 경우는 수술 이외의 치료 경우보다 0.237배(0.114-0.492) 낮

게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은 1분 증가할수록 사망할 오

즈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는 작게 나타났

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상급종합병원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병·의원에 비해 사망할 오즈가 1.432배(1.066-1.924)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보다 사립병원에서 사망할 오즈는 0.562배(0.430-0.735) 

낮게 나타났다. 교통수단의 경우 사망할 오즈가 높게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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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13.991배(5.087-38.47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개인 차

량의 경우 6.336배(2.327-17.248), 택시의 경우는 6.282배

(2.263-17.44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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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응급의료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소요시간, 성별,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 응급실에

서 머문 시간,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병원 여부, 교통수단으로 나

타났다.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하면 응급의료비가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에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응

급의료비가 14.9% 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이 1년 증가할수록 응급의료비 지출은 2.2% 증가하였고, 기혼이 

미혼보다 3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

졸 이하에 비해 중졸은 11.4%, 고졸은 11.2%, 대졸 이상이 응급의

료비 지출이 14.9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

준은 1분위에 비해 모든 분위 수가 응급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4분위는 17.1%, 5분위는 24.4%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가입한 군보다 가입하지 않은 군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장애가 있

는 경우는 응급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아닌 경우보다 응

급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

다. 3대 중증 응급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응급의료비가 3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처치의 경우, 수술한 경우가 

유의하지 않지만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이 1분 증가할수록 응급의료비 지출이 0.1%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의원보다 응급의료비 

지출이 139.7%, 종합병원은 7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립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12.7%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내원 수단은 도보보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128.1%,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54.6%로, 택시를 이

용하는 경우는 6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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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후 결과(OR, 95% CI)

입원 및 전원 사망 응급의료비

소요시간 1.010*** 1.013*** 0.009***

　 (1.007-1.013) (1.009-1.016) <0.001

개인 관련 변수

성별

여성 ref ref ref

남성 1.264*** 1.610*** 0.149***

(1.140-1.401) (1.324-1.957) <0.001

연령 1.025*** 1.032*** 0.022***

　 (1.020-1.029) (1.024-1.041) <0.001

혼인 여부

미혼 ref ref ref

기혼 0.568*** 0.471** -0.390***

　 (0.453-0.711) (0.299-0.742) <0.001

교육수준 　 　

초졸 이하 ref ref ref

중졸 0.748*** 0.467*** -0.114*

(0.643-0.871) (0.351-0.621) 0.049

고졸 0.773*** 0.526*** -0.112*

(0.678-0.882) (0.414-0.669) 0.025

대졸 이상 0.639*** 0.507*** -0.149**

　 (0.547-0.747) (0.375-0.687) 0.009

소득 수준 　 　

1분위 ref ref ref

2분위 0.770** 1.373* -0.098

(0.654-0.906) (1.031-1.830) 0.116

3분위 0.805* 1.484* -0.006

(0.677-0.956) (1.088-2.025) 0.927

4분위 0.566*** 0.958 -0.171*

표 4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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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3-0.677) (0.681-1.349) 0.011

5분위 0.601*** 0.918 -0.244**

　 (0.499-0.723) (0.638-1.323) 0.001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ref ref ref

의료급여 1.667** 1.663 0.095

　 (1.181-2.354) (0.859-3.221) 0.472

장애 여부

없음 ref ref ref

있음 1.330** 2.111*** 0.013

　 (1.129-1.567) (1.646-2.708) 0.833

만성질환 여부

없음 ref ref ref

있음 1.519*** 1.200 -0.012

　 (1.302-1.771) (0.876-1.643) 0.820

응급의료 관련 변수

3대 중증 응급질환 1.072 1.972*** 0.322***

(0.955-1.204) (1.620-2.402) <0.001

응급실 처치 　 　

수술 0.603** 0.237*** 0.156

(0.453-0.802) (0.114-0.492) 0.125

수술 이외의 치료 

(약물, 수혈, 검사 등) 
ref ref ref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
1.000* 1.001*** 0.001***

　 (1.000-1.001) (1.001-1.001) <0.001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1.418*** 1.432* 1.397***

(1.207-1.666) (1.066-1.924) <0.001

종합병원 1.093 1.003 0.712***

(0.963-1.242) (0.779-1.29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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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ref ref ref

국공립 여부

국공립 ref ref ref

사립 1.065 0.562*** 0.127*

　 (0.897-1.265) (0.430-0.735) 0.047

응급실 내원 수단 　 　

구급차 3.791*** 13.991*** 1.281***

(2.895-4.963) (5.087-38.478) <0.001

개인 차량 1.755*** 6.336*** 0.546***

(1.368-2.252) (2.327-17.248) <0.001

택시 1.752*** 6.282*** 0.631***

(1.338-2.296) (2.263-17.440) <0.001

도보 ref ref ref
* p<0.05, ** p<0.01, *** p<0.001

주) ref: Referenc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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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이 응급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이로 인한 접근성의 차이가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대표하는 변수인 응급실까지 도착하

는데 소요된 시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

고, 소요시간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1) 지역 특성이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

간에 미치는 영향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 변

수만 넣은 null model인 Model 1, 개인 특성만 반영한 Model 2, 

지역 특성만 반영한 Model 3,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을 모두 반

영한 Model 4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소요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의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교육수준, 응

급실 내원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그 이유는 본 연구

의 대상이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이기 때문에 중증외상과 감

염성 질환 등으로 내원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중증외상은 남성 

비율이 더 높아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정경원 외, 

2011). 기혼일수록 소요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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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서 병원 전 단계 시간은 기혼자들의 경우 유의하게 적

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rokalaki et al, 2011).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질환 및 질병 혹은 응급한 상황 대처에 대한 정

보 습득이 쉬우므로 응급실 내원시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이에 부합한다(Goff et al, 2004). 소요시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지역 특성의 요인은 면적 100km2당 지역

별 응급의료기관 수로, 이것이 증가할수록 응급실까지 소요시간

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

가 증가하면, 같은 면적 안에서 환자가 내원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관 수가 늘어나므로 응급실까지 소요시간이 감소하고 환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변수와 지역 변수를 모두 고려한 Model 4의 결과 중 주

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Model 3에서 유의했던 지

역별 인구밀도의 경우, 개인 변수가 통제된 Model 4에서 유의하

지 않게 바뀐 점이다. Model 3에서 지역별 인구밀도가 증가할수

록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인 변수를 통제한 

Model 4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밀도가 

개인 변수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Model 1에서 

Model 4로 갈수록 지역 분산의 설명 가능한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 관련 변수가 응급실까지 

소요시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수준 분석

으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방법

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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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예후 및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

향요인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예

후는 귀가보다 입원 및 전원을 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지출도 소요시간이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시간의 순수한 효과

만을 보기 위해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과 응급실에서 받는 처치 

종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

요시간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질 수 있다.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

료비 지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한 질환일수록 응급의료비 지

출이 증가할 것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위급한 환자가 

많으므로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요시간이 증가하면 신속한 치료가 어려우므

로 환자의 예후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입원 및 전원과 

사망할 가능성이 크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 심혈관

계, 뇌혈관계, 외상, 호흡곤란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Mills(2019)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 전 단계 시간과 사망률과의 유

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결

과인데, 본 연구의 대상은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이기 때문

에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Mills, 2019). 

 응급의료비 지출과 환자의 예후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다방문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응급실 다방문 환자는 남성이고, 고령이며,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보호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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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왔다(신태건, 201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

보다 응급의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환자의 예후도 남성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응급실에 내원할 

때 중증인 경우가 여성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Herlitz의 연구

(2010)에 따르면, 혼자서 이벤트를 겪을 때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응급실에 내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인상태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이와 

상통한다(Herlitz et al, 2010). 본 연구결과에서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보다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응급의료비 지출이 감소

하고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결과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뒷받

침한다(Goff et al, 2004). 소득 수준은 1분위에 비해 4, 5분위에서

만 유의하게 응급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예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입원 및 전원이 될 

가능성은 적게 나타났지만, 사망할 가능성은 2, 3분위에서만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

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보다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

며, 이는 의료이용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고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허순임, 2009). 

 환자의 예후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장애 여부, 만성질환 여부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

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입원 및 전원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방문 시 최

소한의 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만 이용하여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못하며, 외래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미루다가 상태가 많이 악화되

면 본인 부담이 없는 응급실로 내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로 설명할 수 있다(김수정 외, 2015). 본 연구결과는 장애가 있는 



- 42 -

경우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 기간

이 길수록 기능상태의 악화, 노화 등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욕구

는 높아지는 데에 반해, 장애 관련 지원 혜택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불안정은 지속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로 설명할 수 있다(Ponzio et al, 

2015; 전보영, 권순만, 2015).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는 기저질환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건강에 대

한 경각심이 높으므로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입원 및 전원 가

능성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태건(2011)의 연

구결과와 상통한다. 

 응급의료비 지출과 환자의 예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응급

의료 이용 요인은 응급실에서 받은 처치, 응급실에서 머문 시간,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병원 여부, 응급실 내원 수단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응급실에서 수술 이외의 처치를 한 경우보다 수술한 경

우가 응급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예후는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

왔다. 수술 이외의 처치를 했을 때보다 수술을 했을 때가 예후가 

더 좋게 나온 것은 응급한 질환일수록 치료를 적절히 하였지만, 

수술 이외의 처치를 받은 경우는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수술한 경우 환자의 

예후가 좋아진 결과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응

급실에서 머문 시간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영향은 미미하게 

나왔다. 머문 시간은 입원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응급실에서만 

머문 시간이며, 입원 및 전원된 환자의 응급의료비는 입원비용과 

합쳐서 정산됐다. 따라서 응급실에 머문 시간은 최댓값이 300시

간이며 분산은 작지만, 응급의료비 분산은 매우 크므로 머문 시

간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예후도 머문 시

간이 증가할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며, 이 역시 응급

실에서만 머문 시간을 반영한 분석의 결과이지만 오래 머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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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료

기관 종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일수록 응급의료비 지출

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장비가 더 많이 갖춰져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만 유의하게 예후가 나빠지는 것으

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중증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

병원에 내원하거나 전원될 가능성이 높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의 과밀화 때문이다. 국공립은 사립보다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응급의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병원이 사망할 가능성

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의료 요구가 높은 환자의 경

우 경제적인 이유로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한다는 연구(길미령, 

2017)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

며 저소득 계층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 요구가 

더 높다는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서남규, 2013). 응급

실 내원 수단은 본 연구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 역할을 

한다. 도보에 비해 다른 내원 수단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은 

도보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는 질환이 경증일 가능성이 높고, 

중증이어도 병원 근처에서 응급실로 내원했을 가능성이 커서 신

속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급차가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았는데,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는 중증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치나 치료 비용이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예후도 

도보에 비해 다른 내원 수단이 나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병원 간 

전원을 한 환자 중 중환자실에 입원한 비율이 소방구급차군, 자

가 이동순으로 나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왕일재 외, 

2018). 물리적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뿐만 아니라 접근성의 사회적 요인인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환자의 예

후와 의료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은 

앞서 정의한 대로 물리적 접근성과 사회적 접근성을 모두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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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준 분석에서 level 

2의 수는 25개를 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단위가 16개의 시, 도이므로 level 2의 권장 수에 

미치지 못한다. 25개 이상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분산성의 문제점

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응급의료 접근성의 차이

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변수를 설정

하여 응급의료 취약지를 반영한 후 다수준 분석을 시행했어야 했

으나, 시, 도를 기준으로 다수준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한

계점은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변수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

다.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관련된 변수는 소요시간밖에 없

으므로 이것만 고려하여 접근성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소요시간

은 설문조사로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3대 중

증 응급질환과 응급실 내원 수단이라는 변수로 대신하였다는 점

이다. 3대 중증 응급질환은 골든 타임이 중요한 질환이므로 중증 

질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응급실 내원 수단 변수도 질병

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역할을 하지만 응급질환에는 

KTAS(Korea Triage and Acuity Scale)라는 중증 분류체계가 있다. 

KTAS는 Canadi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

된 분류 도구로, 국내 지역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

류에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6).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이 분류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한계점이다. 네 번째로 

종속 변수에 미치는 다른 응급의료 요인들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는 점도 한계점이다. 비록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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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지정하기는 하나, 의료기관 종류보다는 

응급의료센터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원의 종류도 일

반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3~2017년의 4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해 나타난 

의료 접근성 측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

하였고, 구급차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확충하였

다. 중증 응급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응급의료 권역을 확대

하였고, 중증외상환자 전문진료체계와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하지

만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여전히 응급의료 취약지

의 존재와 지역별 응급의료 편차와 프로토콜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8~2022년의 응급

의료 개편계획안은 응급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건

복지부, 2018).

응급의료는 고유 특성 때문에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으며, 응급의료 접근성은 임상학적으로 골든 타임과 병원 전 단

계라는 개념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임상 연구들은 골든 타임 준

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골든 타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는 의료 자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적 중재가 필요하

다. 응급의료도 의료이용 중 하나이므로 입원, 외래와 같이 의료 

접근성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보건정책학적 관점으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

료 접근성에 지역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

으며, 이는 의료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과이다. 또한, 입원과 

외래, 혹은 의료이용에서 많이 다루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

을 응급의료에 대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응급의료를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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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제

시한 2018~2022년의 응급의료 개편계획안이 강조한 응급의료 접

근성에 대해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크다. 

3. 결론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이 응급의료의 물리적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응급의료 접근성이 환자의 예후와 응급의료비 지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수준 분석 결과, 지역 변

수는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델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

으로 밝혀졌으며, 면적 100km2당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는 소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수의 경우, 소요시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여

부, 교육수준, 응급실 내원 수단이었다.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응급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환자의 

예후는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비 

지출과 환자의 예후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은 성별, 혼인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의 접근성은 지역별 특성에 영향을 받으

며, 이것이 응급의료비 지출 및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언제 어디서나 응급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응급

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2018~2022년의 응급의료 개편계획안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것,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 

응급환자 치료하는 것,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권한과 책

임을 강화하는 것, 환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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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현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8). 본 연구는 응급의료의 접

근성이 지역별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것이 

응급의료비 지출 및 환자의 예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

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응급

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며,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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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질병명 질병코드(KCD-10)
심근경색 I21
뇌졸중 I60-64
중증외상 S00-S99, T00-T32, T35.7, T79, T89-T98

자료: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2014, KCD-10

표 5 3대 중증 응급질환 판별 기준표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10.41 11.57 11.24 11.07 11.07
 부산광역시 5.19 5.06 5.06 5.06 4.94
 대구광역시 3.28 3.17 3.17 3.05 2.83
 인천광역시 1.92 2.00 2.00 1.79 1.98
 광주광역시 4.99 4.59 4.79 4.99 4.99
 대전광역시 2.04 2.04 2.04 2.04 2.04
 울산광역시 1.23 1.23 1.23 1.32 1.32

 경기도 0.88 0.91 0.89 0.89 0.89
 강원도 0.17 0.17 0.17 0.16 0.15
 충청북도 0.28 0.28 0.28 0.26 0.26
 충청남도 0.25 0.29 0.28 0.26 0.26
 전라북도 0.31 0.27 0.29 0.29 0.29
 전라남도 0.42 0.39 0.41 0.41 0.40
 경상북도 0.22 0.20 0.19 0.20 0.20
 경상남도 0.64 0.58 0.58 0.57 0.53

 제주특별자치도 0.38 0.38 0.38 0.32 0.32

표 6 16개 시·도별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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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16,766.36 16,699.56 16,565.59 16,414.24 16,293.27
 부산광역시 4,581.34 4,570.65 4,563.35 4,543.54 4,507.34
 대구광역시 2,833.06 2,820.43 2,814.29 2,810.58 2,800.04
 인천광역시 2,766.36 2,769.66 2,789.15 2,768.64 2,773.79
 광주광역시 2,939.94 2,945.88 2,938.52 2,932.56 2,921.70
 대전광역시 2,838.54 2,841.95 2,817.76 2,809.59 2,787.06
 울산광역시 1,091.02 1,099.32 1,106.06 1,104.90 1,098.15

 경기도 1,202.66 1,214.77 1,230.72 1,248.82 1,263.76
 강원도 91.64 91.79 92.09 92.16 92.12
 충청북도 212.33 213.17 213.85 214.88 215.23
 충청남도 250.29 255.61 263.69 269.22 275.79
 전라북도 232.20 232.00 231.77 231.11 229.84
 전라남도 155.00 154.83 155.04 154.55 153.74
 경상북도 141.86 141.93 142.02 141.89 141.42
 경상남도 316.39 317.92 319.26 320.10 320.72

 제주특별자치도 321.15 328.47 337.69 347.00 355.18

표 8 16개 시·도별 인구밀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특별시 9.20 8.84 8.94 8.07 8.19 
 부산광역시 10.72 11.76 11.92 10.89 11.55 
 대구광역시 13.55 13.28 12.54 12.07 12.24 
 인천광역시 10.66 10.99 10.49 10.74 11.26 
 광주광역시 16.70 16.60 15.01 15.52 16.05 
 대전광역시 13.37 13.19 13.89 12.15 12.71 
 울산광역시 12.19 11.06 11.25 10.41 10.90 

 경기도 15.71 15.44 15.32 15.22 15.37 
 강원도 57.90 56.27 56.73 55.13 54.19 
 충청북도 18.82 16.85 16.48 16.40 16.68 
 충청남도 15.90 18.66 18.26 17.86 17.27 
 전라북도 16.98 16.62 17.76 16.78 17.52 
 전라남도 17.51 17.63 19.85 26.10 20.35 
 경상북도 19.52 17.99 17.43 20.03 19.39 
 경상남도 14.67 14.48 16.55 15.80 16.51 

 제주특별자치도 11.96 11.69 11.37 12.00 11.87 

표 7 16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구급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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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6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

그림 4 16개 시·도별 면적 100km2당 응급의료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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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6개 시·도별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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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Access on Patients' 

Prognosis and Emergency Medical 

Expenditure

Kim, Yeonj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liminate the regions that lack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dvancement Promotion Plan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2 and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was reorganized for four years 

from 2013-2017. But there still existed many regions that lack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mergency medical care system was insufficient in terms of 

response and protoc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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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accessibility of emergency care and 

the impact of emergency medical accessibility on the patients' 

prognosis and the emergency medical expenditure. This study used 

the 13th beta version 1.6 annual data of Korea Health Panel which 

is jointly organiz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ervi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tatistics on medical use 

by region, the status of medical facilities and medical personnel by 

city and district, and the urban planning statistics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ample included 8,119 patients who visited the emergency centers 

between year 2013 and 2017 and multi-level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The results for the multi-level analysis in both the individual 

and regional variables showed that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centers per 100 km2 are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rrival time. As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per 100 km2 area increased, the time required to reach 

emergency centers decreased.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patient's prognosis 

and the emergency medical expens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rrival tim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ccess to emergency 

care was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access to 

emergency care affected emergency medical expenditure and 

patient outco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valuable evidence to improve the current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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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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