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Ⅸ  응급의료 체계의 이해

 1. 응급의료체계의 분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2)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국 16개 지역에 건립,

  • 각 지역 내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 

  • 상태가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최종 단계의 응급의료기관이다.

  • 대형 재해 발생 시 지원 할 의무가 있다.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2. 응급환자의 정의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자이다. 

3. 3대 중증응급질환

    • 급성심근경색  

    • 뇌졸중  

    • 중증외상환자. 



4.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심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

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5. 응급실 의료절차



6. 응급의료 관리료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을 때는 입원치료가 적용되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항 목 내  용 본인부담금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건강보험적용)

응급진료 후 바로 귀가

외래진료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겨우 50%)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또는 입원
입원진료적용(20%)

비응급증상 모든 경우 전액본인부담

7. 1339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자원의 분

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