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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응급실은 소아응급진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여기서 진료받은 환자 중 약 0.2%-2.2%는 중증 환자로,

이들에 한 진료를 시작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하다1). 소아

응급환자(소아환자)는 2007년 750,000명에서 2015년

2,020,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2). 소아환자가 급증하

는 가운데, 201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소아전용응급실 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형태의 특징과 고찰:
2년 간의 단일기관 연구

신석원∙최희정∙최보금

계명 학교 의과 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an 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enter: a single center study over 2 years

Sukwon Shin, Heejoung Choi, Bogeum Choi

Department of Pediatiric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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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pediatric emergency center between April 2016 and March 2018. We reviewed the children’s age group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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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했다3). 소아전용응급실은 전용 공간에서 전담 인

력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는 곳으로, 소아응급진료의 물적

토 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후 2013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 연구사업에서 기본 소아응급실과 소아전문응

급의료센터를 구분하여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범주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배경에서

2016년 중증 환자 진료에 초점을 두고 24시간 전문의 진

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전문센터) 사업을 시

작했다4).

계명 학교 동산병원은 2013년 5월 소아전용응급실을

개소하고 전문의 또는 전공의 3-4년 차가 진료를 담당했

다. 2016년 7월 한국 구광역시 전문센터로 선정되어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불가능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전문센터 운 을

중단하 다.

본 연구는 구 지역 전문센터를 운 했던 단일 기관의

자료를 통해 지역 소아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전문센터 지정과 운 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했다.

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기 병원

소아응급실을 방문한 15세 이하 소아환자를 상으로 했다.

환자 정보는 국가응급의료정보체계(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및 본원 의무기록

을 이용하여 수집 및 분석했다. 본 연구는 계명 학교 동

산의료원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IRB

no. 2019-05-032).

환자의 성별과 나이를 조사했고, 나이 에 따라 4군(1세

미만, 1-4세, 5-9세, 10-15세)으로 분류했다. 방문 일시

는 방문 당시 월, 요일, 시간으로 기록했고, 오전 0시를 기

준으로 날짜를 구분했다. 요일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

휴일(일요일 제외)로 분류했다. 연구 기간 중 평일의 일수

는 49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각각 102, 104, 29

일이었다. 방문 시간은 본원 외래 시간표에 따라 일과 시

간(평일 9:00-17:00, 토요일 9:00-13:00), 일과 외 시

간(평일 17:00-21:00, 토요일 13:00-21:00), 야간(평일

및 토요일 21:00-익일 9:00), 일요일 및 공휴일 (9:00-

익일 9:00)로 정의했다. 방문 방법(전원 및 구급차 여부),

진료 결과(귀가, 입원, 전원, 사망), 경증 환자를 시사하는

응급실 체류시간 1시간 미만 환자를 조사했다5). 국제질병

분류 10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을 이용하여 응급실 퇴실 시 입력한 한 개

의 주진단 코드를 분석하여 질병 및 손상으로 분류했다.

방문 당시 중증도를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라 1단계(소생),

2단계(긴급), 3단계(응급), 4단계(준응급), 5단계(비응급)

로 분류하고, 1-2단계를 중증으로 정의했다. 진료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중증도가 명시되지 않은 환자는 제외했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 Armonk, NY)을 이용했으며 통계량을 빈도와 백분

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방문 시간에 따른

나이, 방문 방법, 진료결과, 응급실 체류시간, 진단명,

KTAS 단계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했다. 유의

수준 α는 5%로 설정하여 P < 0.05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정의했다.

결 과

1. 전체 환자의 특징

연구 상자는 총 41,355명이었고 평균 나이 3.1 ± 3.0

세, 남자가 23,238명(56.2%)이었다. 나이 별로 1-4세

환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기간에 평균 월별 환자 수는

1,723 ± 321.5명, 평균 일별 환자 수는 57 ± 9.8명으

로, 12월에 가장 많이 방문했다(Fig. 1). 방문 시간에 따른

환자 수는 야간 16,618명(40.2%), 휴일은 12,499명

(30.2%)으로, 야간 및 휴일 방문이 많았다. 시간 별 방문

추세는 오전 8시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오후 6시 이후 급

증하고, 오후 9시에 절정에 이른 이후 감소했다(Fig. 2).

중증 환자는 5.9%, 전원 환자는 8.5% 고, 진료 결과

88.8%는 귀가했다. 입원한 환자 4,626명(11.6%) 중 중환

자실 입원은 341명(0.8% [입원환자의 7.4%])이었다. 체

류시간 1시간 미만은 14,680명(35.5%)이었다. 주진단에

따른 질병 및 손상은 각각 33,511명(81.0%), 7,844명

(19.0%)이었다(Table 1).

2. 주진단

질병 중 가장 많은 진단은 열(33.2%)이었고 설사(5.5%),

인두염(5%) 순이었으며, 기타 두드러기(2.8%), 크룹(2.6%),

열발작(2.4%), 폐렴(2.2%), 기관지염(1.9%) 등이 있었다.

손상 중 눈꺼풀 열상(11.5%)이 가장 흔했고 얼굴 열상

(10.4%), 팔꿈치 탈구(6.7%), 입술 열린 상처(3.9%), 두

피 열상(3.8%) 순이었다(Fig. 3). 기타 손상 진단으로 볼

의 열린 상처(3.5%), 두피의 표재손상(3.2%), 콧구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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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6%), 상완골 골절(2.2%), 소화관 이물(2.1%) 등이

있었다. 나이 별로 빈도가 높은 진단명을 Table 2에 기

술했다.

3. 방문 시간에 따른 비교

일과 시간, 일과 외 시간, 야간, 휴일 모든 시간 에서

1-4세 환자가 가장 많았다. 10-15세 환자는 전 시간 에

서 가장 적었고, 일과 시간에 가장 높은 비율(9.7%)을 보

고, 야간과 휴일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방

문 시간 별 중증도 3-4단계의 환자 비율 합을 보면 일과

시간에는 89.7%, 일과 외 시간에는 91.7%, 야간에는

91.1%, 휴일에는 92.5%로, 일과 외 시간과 야간, 휴일에

경증 환자 비율이 높았다. 구급차 이용 비율은 일과 시간

18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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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and daily visit of the children.

Fig. 2. Number of the patients according to time of visit.



에 9.4%로 가장 높았고 휴일에 3.8%로 가장 낮았다. 퇴

원 비율은 야간과 휴일에 각각 92.8%, 92.3%로 높았다.

입원 비율은 일과 시간에 31.4%로 가장 높았고, 중환자실

입원 비율도 일과 시간에 2.1%로 가장 높았다. 체류시간 1

시간 미만은 일과 시간에 12.9%이었으나, 야간과 휴일에

는 각각 42.7%, 36.8%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손상

환자는 일과 외 시간에 32%로 다른 시간 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 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소아환자의 나이는 1-4세가 가장 많고,

주로 12월, 야간, 휴일 방문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증 환자가 많았고, 이 비율은 일과 외 시간, 야간, 휴일

에 더 높았다. 전체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의 빈도는 일과

시간에 더 높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이 1시간 미만인 환자

는 일과 시간에 더 적었다.

연구기간에 구 지역 의료기관은 2016-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개소, 종합병원 8개소, 2018년 기준 상

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10개소 다. 달빛어린이병원

은 2016년 2개소, 2017년 이후 1개소로 감축했다6). 본 연

구는 근거리 생활권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 전문

센터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전문센터 지정과 운 에 도움

이 되고자 시행했다. 전문센터는 중증 환자를 집중 수용

및 처치하는 기관으로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제공한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증 환자로 정의한 KTAS 1-2단계

는 5.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언급한 같은 단

계 비율 7%와 유사했다8). 응급실 체류시간 1시간 미만 환

자는 타 기관 연구보다 비율이 낮았으나 전체 환자의 3분

의 1 이상이었다5).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한 센터

으나, 환자의 다수는 경증이었다. 특히 일과 외 시간, 야

간, 휴일의 경우 90% 이상의 환자가 KTAS 3-4단계로

과 요인이 경증 환자임을 알 수 있다. 경증 환자로 인한

과 화로 전문센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

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간에 구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감

축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진료 수요는 증가하여 전문센터

로 방문한 환자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경증 환자 빈도가 높고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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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chil-
dren (N = 41,355)

Variable Value

Age, y 3.1 ± 3.0
Boys 23,238 (56.2)
Age group, y

< 1 04,885 (11.8)
1-4 27,180 (65.7)
5-9 07,194 (17.4)
10-15 2,096 (5.1)

Time of visit
Business hours 04,754 (11.5)
After-hour daytime 07,484 (18.1)
Nighttime 16,618 (40.2)
Holiday hours 12,499 (30.2)

KTAS
1 00.64 (0.2)
2 2,358 (5.7)
3 14,808 (35.8)
4 23,034 (55.7)
5 1,091 (2.6)

Transferred 3,520 (8.5)
Ambulance 2,275 (5.5)
ED outcome

Discharge 36,707 (88.8)
Hospitalization 04,626 (11.2)
Transfer 000.17 (0.04)
Death 000.05 (0.01)

ICU hospitalization 0.341 (0.8)
ED LOS < 1 h 14,680 (35.5)
ED diagnosis 

Disease 33,511 (81.0)
Injury 07,844 (19.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ED: emergency depart-
ment, ICU: intensive care unit, LOS: length of stay.

Table 2. Three common diagnoses according to age groups

Age group, y Diagnosis N (%)

< 1 Fever 2,084 (42.7)
Pneumonia .256 (5.2)

Diarrhea .213 (4.4)
1-4 Fever 7,627 (28.1)

Tonsillitis 1,338 (4.9)0
Diarrhea 1,148 (4.2)0

5-9 Fever 1,180 (16.4)
Abdominal pain .458 (6.4)

Diarrhea .379 (5.3)
10-15 Fever 0.239 (11.4)

Abdominal pain .142 (6.8)
Diarrhea .12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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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age groups, cause of visit, outcomes, and other factors across the time of visit

Variable Business hours After-hour daytime Nighttime Holiday hours P value

Age group, y < 0.001
< 1 0.758 (15.9) 0.887 (11.9) 2,057 (12.4) 1,183 (9.5)0
1-4 2,622 (55.2) 4,683 (62.6) 11,472 (69.0)0 8,403 (67.2)
5-9 0.911 (19.2) 1,467 (19.6) 2,468 (14.9) 2,348 (18.8)
10-15 .463 (9.7) .447 (6.0) .621 (3.7) .565 (4.5)

KTAS < 0.001
1 0.17 (0.4) 00.8 (0.1) 0.23 (0.1) 0.16 (0.1)
2 .398 (8.4) .425 (5.7) 1,019 (6.1)0 .516 (4.1)
3 1,778 (37.4) 2,263 (30.2) 6,471 (38.9) 4,296 (34.4)
4 2,487 (52.3) 4,601 (61.5) 8.680 (52.2) 7,266 (58.1)
5 0.74 (1.6) .187 (2.5) .425 (2.6) .405 (3.2)

Transferred 1,652 (34.7) 1,022 (13.7) .367 (2.2) .479 (3.8)
Ambulance .446 (9.4) .525 (7.0) .835 (5.0) .469 (3.8)
ED outcome < 0.001

Discharge 3,254 (68.4) 6,490 (86.7) 15,423 (92.8)0 11,540 (92.3)0
Hospitalization 1,495 (31.4) 0.992 (13.3) 1,186 (7.1)0 .953 (7.6)
Transfer 00.5 (0.1) 000.1 (0.01) 000.6 (0.03) 000.5 (0.04)
Death 00 (0) 000.1 (0.01) 000.3 (0.01) 000.1 (0.01)

ICU hospitalization .100 (2.1) 0.68 (0.9) .101 (0.6) 0.72 (0.6)
ED LOS < 1 h 0.612 (12.9) 2,366 (31.6) 7,099 (42.7) 4,603 (36.8)
ED diagnosis < 0.001

Disease 3,339 (70.2) 5,090 (68.0) 14,730 (88.6)0 10,352 (82.8)0
Injury 1,415 (29.8) 2,394 (32.0) 1,888 (11.4) 2,147 (17.2)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ED: emergency department, ICU: intensive care unit, LOS: length of stay.

Fig. 3. Five common diagnoses, classified as disease (A) and injury (B).

A B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21

단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분석

많은 소아환자의 특성을 반 하여, 한 연구에서 소아 인증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9). 이 센터의 역할은 KTAS

3-4단계 환자 진료 및 낮은 빈도로 방문하는 1-2단계 환

자에 한 초기 처치와 전문센터 이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아 인증 응급센터가 있다면 전문센터 과 화를 개선하

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에선 중증도분류 전화(telephone triage and advice

service)를 시행하는데, 병원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

델로서 전화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진료로

이어진다10). 전문센터 방문 전 숙련된 의료인의 중증도 분

류가 가능하다면 보다 적절히 센터를 운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진료 연속성이 보장되는 중증도분류 전화

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입원율은 11.2%로, 한 소아전용응급실 연

구에서 보고한 11.1%와 유사했다11). 일과 시간 입원율은

31.4% 고 이 시간 에 전원 환자 비율은 34.7%로,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일과 시간 입원율 9.7%와 전원 비율

6.2%보다 높았다5). 이렇게 일과 시간에 전원 비율이 높

고, 입원이 많은 원인으로, 첫째,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

병원 입원이 필요하여 이송하는 환자가 많은 것과, 둘째,

응급실을 단순 입원 통로로 이용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

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방문 환자의 평균 나이가 3.1 ± 3.0세로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나이보다 어렸고1,5), 특히, 1세

미만 비율이 높았다. 구 지역 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2016년 99,198명, 2017년 93,774명, 2018년 89,103명

으로 감소 추세 다12). 하지만 본 연구 상자의 나이가 어

린 것은 본원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지정되어 고위험

산모 출산아 및 미숙아 비율이 높고, 신생아실 퇴원 후 이

들을 추적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한다.

주진단 별로 질병 환자가 손상 환자보다 많았으며, 질병

진단명 중 열이 가장 흔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주증상 및 초기진단명에서 열이 가장 흔했던 것과 같다1,3).

특히 어릴수록 열 환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의

사표현이 미숙하고 보호자가 중증도를 평가하기 어려워

방문한 결과로 추정한다.

구급차 이용률은 5.5% 다. 특히 일과 외 시간, 야간,

휴일에 구급차 이용률은 일과 시간보다 낮았다. 이는 다른

연구와 일치하며, 중증도가 다소 낮아 이용률이 낮은 것

외에도, 보호자가 구급차 이용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과 연관될 수 있다3,5). 한 연구에 따르면, 소아환자 수가 8

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는 동안 119 이송 비율은 약 1.3

배 증가했다2). 중환자 이송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구급

차 이송에 한 국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일기관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의무기록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예: 주증상, 진

단명)가 제한적이었다.

결론적으로, 구 지역에서 전문센터를 운 했던 본원

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외 시간, 야간, 휴일에 경증 환

자의 방문이 많음을 확인했고, 중증 환자 진료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전문센터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최적의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위하여, 소아의 특성, 지역 및 병원 별 소아응급의료 수요

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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