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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한 응급실 과 화 해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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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 SMS (short message ser-
vice) System on Emergency Department
Overcrow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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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Emergency departments (ED) are always over-
crowded. Overcrowding is an important problem associated
with emergency department treatment and patient satisfac-
tion. Overcrowding can be caused by specific and complex
issues and is affected by multiple influences. In an effort to
reduce the degree of overcrowding, we evaluated relation-
ships within the SMS (short message service) specialist’s
notification system.
Methods: This study involved establishment of a SMS spe-
cialist’s notification system and other activity for resolution
of emergency department overcrowding.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ED patients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0, befor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from January 2011 to December 2011, after establishment
of the system. Data on ED patients were obtain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the clinical data warehouse.
Data were compared for mean length of stay and patient
admission number.
Results: Results of comparison showed that the mean
length of stay for discharge, admission, operation, and
transfer had been effectively reduced. Mean residence time
for patients in each administration sector was reduced 80.3,

462.3, 127.3, and 89.3 minutes, respectively, after over-
crowding had been diminish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mean residence time were observed in each sector
(p<0.001). In addition,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adop-
tion of the SMS specialist’s notification system for each clin-
ical department showed that mean length of stay of patients
admit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was significantly
shorter after its adoption.
Conclusion: By establishing a SMS specialist notification
system, overcrowding can be resolved and length of stay can
be shortened, which would result in improved satisfaction of
both patients and emergency department professionals.

Key Words: Overcrowding,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School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blic Health

& Medical Care Center, Sancheong-gun1

서 론

현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 절 적인 수요 증가로 응급

실 과 화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현상으로 두되었다1,2).

응급 의료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신속

히 접근하여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부터 응급의료센터는 진료단계에서 환자의 집

중현상으로 인한 검사 및 치료의 지연, 지연과 이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행패, 학병원의 극심한 입원실

부족, 주변의 작은 병원으로 전원 거부, 병원간의 협조 부

족, 환자, 보호자의 인식부족, 타과와의 협진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의 만족도에 부

정적인 향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며, 진단과 치료,

예후에 나쁜 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3,4). 우리나라

에서는 응급의학이 전문 과목 도입된 이후, 응급의료센터

과 화를 해결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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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발생하고 있다5,6). 전 세계적으로도 응급의료센터 과

화에 하여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과 화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가 제안되기도

하 다7). 과 도 지수에는 내원 환자 수, 병상 수, 중증도,

체류 시간, 의사 수, 시간당 내원 환자 수 등 여러 변수가

제안되어 졌으며 응급실 과 화의 해결요소로 연구되고 있

다8-10). 그중에서 응급실 환자의 체류시간은 과 화 정도와

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된다11).

본 응급의료센터는 경남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에서 지

역응급의료센터로 운 되고 있으며 응급실 과 화로 인하

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자들은

응급의료센터 환자 체류의 장기화가 과 화의 중요한 원인

이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임상과의 전문의를

응급진료 초기부터 관여시키고자 하 다. 2011년 1월부터

응급환자 진료시, 각 임상과의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에게도 개인 휴 장비로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

성하 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응급센터

과 화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과 방법

1. 응급실 현황 및 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경상 학교병원 응

급실은 총 48개 이동가능 병상과 초진실, 심폐소생실, 소

아구역, 처치실, 격리실 등이 운 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전공의 3명, 파견 내과 전공의 1명, 인턴 4명,

간호사 38명, 응급구조사 9명의 근무인력이 교 로 상주

하고 있다. 연구기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

지 응급실 인력과 시설은 2011년 3월부터 파견 내과 전공

의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EMR (electnonic medical record)으로 내원시

간, 당직의 호출시간, 당직의 진료시간, 퇴실 지시시간, 체

류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다.

2. 과 화 해소를 위한 활동

short message service (SMS) 전문의 호출 시스템 설

립: 그동안 본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내원하면 인턴 또는

당직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진을 시행하여 해당과 당직 전

공의에게 휴 전화로 호출하고 응급실 환자는 해당과 당직

전공의에 의해 검진, 입원, 퇴원 결정되거나 상위 년차 전

공의나 전문의에게 보고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2011년 1월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해당과 당

직 전공의에게 연락됨과 동시에 응급의학과 포함한 모든 임

상과 담당 전문의에게도 개인 휴 통신 장비로 자동으로 문

자 전송을 시행하여 등록번호, 성명, 증상, 질환 등의 환자

정보를 제공하 다. EMR 상의 환자 명단에도 당직 전공의

와 전문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게 하여 관련 의료인이 모두

알 수 있게 하 다. 구체적인 방법은 초진 시작시 담당 인턴

또는 응급의학과 당직의 이름과 시간을 초진 간호사가 등록

하게 하 으며 타과 협진 시작시 연락하는 인턴 또는 응급의

학과 당직의가 해당과 당직의 이름, 담당 전문의 이름, 시간,

진단명 또는 증상을 등록하게 하 으며 동시에 문자가 전문

의에게 자동으로 발송되게 하 다. 해당과 당직의가 환자에

게 도착시 담당 간호사가 협진 시작 시간을 등록하게 하

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 후 5시간 경과 후, 입원 지시나 퇴원

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내

용의 문자를 전문의에게 자동으로 다시 전송하게 하 다.

3. 연구 상 및 분석방법

상은 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모든 환자를 하 으며

SMS 시스템의 도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319명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451명으로 총 58,770명을 상으로

하 다. 그중에 접수 취소되거나 전산 시스템으로 오류 또

는 등록되지 않은 환자, 그리고 DOA (death on arrive)

환자 총 2,272명을 제외하 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19명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279명으로 총56,498명을 연구 상으

로 포함하 다. EMR과 CDW (Clinical Data Warehouse)

를 통해서 관련 자료가 수집되어졌으며 총 내원환자 수, 귀

가, 입원, 수술, 전원 환자 각각의 평균 체류 시간, 임상과

별 평균 체류시간, 환자 내원시간, 각 임상 당직의 연락시

간과 도착시간, 환자의 응급실 퇴실까지 소요 시간이 조사

되었다. 각 분류별 환자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귀가 환

자는 병실로 입원 수속되지 않고 응급실에서 바로 귀가한

환자, 수술 환자는 본원에서 수술 후 입원한 환자, 입원 환

자는 수술 환자를 제외한 병실로 입원 수속된 환자, 그리고

전원 환자는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처리된 환자,

사망 환자는 응급실에서 내원 후 사망한 환자로 정의하

다. 체류시간은 응급실에 도착하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한 시점부터 응급실 퇴실 처리로 등록된 시간까지 정의하

다. 체류시간은 응급실 접수시작부터 각 임상과에 연락

까지 소요 시간, 연락시간부터 당직 의사 도착 때까지 소요

시간, 그리고 이후의 환자의 응급실 퇴실 소요시간으로 세

분화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 program

(ver. 18.0, SPSS inc., Chiacgo) 프로그램을 사용하 으

며 서로 다른 두 군의 평균값은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

고 범주형 자료는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 다. p-value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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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SMS 전문의 호출 시스템 전후의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의 특징과 분포도

연구 상에 포함된 2010년 총 내원 환자 수 28,219명,

귀가 환자 수 15,713명, 입원 환자 수 9,335명, 전원 환자

수 2,362명, 수술 환자 수 809명이 으며 2011년에는 총

내원 환자 수 28,279명, 귀가 환자 수 15,928명, 입원 환자

수 9,601명, 전원 환자 수 2,069명, 수술 환자 수 681명이었

다. 각 환자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입원 환자는 통계적

Table 1. Demorgraphic finding of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2010 year 2011 year p-value

Total, N 28,219 28,279
Discharge, N (%) 15,713 (55.6%) 15,928 (56.4%) <0.125
Admission, N (%) 09,335 (33.1%) 9,601 (33.9%) <0.029
Transfer, N (%) 02,362 (08.4%) 2,069 (07.3%) <0.001
Operation, N (%) 00,809 (02.9%) 0,681 (02.4%) <0.001

Table 2. Baseline charateristics of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2010 year 2011 year p-value

Patients (N) 28,219 28,279
Age mean years (±SD) 43.96 (±25.41) 44.97 (±25.52) 0.212
Male, N (%) 16,317 (57.8%) 16,515 (58.4%) 0.164
CPR, N (%) 346 347 1.000
ICU admission, N (%) 409 414 0.888

SD: standard deviation,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Fig. 1. Correlations of Average percentage of beds filled and monthly mean length of stay at 2010 year (measure: minut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0.086, p=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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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 으며 전원, 수술 환자는 감소하 다(Table 1).

2010년 내원 환자 28,219명과 2011년 내원 환자

28,279명의 평균 나이는 각각 43.96±25.41, 44.97±

25.52세이며, 성별은 남자 환자 숫자가 각각 16,317

(57.8%), 16,515(58.4%), 여자 환자 각각 12,082

(42.2%), 11,764(41.6%), 심폐소생술 시행환자는 각각

346명, 347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각각 409명, 414명

이었다. 시행 전후의 환자 구성 변화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병상가동률의 월별 변화와 월별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의

상관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2010년 Pearson의 상관

계수 0.086, p-value 0.790 이며 2011년 Pearson의 상

관 계수 0.233, p-value 0.467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ig. 1, 2).

2. 응급센터 환자 체류시간 비교

1) 퇴실 결과 항목별 체류시간 비교

SMS 전문의 호출 시스템 설립 이전인 2010년도의 환자

평균 체류시간은 귀가 환자 376.2분, 입원 환자 1,292.3

분, 수술 환자 514.8분, 전원 227.5분이며 설립 이후인

2011년도의 환자 평균 체류시간은 귀가 환자 295.4분, 입

원 환자 830.0분, 수술 환자 387.5분, 전원 138.2분이었

다. 각 항목의 환자 평균 체류시간은 귀가 환자 80.8분, 입

원 환자 462.3분, 수술 환자 127.3분, 전원 89.3분 단축되

었다. 2010년과 2011년의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한 비

교에서는 귀가, 입원, 수술, 전원 환자 모두에서 p-value

가 0.001 이하로 통계학적 유의하 다(Table 3).

이상봉 외: 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한 응급실 과 화 해소의 효과 / 265

Table 3. Mean length of stay of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measure: minute)

Result 2010 year (95% CI) 2011 year (95% CI) p-value

Discharge 376.2 (34.2-924.5)0 295.4 (25.3-742.4)0. <0.001
Admission 1,292.3 (131.1-2,321.2) 830.0 (80.3-1,520.1) <0.001
Operation 514.8 (60.0-981.1)0 387.5 (48.1-731.2)0. <0.001
Transfer 227.5 (41.4-712.5)0 138.2 (24.8-541.8)0. <0.001

CI: confidence interval

Fig. 2. Correlations of Average percentage of beds filled and monthly mean length of stay at 2011 year (measure: minut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0.233, p=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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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시간 구간별 비교

시스템 시행 전후의 비교에서 환자 응급실 내원시간부터

타과 협진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21.1분에서 73.8분으로

감소하 고 SMS가 발송되는 시점인 타과 협진시작 시간

부터 타과 당직의 도착까지 35.0분에서 29.3분으로 감소

하 다. 그리고 타과 진료 시작 후 응급실 퇴실까지 소요

시간은 546.8분에서 356.1분으로 감소하 다. 세 항목 모두

p-value가 0.001 이하로 통계학적 유의하 다(Table 4).

3) 협진이 시행된 환자와 시행되지 않은 환자의 체류 시간

타과 협진이 진행된 환자와 타과 협진이 진행되지 않고

응급의학과에서만 진료 후 응급실 퇴실 처리된 환자로 분

류한 분석에서는 타과 협진이 진행된 환자에서 평균 체류

시간이 2010년 824.6분에서 2011년 490.1분으로 감소하

으며 응급의학과 진료만 시행한 환자에서도 평균 체류시

간이 2010년 292.1분에서 253.1분으로 감소하 다. 모두

p-value가 0.001 이하로 통계학적 유의하 다(Table 5).

Table 4. Mean length of stay of periods at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measure: minute)

2010 year (95% CI) 2011 year (95% CI) p-value

Length of stay befor consultation 121.1 (10.7-240.4)0 73.8 (8.7-181.3)0 <0.001
Response time 35.0 (10.7-120.3) 29.3 (6.5-100.2)0 <0.001
Length of stay after consultation 546.8 (44.1-1489-4) 356.1 (33.1-1089.7) <0.001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5. Mean length of stay between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with consultation apply and those without consultation
apply (measure: minute)

2010 year (95% CI) 2011 year (95% CI) p-value

Patients with consultation 824.6 (36.6-2521.5) 490.1 (24.5-2120.7) <0.001
Patients without consultation 292.1 (24.2-1170.1) 253.1(21.4-1011.6) <0.001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6. Mean length of stay by clinical department at emergency department admission patients (measure: minute)

2010 year (mean±SD) 2011 year (mean±SD) p-value

Internal medicine
Endocrinology division 1633.5 (±1561.1) 895.3 (±881.6) <0.001
Rheumatology, Infectious diseases division 1891.5 (±1734.6) 1221.2 (±1254.1) <0.001
Gastroenterology division 1913.2 (±1852.3) 1245.2 (±1364.1) <0.001
Nephrology division 1551.3 (±1621.2) 1153.1 (±1241.8) <0.001
Hemato-oncology division 1289.5 (±1241.8) 930.5 (±983.5) <0.001
Pulmonology division 2299.5 (±2456.7) 1501.3 (±1875.2) <0.001

Urology 1488.3 (±1421.1) 844.3 (±841.1) <0.001
Obstetrics & Gynecology 156.7 (±141.2) 136.2 (±121.1) <0.001
Plastic surgery 0994.1 (±1421.1) 0820.3 (±1231.8) <0.001
Pediatrics 355.7 (±213.4) 299.3 (±175.8) <0.001
Neurology 971.5 (±514.9) 748.2 (±451.6) <0.001
Neurosurgery 719.4 (±698.1) 378.5 (±412.3) <0.001
Ophthalmology 753.0 (±941.2) 687.5 (±783.1) <0.001
General surgery 1290.0 (±867.4)0 677.0 (±397.1) <0.001
Otolaryngology 0958.6 (±1302.1) 639.5 (±871.6) <0.001
Psychiatry 792.0 (±461.2) 792.3 (±462.1) <0.976
Orthopedic surgery 890.7 (±712.7) 704.3 (±642.3) <0.001
Dentistry 799.9 (±654.1) 513.5 (±491.6) <0.001
Dermatology 355.7 (±461.2) 180.7 (±160.7) <0.001
Thoracic surgery 842.9 (±876.1) 550.6 (±561.1) <0.00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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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과별 체류시간과 월별 체류시간 변화

2010년과 2011년의 응급실 체류 환자 항목 중, 가장 긴

입원 환자의 경우에 정신과를 제외한 모든 임상과에서 통

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이 감소하 다

(p<0.001)(Table 6).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

지 귀가, 입원, 수술, 전원 환자의 월별 체류시간에서 시스

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다음

그림과 같다(Fig. 3).

고 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응급의료센터 과 화

로 인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응급환

자 진료 지연으로 인한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기피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응급실 과 화는 산업 활동 인구의 증가와 외상 환자의 증

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 환자의 증가 등으로 응급

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

우는 중소병원 불신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병원 응급실 집

중화가 과 화의 중요한 증가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2). 이로 인하여 과 화 현상에 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결

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를 통해서 응급의료센터 과 화에 한 정의를 함으로써 해

결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 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까지

의 소요시간 길어짐, 병실 포화상태, 입원 기환자의 소요

시간 길어짐, 중환을 위한 병상 포화상태 등 다양한 정의가

있다13). 이중에서도 응급실 환자의 체류시간은 간편하게 측

정가능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응급 의료 수준 측정의 중요 지표로도 사용되었다14).

과 화의 배경 원인으로 입원 병상의 부족, 방사선이나

진단 검사학 결과의 지연, 환자의 중증도와 복잡성의 증가

로 인한 응급실 체류시간이 증가 등 다양하게 제시되어 졌

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해당과 연락의 지연과 입원장 발행

지연15-19)이 체류시간 증가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

그 원인에 한 응급의료센터 과 화 해결방안으로도 미국

과 국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환자의 신속한 경증,

중증 분류로 인한 과 화 해결 방안, 타 병원에 전원을 통

한 과 화해소 방안, 신속한 진료를 위한 특별구역의 운 ,

협진의뢰 자동화, 응급의학과의 입원장 발행 등을 통한 여

러 가지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 방안 제시되었다20-26).

응급실 체류시간이 환자의 만족도와 과 화 정도의 지표

라고 제시한 Rathlev 등11)은 응급실 수용능력(capacity),

투입단계(input), 처리단계(throughput), 산출단계(out-

put) 사이의 불균형이라고 제안하 다. 수용능력은 응급실

인적, 물적 자원이며, 투입단계는 내원 환자의 수와 질, 처

리단계는 응급실 진료, 산출단계는 응급실을 벗어나는데

관련된 병실 수용능력, 수술실 수용능력, 외적자원 등과 관

련 있는 요소이다. 병원 시설, 인적자원 등은 당장 개선시

키기 어려운 점과 본원 응급실에서 처리단계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 다.

저자들은 본원 응급의료센터에 직면한 과 화 원인 중에

체류시간에 의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여

2011년 1월부터 해당 임상과 전공의에게 연락시에 담당

전문의에게도 문자로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행

하 다. 시행 전후인 2010년과 2011년의 응급실 환자 평

균 체류시간 비교에서 귀가, 입원, 수술, 전원 환자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

후 타과 협진을 위한 호출까지의 소요 시간까지와 호출 후

타과 당직 의사가 진료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 타과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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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mean length of stay of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measure: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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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시작 후 환자 퇴실 처리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감소를 보 다. 타과에 협진 요청한 환자의 평균 체류

시간과 협진 요청하지 않고 응급의학과 진료만 본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SMS 전문의 호출 시스템 적용과 상관없는 타과 협진 시

작전의 소요시간과 응급의학과 진료만 시행한 환자의 평균

체류시간도 같이 감소한 것은 몇 가지 원인으로 보인다. 첫

번째 초진 업무를 보는 인턴이 체류 환자의 드레싱, 검사

동의서 설명, 중증 환자의 검사실 등으로 이송, 해당과 진

료 보조업무 등을 같이 하 는데 응급실 환자의 체류시간

이 감소함으로써 초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체류시간 감소 효과에 의한 잔류 환자의 감소가 간호

사, 구조사, 의료 보조 인력 등의 초진 업무 집중과 응급실

잔류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응급의학과의 신속한 진료의지가 반 되었기

때문이다.

각 임상과에서도 정신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입원 환자 평균 체류시간 감소가 있었다. 응급의

학과의 경우 크게 감소한 경우는 타과에서 입원을 꺼리는

환자와 복잡한 문제가 있는 환자 발생 시 응급의학과로 입

원 경우가 많았는데 2011년도에는 타과 협진 시작 시

SMS문자 발송을 통해 각과 전문의에게 조기에 직접 알림

으로써 환자 해결을 위한 타과 협의가 신속하게 형성되게

하 기 때문이다. 월별 비교에서는 시스템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체류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는데 시스템 적

응과정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원 응급실 당직체계에서는 환자가 내원하면 인턴 또는

당직 응급의학과 의사가 초진을 시행하여 해당과 당직 전

공의에게 휴 전화로 호출하고 응급실 환자는 해당과 당직

전공의에 의해 검사시행, 입원, 퇴원 결정되거나 상위 년차

전공의나 전문의에게 보고되는 방식으로 운 되었다. 이러

한 방식은 주로 저년차인 당직 전공의에게 연락이 되며 진

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지연과 타과와의 협의 필요시 진행

의 어려운 점, 고의로 늦게 진료 시작하는 경우, 입원장 발

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18,19).

2011년 1월 시행한 전문의 호출 SMS 시스템 설립 후,

응급실에 1차 호출 상인 당직 전공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당직 전문의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당직 전공

의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신속하게 검사 항목결정

과 질병 판단, 협진, 입원장 발부가 결정되어 졌다. 임상과

와 전문의, 질환에 따라 응급실 진료에 관여되는 방법과 정

도는 달랐지만 초기에 당직 전공의에게 환자에 한 질문

을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에서부터 직접 환자의

검사 결과 확인과 추가 검사, 입원, 퇴원 지시 등이었다. 그

리고 매월 그 결과를 검토하여 체류 시간이 12시간이내의

비율을 확인하여 결과가 좋은 해당과에 운 비 등에 장려

책을 제공하 다. 타과 협진의 반응 시간과 응급실 체류시

간의 감소는 초진 시간과 협진하지 않은 환자의 체류시간

까지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평균 체류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과

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응급실 과 화 해결을 위해 시행하 던

여러 가지 방안과 타과 협진시 당직자에게만 알림 문자 전

송을 한 협진의뢰 자동화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초기 타

과 협진 시작단계부터 당직 전공의에게 휴 전화로 직접

연락과 동시에 SMS를 통하여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증

상, 질환 등의 환자 정보를 전문의에게도 제공하는 시스템

을 구성하 다25). 시스템 설립으로 전문의에 의한 직, 간접

적으로 환자 진료와 당직 전공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신속한 환자 진료를 통하여 응급실 체류 시간 감소 효과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과 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

는 수요 증가에 따른 응급의료 자원부족,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응급의료시스템 체계의 문제점 해결 등은 고

려되지 않았고 오직 병원 진료 시스템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한 점이다. 하지만 현실상으로 개선이 힘든 기반

시설을 늘리지 않고 시스템의 개선만으로 응급실 과 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한 SMS (short message

service) 전문의 호출 시스템 설립 후에 응급실 환자의 전

체 평균 체류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과 화

해소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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