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공의학회지  2022  Vol. 6134 중환자실 개선, 필수의료 향상을 위한 첫 걸음  | Perspective 135대한공공의학회지  2022  Vol. 6134

Perspective

김수진1, 이진용1,2,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1 Division of  Healthcare Resource Policy Research, HIRA Research Institut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public of Korea
2 Public Health car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public of Korea
3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public of Korea

Received: December 01,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 Published by Korean Society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ence to Jin Yong Lee , MD, PhD, MHA 
Public Healthcare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Republic of Korea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Republic of Korea
Tel: +82-2-2072-1580 
Fax: +82-2-2072-2304 
E-mail: jjyl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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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in intensive care unit, the first step to advancing 
essential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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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개선,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향상의 첫걸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의 정책기조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편적 보장성의 확대 방향에서, 필수의료 및 재난

적 의료비 지원 강화 기조로 변모하였다. 필수적인 의료는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의 의료지원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66번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

료가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았고, [1] 이를 정의하기 위한 학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

무(2019)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적 의료보장에 우선시 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라고 정의하며 

필수의료 정의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앞선 정의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현재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할 때, 재

난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하여 공적 의료보상에서 우선시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중환자실 관련 문제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 병상 수는 11,320개(일반중환자 9,261병상) 그중 음압격리실은 818개이다. 코로나 전 2019년

에는 10,463개(일반중환자실 8,479병상)의 병상이 있었고, 코로나 전보다 8.2%가 증가하였다. <표 1>

<표 1> 제외국의 중환자실 간호사:환자 비율 기준 

구분 병상 수 
급성기 병상* 366,193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 7.08(OECD 국가중 2위)

중환자실
운영 기관

300병상 이상 346기관 중 172기관 9,231병상(81.5%)
300병상 미만 3872기관 중 186기관 2,089병상(18.5%)
500병상 이상 132기관 중 100기관 7,610병상(67.2%)
500병상 미만 4086기관 중 258기관 3,710병상(32.8%)

중환자 병상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상
포함

전체 중환자실
 병상 수

*요양, 정신병원 포함 

일반 
11,320

(100%, A)

9,261(81.8%)
소아 154(1.4%)

신생아 1,905(16.8%)

(상종)
중환자실 병상

일반 4,629
(100%,
0.41A)

3,285(70.9%)
소아 143(3.1%)

신생아 1,201(26.0%)

(종병)
중환자실 병상

일반 
6,420

(100%, 0.57A)

5,747(89.5%)
소아 11(0.2%)

신생아‘ 662(10.3)

중환자&
음압격리병상

전체 중환자&음압격리병상
(상종, 종합, 병원) 818(100%, 0.072A)

상종 중환자&음압병상 271(33.1%, 0.024A)

※ OECD STATISTICS,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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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발생은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비의 연약함을 드러냄

과 동시에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메르스와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고를 경험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하여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

였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시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외의 감염병 환자를 적극 수용할 만한 전문병원은 없었으며,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만한 

병상은 충분하지 않았다. [4]  

그 결과,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병상이 부족하였다. 2020년 12월 코로나 3차 유행 이후, 정부는 부족한 병상 채우

기 위해 허가병상의 1%~1.5% 까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비코로나 중환자 

병상의 10% 이상을 줄였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즉각적으로 암, 심장, 뇌수술 등 중환자와 응급중환자의 진료 제한으

로 이어져 치료적 불평등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실 접근성이 9.1%(상급종합병원 3.5%, 

종합병원 12.6%) 감소하였다. [5]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 역시 늘어났다. 국내 급성기 병상수가 366,193개로 OECD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할 병상이 부족했던 이유는 중환자실이 다인실 및 오픈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은 코로나19 전담 중환자 병상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였다. [5]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또한 핵심적인 문제이다.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

해서는 중환자 전문의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의학, 임상미생물 전문의, 역할조사관, 기계호흡을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다. [4] 특히 중증환자를 돌볼 간호사를 미리 양성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명

률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일반 환자 치료의 몇 배가 드는 감염병 환자 치료 인력을 단

기간에 수급할 수 없어 중환자실 의료진이 차출되었고, 그로 인한 의료진 번아웃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

다. 또한 인력 부족에 방호장비 부족까지 겹쳐 간호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4-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방호복을 입고 침습

적인 시술 및 처치를 해야 하는 가운데 간호사의 감염 위험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지적되었다. [6] 

유래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 시 의료체계의 오작동부터 의료자원의 부족까지 다양한 경험들 속

에서 의료적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

결하고, 숙련된 경력직 중증 환자 간호인력의 만성 부족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공공의학회지  2022  Vol. 6138

중환자실 개선의 나아가야 할 방향: 1인실의 확충 및 간호인력 운영 기준 강화

첫째, 중환자실의 입원실은 1인실에 음압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1인실 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

으며, [7] 일본은 1인실의 비율을 중환자 병상의 25%~5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8] 현재 의료법상에는 중환자 병상

의 10%를 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일본의 권장량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실이 없더라

도 음압이 가능한 격리 구조로 단계적으로 바꾸어 가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병상 시설을 개조해 나갈 경우 많은 비

용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비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손실을 비교하면 그리 

큰 비용은 아닐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을 100% 1인실로 개조할 경우 7800억원~9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표 2> 일반중환자실 1인실 병상 개조 예상 비용

1인실 1인실 개조 비용 

상급종합병원 대상 7800억 원~9800 억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1조 3천억 원~1조 5천억 원 

둘째, 간호인력은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를 고려하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간호 필요도가 가장 높은 곳은 수

술실과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은 병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는 24hours/7days 기준으로 1:1 또는 1:2 여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의 일반중환자실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은 

전반적으로 1:1~2 수준을 넘지 않는다. <표 3>

<표 3> 제외국의 중환자실 간호사:환자 비율 기준 

미국 호주 빅토리아 일본 독일

1:1~2 1:2+1 Charge nurse 1:1.5 권장, 최소 1:2 1:2

셋째,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최근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2021)에 

의하면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7.3병상, 종합병원 24.5병상이다.[9] 대만이

나,[10] 독일의 [11] ‘의사:환자 비율’인 1:10 보다 두 배 이상의 환자가 배치된 상황이다. <표 4> 일반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unit당 1명 배치를 기준으로 하며, 전담의/전담전문의가 배치된 유닛은 30병상당 1인 이상을 확보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1인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그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유인이 없고, 

30병상 안에서 1인이 돌볼 수 있는 최대인원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자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전담의사의 소

진과 전담의사의 수급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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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3차) 결과(김영삼, 2021 재구성)

평가지표 전체 상급종합(42기관) 종병(245기관)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22.2 17.3 24.5

맺음말 

불확실한 감염병의 유행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등의 개선 문제는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환자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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