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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는 영미권의 응급의료 선진국에서 

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s (HEMS)로 불리며 

항공의료서비스의 일부이다. 응급의료 영역에서의 항공의료

서비스는 주로 항공이송을 지칭한다. 항공이송이란 현장 또

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를 옮기는 데에 항공기를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항공의료서비스라는 용어는 항공이송 과정

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탑승하여 

담당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와 환자 감시를 시행할 수 있

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

기 위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최초의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민간 항공이송 기관과 소

방 또는 군 등의 공공조직에 의하여 회전익 항공기로 불리는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로 불리는 제트비행기를 이송수단

으로 항공이송이 이루어진다. 항공의료서비스를 가장 앞서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전체 이송환자의 3%를 항공이송이 담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300여 개의 HEMS 운영기관, 

100여 개의 운영기지, 1,400여 대의 항공기가 운행 중이라

는 보고가 있다(2017 Atlas and Database of Air Medical 

Services, ADAMS) [1]. 

본격적으로 HEMS가 도입된 1970년대 이후, HEMS의 적

용, 이송담당 인력의 고도화, 헬리콥터 및 의료장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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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s (HEMS) are a part of air medical services. The transportation of patients 
using helicopters or airplanes is a core element of the air medical services. HEMS have developed from military-
based transportation, which used helicopters on the battlefield. HEM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perly 
transporting critical patients before the golden time elapses. The optimal strategies for the operation of HEMS at 
any emergency medical system are depend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emergency medical system, 
diversitiy of HEMS organizations, and the leg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Therefore, every participant, including 
the government, medical personnel, and HEMS organizations, should concentrate their effort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HEMS. Other than the factors related to patients, the key element in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of HEMS is the safety of the flight and crew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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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중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

었다. HEMS를 운영하는 국가별 특성, 운영 주체의 특성, 운

영체계 성장과정에서의 역사적인 배경, 국가별 의료행위의 

법적인 허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헬기를 이용한 

항공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이송 및 HEMS의 역사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비행 중에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자는 최초의 발상은 군대에서 이루어졌다. 역사상 최초

로 남아있는 항공이송에 대한 개념은 1870년 프로이센 군대

의 파리포위작전에서 전투 중 발생한 외상환자의 이송에 열

기구를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기록이다[2]. 실제로 환자

의 이송에 항공기가 사용된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

루어졌다. 프랑스군은 1915년 세르비아 전장에서 고정익 항

공기를 이용하여 환자를 후송하였고, 영국군은 1917년 터키 

전장에서 발생한 총상환자를 항공기에 태워 이송한 최초의 

사례를 보고하였다.

수직 이륙에 대한 개념은 기원 전 400년 중국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기계장치에 대한 

디자인은 1480년대 Leonardo da Vinci 도안이 유명하다. 

실제로 이륙이 가능했던 기계장치는 프랑스의 Jacques과 

Louis Breguet 형제가 개발한 Gyroplane 1호로, 1907년 수

분동안 0.6 m 거리를 비행했다.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한 

헬리콥터는 러시아 출신 미국의 기술자 Igor Sikorsky에 의

하여 개발된 ‘Sikorsky R-4’로 그는 항공기 제작 후 1944년  

미군에 자신의 헬리콥터를 납품하였다.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이었으므로 이 최초의 상용 헬리콥터는 즉시 전장에 

투입되었고, 1944년 버마 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후방

으로 이송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이 사실상 최초로 보고된 

헬기를 이용한 현장에서의 환자이송 사례이다. 이후 프랑스

군은 인도차이나 전장에서 헬기를 환자이송에 사용하였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야전병원에서 응급처

치를 마친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선이나 후방의 병원으로 후

송하는 데에 헬리콥터를 사용하였다. 1969년 발발한 베트남

전에서 미군은 ‘Dustoff’로 불렸던 UH-1 헬리콥터를 환자

이송 전용으로 개조하여 운영하였고 환자이송을 위하여 전

문적으로 훈련된 이송팀을 함께 운영하여 전쟁기간 동안 약  

80만 명의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현대군에서 헬리콥터를 이

용한 환자이송은 이후 상식이 되었다. 

항공이송의 발전은 전장에서 부상자의 생존율을 향상 시

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손상 후 최종치료에 제공될 때까지

의 시간과 사망률을 시대에 따라 비교해보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12-18시간, 8.8%, 제2차 세계대전에서 6-12시

간, 5.8%, 한국전쟁에서 2-4시간, 2.4%, 베트남전에서 1- 

1.4시간, 1.7%로 급격한 생존율의 증가에 항공이송의 발달

이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1920-1930년대에 걸쳐 영토가 넓은 

캐나다, 호주, 북유럽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항공

이송이 그 시초이다. 유럽지역에서 헬리콥터가 병원기반으

로 운영된 최초의 사례는 1970년 독일, 뮌헨의 ‘Christoph 

1’으로, 이후 2007년 ‘Christoph 80’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쟁 후인 1947년 ‘Schaefer 

Ambulance Service’라는 항공이송업체가 로스엔젤레스

에 설립된 것이 최초의 민간 항공이송단체이다. HEMS가 

민간이송 영역에서도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시범사업이 1969년 수행되었고 그 성과가 인정되

어 1972년 최초의 민간병원 기반 헬리콥터가 덴버에서 운

영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미국, 유럽지역을 넘어 전 세계

에 걸쳐 민간영역의 HEMS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3].

HEMS의 일반적 특성

헬리콥터는 시속 160-320 km의 속도로 운항하며 반경 

100-300 km의 지역을 활동범위에 놓고 운항이 가능하다. 

지상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이송가능, 교통체증

에 의한 이송지연이 없다는 점, 빠른 속도로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육상이송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륙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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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위한 기후의 영향을 받는 점, 야간이송의 어려움, 운항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

한 점, 상대적으로 좁은 기내 처치공간, 준비된 착륙장소가 

선호되며 현장안전의 확보가 중요한 점 등 한계점도 명확하

므로 지역 응급의료의 특성에 따라 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운항기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운영인력을 잘 구

성하는 것 역시 HEMS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

이다. 임무의 특성상 조종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체 운항 외

에 응급의료 운항에 특화된 교육과 자격의 유지가 필요하

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부와 Commission on Air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이라는 위원회를 통하여 

HEMS를 운항하는 조종사의 자격기준과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다.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의료인력의 

경우 다양한 직역의 조합이 존재하는데 각 나라의 사정에 따

라 의사-간호사, 응급구조사-간호사, 간호사-간호사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의사-간호사 조합의 비

중이 줄고 있으며 호흡관리가 가능한 팀의 구성이 강조되고 

있다. 항공팀에 속하는 의사의 자격은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응급의학 전문의 또는 중환자처치에 대한 수련을 받

은 자를 권고한다. 호주의 경우 법률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

다.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구조사 자격증 외에 항공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요구하기도 한다(미국의 경

우 certified flight paramedic [FP-C] 자격이 필요하다). 간

호사 역시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

는 능력을 요구 받으며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

다(미국의 경우 emergency nursing [CEN], flight nursing 

[CFRN], critical care [CCRN] 자격을 요구한다)[4].

HEMS의 주요 미션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기 때문에 

기내에 갖추어진 장비들도 이 목적에 부합된 것들을 갖추게 

된다. 공간이 협소하고 지상보다 공기압이 낮은 상황을 염두

에 두어야 하므로 장비의 크기가 크지 않고 항공이송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은 장비를 탑재한다. 다만 헬리콥터는 고도 

300 m 이내의 높이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정

익 항공기의 장비가 갖는 공기압에 대한 한계점에서 일부분 

자유롭다[5-7]. 

HEMS의 운영원칙

 HEMS는 환자의 단순한 이송에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가능하면 현장 단계에서 또는 항공의료팀이 

환자와 만나는 순간부터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되어 왔

다. HEMS의 운영을 통하여 해당 응급의료체계는 보다 넓은 

지역, 특히 시골지역 같은 지역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발생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

로 이송하는 임무수행에 기여해 왔다. HEMS가 미션을 수행

하는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임무수행의 이

점과 위험성을 따져 보는 것이다. 특히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항공의료팀 팀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상해를 예

방하는 것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위하여 HEMS 

운영의 원칙을 숙지하는 것, 팀활성화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

icians, National Association of EMS Physucuans, Air 

Medical Physician Association 등의 항공의료팀의 멤버, 의

료지도 담당의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

이 함께 HEMS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최적의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이 제안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증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선

의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중환이거나 불

안정할 때는 신속한 이송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송 중에도 최

선의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종처치기

관에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최적의 이송수단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이때 이송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이송요원의 수준

이 고려되어야 한다. 빠른 이송보다 이송 중 처치가 우선되

어야 한다면 지상이송이 먼저 고려될 수도 있다(미국의 특

성). 중증응급환자라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빠른 이송

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 지상이송이 더 좋은 수단일 수 있

다. 다양한 이유의 재난상황에서 다수의 이송필요 환자가 현

장에서 발생한다면 HEMS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질환의 유형에 따라서도 HEMS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안하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중증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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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즉각적인 검사나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환자가 내원한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외상환자가 있을 경

우 헬기이송을 고려한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추가 술기

가 필요한 심인성 쇼크,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낭압전, 급성심

근파열 등이 있을 때에도 이송을 고려한다. 골든타임 내에 도

착한 뇌경색 환자, 각종 뇌출혈 환자,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

한 척수손상 환자, 지속성 경련 환자도 이송을 고려한다. 분만

과 연관된 산부인과적인 응급환자 역시 고려대상이다.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할 때 전문적

인 이송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송을 고려할 수 있다. 기타 

내과적, 외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심장 또는 전문적인 

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때, 승압제의 유지가 필요한 쇼크일 때, 

중독환자, 긴급 투석치료가 필요할 때, 지속적인 장내출혈이 

있을 때, 특별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때 등에서 HEMS의 활

성화를 고려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아직 HEMS를 통한 이

송의 이점을 찾기 어렵다. 질환 자체의 위중함도 있지만 이송 

중의 좁은 처치 공간, 한정된 인력과 장비의 특성상 최적의 치

료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8-11].

다만 외상이나 질환의 특성이 이송기준에 합당하다고 해

도 개별 의료시스템의 특성, 수용기관의 준비 여부, 지역적

인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이 이송 활성화에 함께 영향을 미친

다. Eaton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

의 특성, HEMS 운영기관 및 의료진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모든 HEMS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외상환자

의 경우, 환자의 사고 기전이나 현장에서의 생리적인 지표를 

HEMS 활성화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나마 가장 정확한 지표

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HEMS 활성화의 금기증은 운항의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

이다. 시정, 바람, 짙은 구름, 비, 눈, 우박, 뇌우 등의 악천

후 상황은 운항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다만 날씨를 이유

로 운항 요청을 기각할 때 헬기탑승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운항통제사 등 항공기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요원의 자문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몇 가지 환자 요인도 금

기증에 해당한다. 만일 환자의 몸무게(의료장비를 포함한)

가 이륙 중량을 초과할 때 운항을 기각할 수 있다. 조절되지 

않는 폭력적인 환자는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들은 항공

기 내에서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위험한 물

질에 노출되어 제독이 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 이송도 거부

할 수 있다. 제독되지 않은 오염 환자는 이송 중에 의료진 및 

조종사를 이차 오염시킬 수 있으며 연관된 안전사고의 발생

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요인과 관련된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이송, 전술한 바와 같은 심정지 환

자의 이송, 기도유지를 포함한 술기가 시행되지 않은 환자의 

즉각적인 이송, 고도변화에 의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이다. 이러한 금기증들은 헬

기 기체 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만약 술기가 필요한 환

자라면 헬기에 태우기 전 술기를 종료하고 이송하는 것이 원

칙이다. 기흉, 감압병, 기복증, 장폐쇄 등의 질환 환자를 이

송할 때는 기압손상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송에 더욱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13-17]. 

결론

HEMS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치료가 필요

한 환자를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송환자의 생존율의 

향상으로 증명된다. 다만 적절한 운영을 위한 최적화 방안은 

지역 응급의료의 특성, HEMS 운영기관의 다양성, 각 운영국

가의 법적인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운영체계의 정착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의 이송과 함께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전한 운항이므로 HEMS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는 항공의료팀의 안전에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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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HEMS)의 역사, 효과, 특성, 

운영 원칙 등 전반적인 개요를 정리한 논문이다. 현재 노령인구

의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산업재해 사망

자 수 등 사회적인 특성과 넓은 도서지역, 국토 대부분이 산지

인 점 등 지리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국내의 헬리콥터 응급의료

체계의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헬리콥터 응급

의료체계는 각 지역의 특성이나, 운영기관, 법적 배경을 반영하

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력적 부분 이외에도 헬기의 안전

한 운행을 위한 국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특색

을 잘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헬리콥터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므로, 이 논문을 통해 헬리콥터 응급의료

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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