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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으로 지연되었을 경

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의료서비스 또는 어

느 나라이든 최소한 인권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재정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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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December 202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action plan for essential medicine (EM),” featuring that the regional emergency centers in tertiary general 
hospitals would be responsible for emergency medical care. There have been several limitations in regional 
emergency centers because of lacking operating rooms, intensive care units, and wards during weekdays and 
surgery staff during the nighttime and holidays. Thus, this plan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goal.
Current Concepts: This paper proposes special hospitals for EM, especially essential surgery in which there are 
no scheduled surgeries and outpatient clinics during weekdays. At least half of wards should be reserved for EM 
patients because of lacking wards, and these empty wards should be financially rewarded. During weekends, 
a team of five surgical specialists works 16 h per day to prevent the so-called weekend or Friday effect because 
of lacking surgeons. The special hospital would operate 365 days and 24 hours with an EM surgeon pool in the 
digital twin system—virtual and real hospitals (so-called smart essential surgery metaverse hospital).
Discussion and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a pilot project to establish a smart essential surgery metaverse 
hospital to compare the efficiency of EM with the regional emergency centers in tertiary general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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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일으키지 않고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서, ‘의학

적으로 필요하며 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적 의료보장에 

우선시 되어야할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1]. 이 논문

에서 논하는 필수의료는 필수의료 중에서 특히 외과계 필

수의료(essential surgery)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정의한 외과계 필수의료의 정의는 ‘사람

의 목숨을 살리고 영구장애와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을 막는 

기본적인 외과 수술(basic surgery)’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본급여 묶음 또는 

의료보장 묶음 개념을 사용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불능력

과 관계없이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적 상태/

조건의 목록”이라는 ‘필수의료(reasonable and necessary 

service)’ 정의를 반영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안

을 2011년에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응급의료서비스 개선방

안(중증 응급환자의 중증질환 최종 치료, 응급실 진료 적정

화, 소아 야간 외래진료 확대)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정

적 분만진료체계 구축(분만인프라 지원, 고위험 산모와 신생

아 지원, 출산 관련 검사 등 지원)으로 구성되었다[3].  최근

에 외과의사가 수백 명이 있는 아산병원에서조차도 근무 중

에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적합한 수술집도의

를 찾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으로[4], 필수의료,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해 보

인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중증, 응

급, 분만, 소아환자 중심으로 내놓았다. 의료계 현실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5,6], 전국민이 언제 어

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보상 지급 ▲충분한 전문 인력 확

보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진료역량강화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어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40개를 50개 중증응급의료

센터로 확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상급종합

병원 등에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사고들이 서울 

지역 대형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종합병원

에서 응급상황인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가 있다고 점을 의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예정된 수술

(elective surgery)로 평일 주간에는 수술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병실 부족 등이 있고, 야간 및 휴일에는 의료인의 부족

으로 필수의료 상황의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수의료 상황은 종합적이고 융합적

인 의료인데, 세분화된 진료 과목 위주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논문을 통해, 주중에도 예정된 수술일정이 없고 수술실

과 중환자실 등 모두 시설을 여유 있게 가동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필수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회전하여 필수의료환

자들만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병원은 인력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메

타버스 가상병원, 필수의료 전문 외과의 인력양성 및 인력수

급병원, 필수의료 전담 융합팀의 수술병원이다. 위 세개의 

축으로 외과계 필수의료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담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별 중증 및 

응급의료센터에서 행해지는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 분석

1. 필수의료 현황 진단 및 고려 사항

1) 필수의료 국내 현황

2022년 12월 8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7]

에서 파악한 필수의료 현황을 보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이 부족하며, 필수

의료의 낮은 수가로 적정보상의 한계를 꼽고 있다.

첫 번째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권역별 응급의료센터[8]가 40개나[9] 존재함에도 구급차에 

탔지만 받아 주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골든타임을 낭비하

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전원할 병원

을 찾다가 수술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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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로 뇌출혈 환자가 119 구급차에 탔지만 어느 병원

에 갈지 몰라 골든타임을 낭비하거나[10],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 가능 전문의가 없어 전원할 병원을 찾다가 수술시간

이 지연되는[11] 등이 있는데 이 모두 상급종합병원 응급의

료센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 적정보상의 한계에 의한 외과계 필

수의료과의 기피현상으로 필수인력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별 뇌혈관센터[12],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중증외상

센터[13]의 현장은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보상체계 미흡 및 

근무여건 열악 등을 이유로 뇌혈관 분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중환자실 및 외과계 필수의료 관련 과의 인력 부족이 심

각해 보인다. 낮은 수가뿐만 아니라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극

세분화된 과와 그에 따른 의료수가 체계에서는 수술 및 당직 

등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임상과를 뛰어 넘는 협업을 통해 

외과계 필수의료 수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의 절대 부족뿐만 아니

라 보조인력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12월 필

수의료 대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나친 전문과목의 세분화

로 통합진료의 성격을 지닌 외과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의 경우 신경외과 교

수 25명 중 뇌혈관 담당교수는 5명이고, 이중 개두술이 가

능한 교수는 2명에 불과한데[14],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에

서 전공분야가 아닌 수술을 기피하므로 이런 인력 부족 현상

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평일

시간에는 이미 예정된 수술과, 외래진료로 로 주말시간에는 

인력부족으로 응급상황에서 외과계 필수의료를 행하기가 어

렵다. 이외에도 위험한 수술에 대해 과도하게 의사에게 지워

지는 형사책임 문제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

피현상이 만연하여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네 번째로, 보험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감소하는 의료수가구조가 본질적 문

제로 국내 중증외상센터는 적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

고, 신생아중환자실도 병상당 6,000여 만원의 적자를 보

는 등 현재의 보건의료체계 하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15].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의료수가 수준(

평균 72)을 비교해 보면, 미국 100, 일본 71에 비해 한국은 

4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6]. 이런 구조적 문

제로 인해,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

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원가보전율도 50%에 그치

고 있는 상황이다[17].

2) 필수의료를 위한 고려 사항

외과계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을 인프라, 인력, 법제도 측면에서 Suppl. 1에 정리하였다

[7,18-28].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

트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분

화가 된 의료과가 아닌 융합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적어도 5

인 이상의 서로 다른 전문 수술집도의가 한 팀이 된 융합수

술팀을 구성하여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

의 운영은 전공이 세분화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므로 외과계 필수의료를 전담으로 

하는 소위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Smart Essential 

Surgery Hospital)’이 필요해 보이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365일/24시간 운영가능하게 하려면 Suppl. 1과 같

이 인프라, 인력양성 및 법적규제면에서 많은 선결사항이 해

결되어야 한다.

2.  상급병원이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대안으로 외과계 

필수의료만을 전담으로 하는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설립의 필요성

1)  응급수술의 결과가 예정된 수술보다 결과가 나쁘다: 

Weekend or Friday Effect

보스턴에 있는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닥터 

헤이븐스 박사는 “같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으로 시행

한 경우는 나쁜 수술결과가 나온다”고 보고했다[29]. 그는 

수술 후 사망 건수, 수술합병증, 의료비소모 등의 관점(비교 

요소)에서 같은 종류의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와 예정

된 스케줄에 의해서 수술(elective surgery)한 경우를 비교

해 보았다. 예를 들어 대장절제술(colectomy)을 응급으로 하

게 된 환자와 예정된 스케줄에 의해서 한 환자를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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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위의 비교 요소(사망률 등)에 있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할 

경우가 매우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30-32].

위의 참고문헌들에서는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경위가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고 위중할 것이라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3차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은 갑자

기 당도하게 되는 응급상황과 이미 입원한 환자가 급격히 악

화된 상황에서 응급수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중

에는 예정된 빡빡한 수술 스케줄과 외래로, 주말에는 인력부

족이 그 원인이다.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국내의 필수의료 사고, 예를 들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및 장중첩 소아 사망사건도 우리

의 3차병원에 해당하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말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수술의가 매우 부족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요 의료진

의 휴가와 학회 등으로 썰렁해진 병원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금요일 저녁부터는 레지던트에 의

존하는 병원의 형태로 변한다.

한국에서는 3차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주 수입이

므로, 외래의 부담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

의들은 외과계 필수의료를 담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에서는 여차하면 수술집도를 해야 

하는데 외래진료 스케줄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위의 해외 

사례와 같이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수술의 경우 결과가 나쁜 

이유가 당연해 보인다. 주중에도 응급수술이 특히 더 지연되

는 이유는 보통의 상급종합병원이 예정된 스케줄에 의한 수

술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33,34].

2) 외과계 필수의료를 전담으로 하는 병원의 설립이 시급

필수의료는 “필수의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상

황”이 문제이다. 영상의학과나 안과도 필수의료 상황이 존

재하고 서둘러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장중첩증에 의한 장

파열이나 실명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외과계 필수의

료는 결국 기본적인 수술(basic surgery)이 중심이다. 다빈

치 로봇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이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각종 외과의의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

개두술을 예로 들어 보면, 신경외과 의사들 사이에도 세분

화된 전문진료에 따라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개두술을 시행

하게 된다. 어떤 의사는 종양제거를 위해서 개두수술을 하

고, 어떤 의사는 혈관을 수술하기 위해서 개두수술을 한다. 

또 어떤 의사는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해 개두수술을 한다. 

그저 basic surgery 정도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에서

의 환자에게는 세분화된 전문분야가 필요 없다. 전문과 내의 

세분화된 전문진료행태는 정밀의학[35]의 발전에 지대한 영

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에서는 상

대적으로 정밀의학이 중요하지 않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권

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의사들 사이에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며 “서로 떠 밀어 맡김” 현상으로 인해 수술의사가 수

십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중증외상센

터, 뇌혈관센터 등은 세분화된 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

적인 수가문제로 인해 난이도가 높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진들

은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의사들의 과목

별, 지역별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36]. 높은 야간진료 빈도 수, 시간의 

긴급성, 수술을 도와줄 의료진(레지던트 등) 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높으면서도 미용 관련 의료와 비교하면 월등히 수익

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정례적 환자가 없고 긴급 위주의 환

자분포가 가변적임에 따라 의사 고용의 비효율성이 있어 상

급종합병원에서조차 운영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에서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과 같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임상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신체 장기 별로 구분하는 것이 외

과계 필수의료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임상과로 분류하다 보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에서는 실제 환자들을 분류할 

때 임상과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환자의 신체장기의 손상으

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장기 별 분류를 해야만, 

외과계 필수의료가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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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은 임상과를 뛰어넘

는 융합팀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어야 한다. 

외과계 필수의료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병원의 제안: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Smart Essential Surgery 

Metaverse Hospital)’

1. 외과계 필수의료 전담병원의 형태

1)  외과계 필수의료 융합수술팀: 5인 1팀 외과계 필수의료 

전문의로 구성

외과계 필수의료의 특성상 기본적인 수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융합수술팀에 필요한 수술 과목인 흉부외과, (일반)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응급의학과, 마취과, 내과 신경과 등은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5인 1팀 외과계 필수의료 전담병원은 소아관련 수술, 

산부인과 응급제왕절개술 등에 대해서도 외과계 필수의료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훈련과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보지만 소

아과나 산부인과는 해당 전문병원들이 있기에 ‘스마트 외과

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은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포함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도 과감하게 없애

거나 있어도 최소로 운영해야 하고, 이 최소도 원격의료나 

메타버스와 같은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손해보전은 팀수가가 충분히 적용된다면 외래진료 없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래 비개방은 오로

지 외과계 필수의료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2)  외과계 필수의료 병실 운영: 병실 부족을 막기 위해 

50% 이하로 운영

외과계 필수의료 관련 사고는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을 이

유로 상종에서 필수의료 상황에 처한 환자를 전원시키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에서는 

애초에 50% 이하로 병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해야 한다. 환자

를 미리 관리하면 얼마든지 조기 퇴원과 재회송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빈 병상에 대한 보상수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

우 상종에서는 병실을 꽉꽉 채워서 순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에서는 비어 있는 병상에 대해

서도 보상수가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코로나19 범유행 

시절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빈 병실에 

대한 보상시스템[37]과 유사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5인 1팀의 융합팀은 수술 이외에도 중환자관리가 필요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팀수가 추가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3)  인력양성 및 인력수급 센터: 외과계 필수의료 팀수가 

적용

현재의 응급의료센터 등을 분석해 보면 기관에 따라 인력

이 모자라는 곳도 있고, 인력대비 응급환자가 너무 없는 곳

도 있다. 환자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환

자의 이송이라는 부담을 의료인의 이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해서 현재 촉탁마취의 수가[38]에 준해서 지원

을 받은 병원에 비용을 보전해 주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행 마취 촉탁 수가는 10여 만원인데, 그 촉탁을 의뢰한 병

원은 평균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에서는 외과계 필수의료 

출장진료에 대한 응급수가를 적용한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등에서는 consultant라는 

이름으로 정규시간 외에 일을 할 수 있는 외부의사를 고용하

고 있다[39]. 우리나라로 치면 외부 입원전담전문의 같은 시

스템과 유사한데, 주말과 야간진료에 이와 같은 consultant

들이 레지던트들과 합심하여 응급수술 등을 시행한다고 한

다. 영국에서 외부의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고정 인건비 부담

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5인 1팀이 의사결정도 같이 하고, 수술도 같

이 하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나, 인건비의 가중에 대해서는 

consultant와 같은 특별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마치 입원전담전문의를 모집하듯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5인 1팀을 구성하는 의사 200여 명 이상을 모집하

면 기본적인 한국의 외과계 필수의료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

로 보인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보면 이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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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권역별 응급의료 센터를 50개의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로 신규지정한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0개의 권역

별 중증외상센터(재지정할 신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예

산을 신규 지정하지 말고,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신

설에 활용하면 병원당 20-25명의 외과계 필수의료 전문팀

을 운영할 수 있는 신규병원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타 외과계 필수의료 의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출장진

료를 통해서 열악한 야간 및 오랜 근무시간에 대한 보전을 

해 줄 수 있다. 동일 예산을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으로 배정하여 필수의료공백에대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여

야 할 것이다.

4) 메타버스를 이용한 인력 감소 및 편의성 증가

메타버스 병원은 가상의 환자로 소통과 수술 기술을 연마

하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줄 환자와 외

과계 필수의료가 함께 공존하는 앱을 개발하고 소통을 활성

화하여 가상의 환자와 병원을 실제의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

는 훈련을 한다. 필수의료 관련 수술들을 집단토의하고 실제 

필요한 병원에 파견을 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면 좋

을 것이다. 여기에 가상병원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시설 공백과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2-3명 수술자가 동시에 접속해 소통하고 상담

하며 수술하는 메타버스 수술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공명영상을 기반으로 장기와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

술 정확도를 높이는 영상유도수술도 ‘증강현실 보조수술’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여러 사람이 헤드셋을 착용하고 서로 다

른 시각에서 소통하며 수술하는 ‘메타버스 보조수술’까지 발

전할 수 있다[40,41].

2.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 운영 방안: 

디지털 트윈 병원

1) 팀전문의 인력운영

(1) 융합수술팀 및 당직 스케줄 관리

5인의 전문의가 제1팀이 되어서 16시간 일을 하고,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는 20명의 전문

의를 가지고 총 4팀으로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1

팀이 일을 하는 동안 제2팀은 예비팀의 역할을 하고, 제3팀, 

제4팀은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 16시간이 지나면 제2팀

이 제1팀의 환자를 인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유연하게 조

직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1팀이 일을 하는 동안 제2팀

은 예비팀의 역할을 한다. 즉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면 바

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1팀이 8시간 

근무한 후에 환자가 급증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제2팀을 호

출하면 제2팀은 즉각 출근하여서 업무를 시작하고, 그 후로 

24시간(8시간 앞당긴 시간+원래 근무 16시간)이 되어야 종

료한다.

업무의 시작은 가장 환자의 숫자가 적은 시간인 04시, 20

시 그리고 12시(점심시간) 정도에 맞춘다. 교대가 일어나면 

제1팀과 제4팀은 휴식을 취한다. 시범사업의 초기에는 혼란

이 있을 수 있으나, 5인 1팀이 하나의 메타버스 그룹채팅방

에서 환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진단을 내릴 것인

지, 어떠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그래

도 최소 환자 1인당 한 명의 책임전문의는 있어야 할 것이

다.

제1팀이 16시간 근무하는 동안 대략 5-10건 정도의 신환

을 받아서 수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술이 필요 없는 환

자로 판명되면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이 아

닌 해당 지역 거점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 원격으로 메타버

스상에서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의사의 집도가 가능하기는 하나, A수술이냐 B수술이

냐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 메타버스 소속인 200명이 넘

는 수술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의견을 줄 수 있고, ‘스마트 외

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으로 이송을 받을 수도 있다.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운영을 해야 한다.

(2) 메타버스를 활용한 보조인력 최소화 및 환자 예측 디

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잉여 인력 사

항을 파악하여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이 꽉 

차 있을 경우, 이송을 할 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십 년간 쌓여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시간대 및 상황

에서 외과계 필수의료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계절별,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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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병원을 활용해서 병원내에 활력징후(vital sign)과 숨

소리 점검 등은 자동화하고, 의료인의 개인전화기에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외과

계 필수의료 의료인력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마련 

등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2) 인프라 관련 운영

(1) 중환자실 입원실 필수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50%

의 여유공간에 대한 수가 적용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평일주간에는 수술실 부족

과 중환자실(일반병실도 포함)이 부족하여 응급환자를 추가

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

다. 권역별 응급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중환자실과 입원실 

부족으로 종종 타원으로 전원시키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

가체계에서 조금이라도 수술실과 병실의 빈틈을 놓아두기

가 곤란해서 일 것이다. 즉 비록 저수가이지만 계속해서 환

자를 채워 놓아야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평상시에 병상의 50%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채로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낮은 수

가 때문에 하루 이틀 환자를 더 붙잡아 놓아 정작 적절한 타

이밍에 응급환자를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

므로 빈 병상에도 코로나 전담병원처럼 관리수가를 적용하

면 응급환자를 위해 항시 예비 병상을 유지함으로써 병실문

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자연스럽게 방지

될 것이다.

(2) 팀수가 적용을 통한 외과계 필수의료 융합 전문성 높

임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사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

다. 현저히 낮은 응급수술 수가가 또 하나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니, 이 문제는 필수의료전담팀

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가를 인정하는 방법으

로 해결해야 할 것을 권한다. 보험수가를 상승시키는 방법

에는 주지하다시피, 상대가치점수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가

산점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필수의료전담팀의 경우에는 상

대가치점수를 2-5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결론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서 발표한 자료

를 보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평일 주간

에는 수술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야간 및 휴일에는 의료인의 부족으로 필수의료 상황의 환자

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과

계 필수의료 공백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중에도 

외래진료나 예정된 수술일정이 없고 항상 수술실과 중환자

실 등 모두 시설을 여유 있게 가동할 수 있고, 주말이나 야간

에는 필수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 환자들

만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병원과 필수의료 전담 

수술병원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의 경우에는 메타

버스 병원에만 모든 과를 포함시키고, 실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에서는 융합팀으로 외과계 필수의료만을 전

담하도록 해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의 효

용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의료센터로 재지정하고 그 개수도 40개

에서 50개로 확충한다고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급종합

병원의 확충예산을 10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타버스 

병원’의 신설로 전환한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필수의

료 대책이 수립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이미 지정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을 중점적으로 재평가하여 신규 

및 재지정하고, 굳이 중증외상의료기관으로 전환하거나 10

개를 더 확충할 필요 없이, 신설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 메

타버스 병원’을 신설하여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위협받는 국

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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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국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그중에서도 외

과계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는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외상중증

센터, 뇌혈관센터 등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하고 있

으나 필수의료만을 전문적으로 365일, 24시간 담당하는 전문인

력의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필수의료 수술을 받지 못하

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에

서는 외래가 없는 외과계 필수의료 전문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필

수의료 상황에서 항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팀으로 움직이면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병원

의 형태로 인력 절감 효과까지 있는 시범적 병원 사업을 제안하

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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