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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ng industrial development comes with increased threat of more complex disasters. 
This requires local and national standardized disaster preparedness and novel concepts built 
with multidisciplinary expertise above older regulatory standards. One of these efforts, the 
Korean Disaster Surgical Response Team is made up of trauma surgeons. The team began to 
work in 2013 as medical professionals who are rapid deployable to mass casualty incident 
fields. This team suggested three novel approaches to the complex nature of modern disasters 
requiring sophisticated expertise. The first is cross-dispatch, response from the unaffected 
areas to prevent a shortage of medical resource in the immediate area of the disaster field. 
Second is dispatching the emergency surgical team to the site of disaster and on-site 
collaboration with the search and rescue teams. The surgical team on site can provide several 
emergent medical procedures like surgical airway, bleeder control, thoracotomy and even 
amputations for extrication from collapsed structures. The third approach focuses on the 
initial stabilization of the victims by increasing surgical expertise in the field.  The authors 
believe these new approaches increase the chances of survival on-site, giving more time to 
reach definitive treatment and increase long-term survival. However, good intentions and 
clinical expertise alone will not suffice to achieve these outcomes. These novel approaches to 
meet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urrent disasters are being developed wi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support and concurrent training of medical professionals. (J Acute Care 
Surg 20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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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e of current disaster response system in the field.

서론

‘재난ʼ에 대한 정의를 만들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어휘의 사용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를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체로 지역 

사회 기능의 파괴와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환경적 손실이 그 

지역의 대처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해오고 있다[1]. 또한 

한국의 재난 관련 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인류는 그 

기원부터 자연 재난을 겪고 그것을 견뎌오면서 생존해왔으며 

산업화가 된 이후로는 오히려 문명과 산업화로부터 야기된 다양

한 종류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종류와 빈도, 그로 인한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2년에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16명과 7,300여 명, 피해액 또한 1조여 원에 달하였

다[3]. 또한 인적 재난은 해가 갈수록 그 발생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차츰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재난

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민간 분야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된 대응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적으로 발생되는 재난

은 과거에 비하여 그 발생 원인, 양상과 성격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하다[4].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재난의 위협

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기존 의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난 대응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5-7].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 당시 미국의 구급팀이 사고 2일 후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팀의 구성 또한 수색 및 구조에 

중점을 둔 팀의 구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의료지원

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어떠한 형태의 재난 및 테러에 의한 대량 사상자 발생 사건에 

대비한 긴급 구호팀, 즉 International Medical-Surgical Response 

Team (IMSuRT)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8]. IMSuRT는 해외

의 자국민의 대량 사상 사고(mass casualty incident)에 직면하였을 

때 신속하게 전개 가능한 민간 의료 구호기구이며 이들의 이동을 

위하여 미국 공군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민간 의료자원

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이 IMSuRT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조직

된 국가 재난의료 체계(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 NDMS)

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었으며 외상, 화상, 소아, 정신의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팀으로 구성되어있다. 

NDMS에는 이 외에도 독물학,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전문가 

및 사체 및 유기된 동물들을 처리하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9]. IMSuRT는 출범 이래 911 사태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등에서 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는 재난과 

대량 사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3년 대한외과학회 산하의 

ʽ대한외상ㆍ중환자외과학회ʼ 소속의 외상외과 전문의들이 주축

이 되어 ʽ대한 외과재난대응팀(Korean Disaster Surgical Respon-

se Team, KDSuRT)ʼ을 구성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체계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긴급 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 및 규칙 등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신고를 최초 접수한 

재난 구조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중앙 응급의료센터 및 각 지방 

행정 조직 등에 사고 종류, 규모, 위치 등을 전파하고 재난 안전대

책 본부장이 그에 따라 여러 규모와 단계로 응급의료 지원을 

명령하게 된다. 이 때 시행되는 의료 지원의 규모와 내용은 단순한 

인근 응급의료 기관으로의 이송과 같은 수준에서부터 이동 응급

의료 세트의 출동 및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수준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치된 현장 응급 의료소는 재난 규모에 따라 

그 편성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의료

소장이 되며 분류반, 응급처치반 및 이송반과 운영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인적 구성 또한 재난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의료진 5명 내외, 간호사 5명 이외에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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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rganizing chart of Korean Disaster Surgical Response Team.

무선 통신 요원, 운전기사 및 행정, 설치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 응급 의료소는 재난 현장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 사이의 

현장 지휘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다(Fig. 1). 이 위치에서 

재난 현장으로부터 구조되어 이송된 피해자의 일차 치료 및 환자 

분류가 시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외과재난대응팀의 필요성 

재난 현장에서 기존의 의료 지원방식은 현장에서 최초 피해자 

구조 직후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그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심각한 손상을 받은 환자의 

경우 구조 후 현장 응급 진료소까지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원인의 기도 폐쇄, 긴장성 기흉

이나 심장 압전, 개방성 흉부 손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구조 직후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가 제공된다면 이송 중 사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중증 손상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현장에서 비교적 

충분히 일차 처치하고 안정화한 후 이송을 하는 경우와 환자 

발견 직후 빠른 이송에 비중을 두는 소위 ʽscoop and runʼ 개념의 

현장 이송 개념에 대하여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으

로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손상의 정도, 환자의 전신 상태, 이송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 이송 병원의 전문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한다[10,11]. 또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현장으로까지 의료진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상당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으로 

의료진을 투입하는 결정은 재난 현장의 제반 상황, 예측 발생 

환자수, 생존 가능성, 재난 발생 후 경과 시간 및 현장과 현장 

응급 진료소 사이의 거리와 실제 도달 시간, 현장과 현장 응급진료

소의 환자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법 제도의 재난 대응 체계 속에 의료 

지원 부분은 재난 발생 현장 외부에 설치되는 현장 지휘소의 

지휘를 받아 지역 보건소장의 책임 아래 재난 현장 외부 안전지역

에 설치되는 현장 진료소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법 체계와 제도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바로 그 

현장에는 의료 지원이 없이 단순한 수색과 구조만 이루어진다는 

것과 재난 현장에서 제공되는 의료지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 부분과 더불어 민간 부분에서의 다양한 자원과 이 부문에서

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ㆍ중환자

외과학회에서 2013년 5월 KDSuRT을 발족하고 그 활동을 시작

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대한 외과재난대응팀의 구성

KDSuRT는 2013년 5월 전문적인 외상 처치 및 기타 응급구호

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외과의사 등의 의료진이 중심이 되는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대한 외상ㆍ중환자외과학회의 산하 기구

로서 발족하였다.

KDSuRT는 재난 현장 내부로 수색 구조팀과 같이 출동하여 

생존하고 있는 중증 피해자에게 현장에서부터 적절하고 신속한 

초기 의료 처치를 제공하여 초기 생존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후 

정확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재난으

로부터의 생존율을 제고하려는 것을 그 일차적인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난 발생 상황에서 초기 의료 요구 분석, 

재난 및 유사 상황에 대한 정부 기관 및 다른 구호 기구의 정책 

수립과 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재난 의학 및 외상외과와 

연관된 제반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 수행 등을 활동 목적으로 

한다.

KDSuRT는 팀장 이하 전국 지역별로 구성된 5개의 의료팀과 

1개의 중앙 지원 부서로 구성되었다. 지역 5개 각 팀은 외과 

전문의로 구성하였으나 향후 필요에 따라 관련 외과 및 역학, 

예방의학, 독물학 등 유관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지원 부서는 행정, 물류, 통신 부분을 담당하며 

상설 또는 비상설 요소로 구성되고 대응팀의 활동 상황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담당자의 수와 구성은 변경될 수 있다(Fig. 2). 

지원 부서는 평상시 자원 및 물자관리 및 인적 구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하며 상황 발생 시에는 각 팀간 각 구성원 간의 연락 

및 구성원 및 물자의 이동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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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e of the activities of Korean Disaster Surgical Res-
ponse Team in the disaster field.

재난 발생 후 대응팀의 출동이나 파견은 대응팀원 간의 내부 

의견수렴 후 대한외과학회 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에 의하

여 결정되는데 첫째, 기본 관계 법령에서 지정된 재난이 발생된 

후 중앙 또는 지역 재난 관리 책임기관 및 기관장으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았을 경우, 둘째, 국지적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 대응팀의 출동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의 경우 대응팀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 외과재난대응팀의 활동 

일반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조직은 매우 다양

하여 자칫하면 그 활동이 서로 혼선을 일으키고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심각

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재난 대응 체계에는 반드

시 사고 지휘 본부를 두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참여 기관이나 

조직의 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KDSuRT 또한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현장 재난 안전대

책 본부 또는 긴급 구조 통제단장의 지휘와 협조 아래 현장 응급 

의료소를 기본 활동 지역으로 하여 활동한다. 현장 응급 의료소에

서의 기본 활동은 첫째, 재난 발생 지역으로부터 구조 후 이송된 

환자의 의료 분류(level 2 triage), 둘째, 일차 의료 지원을 통한 

환자 안정화, 셋째, 최종 치료를 위한 후송 순위 결정을 위한 

분류(level 3 triage) 및 후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재난의 형태와 규모 및 상황에 따른 필요 시에 재난 현장

의 제1통제선 내부, 즉 재난 발생 현장으로 수색 및 구조 대원과 

함께 투입되어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현장으로

의 의료진의 전개는 KDSuRT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다(Fig. 3).  

대한 외과재난대응팀의 특징

KDSuRT의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성의 지역별 안배와 재난 발생 시 교차 지원

하는 파견 양식이다. 전국을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1개씩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인근 지역에 구성된 팀이 재난 지역으로 출동하는 

것이다. 이는 재난 발생 지역에 구성된 대응팀 구성원은 대부분 

해당 지역 기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파견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재난 지역 기간 

의료기관의 의료 인적자원의 손실과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즉, 

긴급한 경우나 재난 현장에서의 요구 분석 등을 위한 최초 선발대

로서의 출동을 제외하고는 재난 발생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으로 구성된 대응팀의 현장 출동은 지양하고 대신 인근 지역에 

구성된 대응팀의 신속한 이동 전개방식으로 운영된다.

두 번째는 재난 발생 현장, 즉 현장에 설치된 제1통제선 안으로

의 의료진의 전개 및 활동이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재난 발생 

현장에는 수색과 구조 팀만이 투입되며 그들에 의해 구조된 피해

자들은 제2통제선 부근에 설치되는 현장 응급 진료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2단계 환자 분류와 일차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치료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수색, 구조된 환자에 

대하여 최초 응급처치 제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그 치료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 발견 위치에서의 외상 외과 

또는 응급의학 전문의의 존재가 필수적일 것이다. 

환자의 발견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의료 술기로는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도 확보 술기, 결찰술 또는 겸자 적용

과 같은 외상 부위에서의 심각한 출혈에 대한 임시 지혈 술기, 

주요 혈관의 절단 시 임시 션트 조성술, 긴장성 기흉의 경우 바늘

을 이용한 기흉 감압술, 개방 창상 치료뿐 아니라 긴급한 경우 

매몰 환자의 구출의 위한 매몰 사지 절단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할 수 있다. 재난 발생 현장에서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긴급한 

치료를 제공하여 매몰 환자의 구출 가능시간 연장, 이송 가능 

거리 및 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합병증 및 후유 장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대응팀은 외상 전문 외과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의 외상 환자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미국의 

예에서 IMSuRT가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과 

차별되는 두 가지 요점 또한 외상외과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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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재난 현장의 중심으로의 투입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향후 대한 외과재난대응팀의 과제 

KDSuRT의 발족 이후 현재까지의 계획과 활동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노출되었다. 

첫째,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외상

외과와 외과 중환자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재난 현장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 외과 분야뿐 아니라 응급의학과와 마취

과 전문의와 중환자 전문 간호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의료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로 분리되어 구성된 대응

팀의 원활한 운영과 긴급 사태에 빠른 대응을 위하여는 상설 

통제 조직과 대응팀의 활동을 위한 제반 물자를 관리하는 상설 

부서 구성 또한 필수 요건일 것이다. 

두 번째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과 관련된 심도 깊은 교육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와 재난에 의해 발생되는 외상 환자의 특징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외상 환자

의 적절한 초기 처치와 재난 현장에 투입 활동하게 될 의료진 

자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대응팀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 의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재난 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제고와 더불어 재난 의학 연구를 위한 그 

기초적인 토양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현 법제와 행정제도 상 대응팀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 제도와 법령이 세계적인 재난 의학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 이전이라도 재난 관련 정부 부처 조직 및 의료기관과 

KDSuRT와의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예

를 보면 민간 부분에서 구성된 의료 구호팀을 국가의 정규 재난 

구호 조직의 하나로 흡수 활용하는 것이나 이렇게 구성된 의료 

구호팀의 이동에 군용기와 같은 공적인 기관의 수단을 제공받아 

신속한 파견이 가능케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2]. 현행 법제상 

재난 현장에 설치된 현장 재난 통제본부는 통상적으로는 소방방

재청의 지휘 아래에 있게 되며 재난 현장에는 소방방재청의 구조 

구급 인력 및 장비들이 투입되어 활동을 하는데 KDSuRT의 일부 

인원이 이 인력과 함께 투입 활동을 하고 또 장비나 기타 장원을 

공동 사용하려면 소방방재청과의 행정적 업무 협약 등의 관계 

정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네 번째는 대응팀 구성원들에 대한 지위와 재난 구호 활동 

중, 후의 의료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대응팀에 

자원하는 인력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참여와 활동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미국의 DMAT이나 IMSuRT는 민간부분의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나 여타의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활동하

는 동안에는 공무원의 지위와 보상에서 일정한 대우를 받는다

[13].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KDSuRT의 내부적인 안전 대책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적인 지위 보장과 보상 등에 

대하여 행정 입법 기관과의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화할수록 자연 재난은 물론이고 

인적 재난의 발생은 점점 다양화되고 그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

다. 과거의 여러 예에서 보듯이 인적 재난의 경우 짧은 시간에 

대량 사상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발생시의 대응 체계의 마련은 국가적인 사회 안전망의 기본이며 

특히 의료 지원은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자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광범위한 민간 의료 자원의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재난 발생시 수색 구조대와 의료진의 동시 투입을 통해 피해자

의 재난 현장에서의 기본 처치 및 환자 분류와 이송 그리고 후방 

병원에서의 최종 치료로 구성되는 재난 대응 방식과 이를 뒷받침

하는 관계 법령이 지속적으로 검토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계의 

재난 의학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변화와 관심의 중심에서 KDSuRT이 발족을 하여 활동을 

시작하고 기존의 표준적인 재난 의료 대책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최종적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생존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실행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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