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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8년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분석

□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 ’18년 추석 연휴(9.22~9.26) 동안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은 약 

13만 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6000건 발생

*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153개소 응급실

< 추석 연휴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

구분 ’16년 ’17년 ’18년
총 환자 내원(천건) 130 230 130
연휴기간(일) 5 10 5

일평균 환자 내원(천건) 26 23 26

○ 명절 전날과 당일에 응급의료센터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2배, 주말의 1.6배까지 증가

< ’18년 추석전후 휴일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 >

구분
추석전후 휴일 평상시

전날 추석 다음날 평일 주말
일평균 환자 내원(천건) 29 31 28 14 20

□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추석 다음날 오전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추석 당일

에는 하루 종일 이용 환자가 많은 편

< ’18년 추석전후 휴일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구분 0-3시 3-6시 6-9시 9-12시 12-15시 15-18시 18-21시 21-24시
추석전날(건) 2,001 1,335 2,285 5,280 4,870 4,859 4,793 3,988
추석당일(건) 2,233 1,542 2,732 5,729 5,343 5,103 4,771 3,626
추석다음날(건) 2,173 1,349 2,365 5,749 4,970 4,533 3,989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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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환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응급의료센터 이용 다빈도 질환은 감기, 두드러기, 장염, 염좌,

얕은 손상, 열, 복통 등으로 나타남

- 추석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감기 3.0배, 두드러기

3.0배, 장염 2.4배, 염좌 2.4배 증가

< ’18년 추석전후 휴일 주요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

구분 전체 감기 두드
러기

장염 염좌 얕은
손상

열 복통

평상시(건) 15,876 1,033 373 1,386 843 2,437 673 834
추석전후(건) 29,614 3,042 1,089 3,335 2,002 4,385 1,201 1,405
증가율 187% 295% 292% 241% 238% 180% 179% 168%

□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여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 1.6배, 화상 3.0배,

관통상 2.4배까지 증가

< ’18년 추석전후 휴일 사고로 인한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구분 전체 교통사고 미끄러짐 화상 둔상 관통상
평상시(건) 4,351 735 833 129 847 612
추석전후(건) 8,392 1,168 1,426 392 1,435 1,489
증가율 193% 159% 171% 305% 169% 243%

□ 추석 연휴 간 의료이용 시 권장 사항

○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권장

* ’18년 추석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90분 가량 체류

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6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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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응급처치법 소개

◈ 기본 응급처치 요령 및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은 응급의료포털

(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 가능

□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 (성인)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 (소아)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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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성인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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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처치요령 조회 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 심정지 환자 발생시 앱을 통하여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확인 가능

**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확인만 필요할 경우 바탕화면에서 바로 ‘자동심장

충격기’ 클릭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심폐소생술 메뉴화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동영상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메뉴화면
①을 통해 병의원 약국 검색 및
응급처치 메뉴 선택가능

②의 추가검색 선택 후 “심폐
소생술” 동영상 메뉴 선택

동영상 선택 보기

※ 119에 전화를 한 경우 상황실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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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안내 화면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 응급처치요령 >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바탕화면
응급처치요령 메뉴화면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아이콘 생성됨

앱 메뉴 화면에서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선택

응급처치에 맞는상황 선택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