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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
권역외상센터

중부권 유일의 권역외상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초, 최고로 시작합니다

미션 Mission
목표 Goal

비젼 Vision

중증 외상환자 치료에 있어
세계적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를 제공
•발전된 외상에 대한 연구
•선진 외상교육체계 구현
•운영 10년 이내에 자생적 운영을 목표로 함

•세계 최고의 수준의 중증 외상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최고 수준의 임상치료를 제공함
⇢ 발전된 외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
⇢ 다학제간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성
⇢ 취약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상치료 및 교육기관

권역외상센터
Region Trauma Center

권역응급의료센터
Region Emergency
Medical Center

외래센터
Outpati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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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사고로 인한 외상환자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중부권 최초로
원주세브란기독병원에 구축되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과거에도 국내 의료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선도적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정부가 외상사업을 시작한 첫해
중부권 최초의 외상센터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신속한 이송을 위한 헬리포트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등 각종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전문
시스템 및 의료자원 구축 등 권역외상센터로의 본격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상’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속, 정확한 진료를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믿음과 신뢰를 전하고 언제나 환자와 그
가족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환자 중심, 인간 중심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될 것입니다.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윤여승

The President of Wonju Health System & Hospital,
M.D. Yoon, Yeo-seung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2011. 7. 1
세계최초 급성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역사적인 재창조 사업으로 의료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leading the future of
medicine through recreation of our approach to business

The world’s first myocardial infarction
stem cell medicine was developed at
our hospital

2013. 2. 1
병원명칭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개칭

Renaming of the hospital: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2014. 1
필리핀 타클로반 태풍피해 의료구호팀 파견

The hospital dispatched a medical
relief team to the Philippines to
provide care for residents of the
Tacloban region struck by a typhoon

2015
외래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설립

1913
1913.11.15
서미감병원 개원(17병상)

The Swedish Methidist Hospital opened
(17 patient beds)

1959.11.7
원주연합기독병원 개원(50병상)

Outpatient centers and regional trauma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2015. 1
네팔 대지진 의료구호팀 파견견

The hospital dispatched a medical
relief team to Nepal to provide care for
residents in the great earthquake region

2016

Wonju Union Christian Hospital opened
(50 patient beds)

1962.6
국내 최초로 의무기록제를 도입하여 실시

We were the First in the country to adopt
and use a modern medical recor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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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상 환자 사망률은 낮추기 위해 탄생한
권역외상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2년 권역외상센터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 10월 외상센터 신축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2월 12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미국의 경우 중증외상센터 203개를 마련한 후 기존 34%인 외상사망률을 15% 수준으로 개선하였던 반면 우리나라
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010년)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외상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그 첫 해 설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공사를 추친 2014년 10월 공사를 완료하고 권역외상센터로의 본격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제
반 시스템을 마련하여 2015년 2월 12일 개소하였습니다.
•
•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선정
11월 권역외상센터 착공
10월 권역외상센터 준공
2월 권역외상센터 본격 가동

첨단장비와 전담전문의를 구축하고,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우리나라 중부권 유일의 권역외상센터로 중증외상환자 내원 시 1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진
료, 수술 및 시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2종 324대의 최첨단 의료장비와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대비하여 외상관련 7개과 전담전
문의들이 24시간 대기 중이며, 100여명의 지원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 시설 인력 장비 현황

중부권을 대표하는

원주세브란스권역외상센터
2

전체면적 4,638m (1,403평)
지상 4층 | 지하 1층

전담전문의

24시간 대기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대비하여
각 외상관련 7개과 전담전문의들이
24시간 대기 중

외상소생실, 외상진료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 병동 등의 진료 구역이 구분

72종 324대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
지원인력으로 간호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운영

지원인력

100여 명의 인력 투입
08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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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이송시스템

외상 환자는 의사가 진료와 처치를 잘 한다고 해서만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환
자는 상태가 너무도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부터 병원 도착, 주요 처치가 이뤄지
기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송시스템구축, 지역 내 행정적 지
원, 사회적 지원, 병원 내 시스템 구축, 지역 사회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외상환자 이송시스템
도착
실시간 환자정보 제공

닥터헬기, 구급차 탑승
및 출동(5분 이내)
응급처치 지도실시
외상환자 발생 신고
(출동요청)
외상환자 발생

외상환자 발생 신고
(출동요청)
강원 소방방재청
외상환자 신고건수
(위치 및 환자 상태 파악)

권역외상센터
(의사, 간호사 대기)

이송중
(전문외상처치)

소방본부

권역외상센터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보건소, 보건지소

소방종합상황실 연계
신고 환자 및 요청 접수

이송 시 환자처치
지도 및 닥터헬기 지원

권역 내 외상환자 초기
안정화 및 전원 의뢰

대량 재난 상황 시
연계 지원

발생 환자 인계 참여
(도서지역 등)

◦ 지역 내 외상환자 진료 체계 구축

119 구급대

도서지역
보건지소

의료지도 의사파견

의료지도
헬기 요청
핫라인

권역외상센터

재난대비 훈련지원

강원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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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 체계 확립

국가행사 재난상황
의료지원

의료지도
헬기 요청
핫라인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 외
권역외상센터

외상 교육

학교 및
관공서

11

골든타임!
EXPRESS CARE의
완벽한 준비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각종 응급질환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의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즉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응급실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급한 경우는 20% 미만이지만 갑작스런
응급상황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많은 응급질환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갑자기 다치거나, 심혈관질환이나 중풍이 발생하면 시간
이 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시간 내에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
는 것입니다. 즉 이런 중증의 응급환자는 일반적인 치료과정 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Express
Care’가 되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중증외상 치료 과정
병원 전 단계

기도확보, 이송
• 목격자, 응급 구조사, 소방 대원
• 119, 닥터헬기

중증 외상 센터

외상 처치실 / 수술실
• 외상전문의 및 외상팀 응급치료 및 진단, 수술
•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등 외상 전담의 24시간 진료, 처치, 수술

외상 중환자실 집중 치료
• 외상 전담의 및 중환자팀
• 중환자 집중 치료, 수술 후 집중치료

재활 치료 및 회복
• 연관된 전문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
• 집중 치료 후 회복 및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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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닥터헬기!
Express Care의
성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그동안 ‘Express Care’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료 취
약지가 많은 강원도라 빠른 이송을 위하여 헬기가 필수적입니다. 빠른 이송뿐만 아니라 현장에
서부터 빠른 전문치료를 위하여 응급의학 전문의가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라 가서 현장에서부
터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닥터헬기’가 필수적입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닥터헬기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500회를 출동 했으며, 경기 동부
와 충북 북부 지역까지 헬기 착륙장을 확보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 내에는 초음파
를 비롯한 많은 진단장비가 있어 빠른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준비 중인 외상팀, 심근경색
치료팀 및 뇌졸중 팀들을 환자가 도착 전에 대기 시켜 환자가 도착 즉시 치료가 시행이 될 수 있
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닥터헬기 출동 지역분포
강원도

77%

경기도

5.4%
충북

15.3%
◦ EXPRESS CARE의 성과
닥터헬기 500회 임무 중 이송 환자들은 중증외상 환자 144명, 심근경색 환자(의증 포함) 95
명, 급성 뇌졸중 환자 94명, 기타 중증응급진환 환자 167명으로 촌각을 다투는 중증외상, 뇌·
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67%에 달하여 실질적인 중증환자를 위한 닥터
헬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의 대부분은 헬기에 탑승한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하
여 현장치료, 이송 중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며, 병원에 도착 후 빠른 연계 치료가 필요한 환
자들입니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 직후 병원 이송까지 평균 57분의 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지역병원
도착 전에 요청한 외상환자의 경우 요청에서 입원까지는 99분 단축하였습니다. 중증외상환자에
서 닥터헬기 이송은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보다 예측사망률을 47% 낮추었습니다.
◦ 닥터헬기 이송 환자 질환별 분류

144 명

중증외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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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명

심근경색 환자
(의증 포함)

94 명

급성 뇌졸중 환자

167명

기타 중증응급
진단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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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가
이뤄낸 기적

평범한 회사원이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 박영삼 씨.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늦은 업무로 인해 새벽운전이라 약간 졸린 상태였나, 아차 한 순간에
트레일러와 부딪치게 됐죠. 사고가 나면서 차에 불이 났고,
다리가 걸려서 빠지지 않아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도와주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복부의 심한 외상으로 복강 내 출혈과 다리 부상으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수차례 생사는 넘나들었던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수술 시스템을 통해
수술과 치료했습니다.
박영삼 씨가 수차례의 수술과 피부이식수술 등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권역외상센터라는 훌륭한 시스템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박영삼
씨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의지였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익숙함이라는 것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고맙다고 표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상적인 것이라 상대가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고마움을 전하면서 하루
시작을 해보세요.

16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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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
현황 분석

해당 진료권역의 거주 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5.4%이나 연간 관광객의 수는 총인구 대비 약
270%로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다(총인구 50,734,284명 기준). 또한 전국대비 인구수, 자동차
등록대수는 적으나 도로연장이 길고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 및 심각성(사망률)이 상대
적으로 높다. 또한 강원을 포함한 충북 및 경북북부, 경기동부 지역에서 유동인구(타지역 인구)
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2012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 강원지역 교통사고 현황

0.029

0.035

0.092

0.042

0.05

0.046

인구수

자동차

도로연장

발생건수

사망

부상

22.5
8.9

15.3

15.8

15.9

16.7

17.1

19.5

19.6

23.3

25.7

26.3

33.6

27.5

25.9

23.7

18.4

출처 : 2010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보고서, 도로교통공단

◦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제주 전국

◦ 경기강원지역 주요 병원별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기관명

중증외상환자 수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2,604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2,548

아주대학교병원

2,470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051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2009.1~2011.6

◦ 국내 권역외상센터 현황
강원•수도권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가천대길병원(인천)
아주대병원(경기남부)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부)
충청권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을지대학교병원(대전)
충북대학교병원
전라•제주권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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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
경북대병원(대구), 안동병원(경북)
경남권
울산대병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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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외래센터 / 권역외상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Outpatient Center / Sphere Trauma Center / Sphere Emergency Center

NEW SOUL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
The center of Korean medicine

진료과 / 전문진료센터 / 특수클리닉
Treatment Division / Specialized Treatment Center / Speciality Clinic

진료과의 체계적인 협진으로 다양

▶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세분화된

진료과 및 특수클리닉 Departments and specialty Clinics
가정의학과

병리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Aesthetic Correction Clinic,

Family Medicine

Pathology

사시 클리닉・소아안과

알코올 클리닉・뇌손상 클리닉

Jaw Growth Adustment Clinic,

환자에게 필요한 가장 전문적이고

녹내장 클리닉・망막 클리닉

소아청소년 클리닉・소아 클리닉

Jaw Correction Clinic, Temporomandibu-

감염내과

비뇨기과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hthalmology

낮병원 클리닉

lar Joint Disease Clinic, Aesthetic Pros-

열병 클리닉・임파선 클리닉

Urology

Strabismus Clinic, Child Ophthalmology,

Neuropsychiatry

thetic Clinic, Microscopic Clinic,

The staff at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treat various
diseases quickly and accurately
through the systematically
integrated treatment of differentiated medical divisions. Specialized treatment centers and
specialized Clinics provide the
best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treatment services needed
by our patients.

여행의학 클리닉・에이즈 클리닉

Glaucoma Clinic, Retina Clinic

Alcohol Clinic, Brain Damage Clinic,

Whitening Clinic, Sedation Clinic of Den-

Children and Teen Clinic, Pediatric Clinic,

tistry Department, Growth Period Den-

Day Clinic

ture Guidance Clinic, Oral Health Clinic for

한 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합
니다. 전문진료센터와 특수클리닉은

▶

전문진료센터

Specialized
Treatment Center

Infectious Disease Treatment Division

산부인과

Fever of unknown origin (FUO) Clinic,

Obstetrics and Gynecology

Lymph Node Clinic, Travel Medicine
Clinic, AIDS Clinic

영상의학과

Radiology
성형외과

people with disabilities
정형외과

레이저 특수 클리닉・유방성형 클리닉

외과

고관절 클리닉・슬관절 클리닉

피부과

내분비대사내과

주름 클리닉・수부재건 클리닉

대장암 클리닉

Orthopedics

모발 클리닉・레이저 클리닉

당뇨병 클리닉・갑상선 클리닉

화상 클리닉・액취증 클리닉

Surgery

Hip joint Clinic, Knee Joint Clinic

Dermatology

비만, 고지혈증 클리닉・골다공증 클리닉

Plastic Surgery

Colorectal Cancer Clinic

Endocrinology

Laser Specialized Clinic, Mastoplasty

Diabetes Clinic, Thyroid Clinic Obesity,

Clinic, Wrinkle Clinic, Hand Reconstruc-

응급의학과

Hyperlipidemia, Osteoporosis Clinic

tion Clinic, Burn Clinic, Body Odor Clinic

동계스포츠 손상 클리닉

Hair Clinic, Laser Clinic
진단검사의학과

Laboratory Medicine

혈액종양내과

Hemato-oncology

Emergency Medicine

직업환경의학과

Winter Sports Injury Clinic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호흡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권역응급의료센터

관절염 클리닉・루푸스 클리닉

Pediatrics

뇌혈관센터

관절초음파 클리닉

당뇨병센터

Rheumatology Division

신경과

음성언어 클리닉

치과

흉부외과

소화기병센터

Arthritis Clinic, Lupus Clinic,

보톡스 클리닉

청각 및 인공와우보청기 클리닉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

하지정맥류레이저 클리닉

심장혈관센터

Joint Ultrasonography Clinic

Department of Neurology

Otorhinolaryngology(ENT)

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과보존과)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Botox Clinic

Spoken Language Clinic, Auditory and

임플란트 클리닉・치과보존 클리닉

Varicose Vein Laser Clinic

Hearing Aids & Cochlear Implant Clinic

심미 교정 클리닉・턱 성장조절 클리닉

암센터

이비인후과

줄기세포치료센터

마취통증의학과

호흡기센터

수술 전 마취 자문 클리닉

신경외과

외과계 중환자실・통증 클리닉

Neurosurgery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Respiratory Center
Diabetes Center
Digestive Disease Center
Cardiovascular Center
Cancer Center
Stem Cell Treatment Center
Cerebrovascula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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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ology division

Anesthesiology

악교정 클리닉・턱관절 질환 클리닉
재활의학과

심미보철 클리닉・미세현미경 클리닉

보장구 클리닉・소아재활 클리닉

미백클리닉・치과진정요법 클리닉

Clinic for Anesthesia consultation before

신장내과

전기치료 클리닉・족부 클리닉

성장기 교합유도 클리닉

surgery Acute patient surgery, Pain Clinic

Division of Nephrology

통증 클리닉(재활의학)

장애인구강건강 클리닉

Rehabilitation Medicine

Electrotherapy Clinic, Foot Clinic,

Dentistry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Dental prosthetics, Orthodontics, Children’s dental Clinic, Teeth
Preservation Clinic)

Pain Clinic (Rehabilitation Medicine)

Implant Clinic, Teeth Preservation Clinic,

방사선종양학과

심장내과

Prosthetic Appliance Clinic,

Radiation Oncology

Cardiology

Children Rehabilitatio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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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교통사고 시 대처법

교통사고
응급상황 시 대처법

01
의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숨쉬는 길)를 확보 해준다.

02
목이 꺾이거나 비틀리지 않게

고정시킨다.

03

위험한 곳은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 단 환자와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같이 탈출한다.

04

처치는 가능한 한

차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한다.

척추를

5F

05

옥상정원

4F

곧바로 유지한다.

3F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TICU), 연결통로-3층 외래센터

2F

다학제외상진료실, 외상컨퍼스룸, 고압산소치료실,
연결통로-응급중환자실(EICU), 외상병동(26병동), 연결통로-2층 외래센터

출혈은

06
현장에서도 눌러서 막을 수 있다.
07

함부로 움직여 상태를 더 나쁘게 하지

않는다.

1F

외상응급실, 응급CT촬영실, 연결통로-1층 외래센터

B1F 연결통로-방사선종양학과, 하역장, 검수실, 연결통로-식당,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

중부권 유일의 권역외상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최초, 최고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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