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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COVID-19) 

전염병은 전 세계의 많은 의료시스템에 긴장과 혼

란을 가져 왔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병원은 

폭증하는 환자의 수를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병상, 인공호흡기 및 약물과 같은 중환자 

관리의 자원분배와 관련하여 어렵고도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1-3].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람

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 시스템의 기

능을 유지하며, 부족한 의료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류와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4]. 

현재 우리나라의 COVID-19 사례의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5], 향후 급증 가능성과 증가추세 또한 

미래에 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하여 전 세계의 기존 분류 정책을 알아보고 반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로 분류 정책이 다양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한 국가 내의 정책도 지

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전역

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의 우선순위환자의 

분류 제도 체계와 다양한 분류 기준 그리고 그 문제

점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팬데믹 상

황 시 인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대

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대비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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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위기 속에 환자분류의 우선순위

가. 제도적 측면

1) 우선분배심사위원회(triage committee)의 

필요성

많은 정책과 학자들이 이 문제의 스트레스 심화

로 인한 임상의들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환

자 치료의사, 간호사, 의료윤리위원 등으로 구성된 

분류위원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6-8]. 위기

상황에서 임상의들에게 특정 환자로부터 중환자 치

료 자원의 보류, 철회 등의 판단과 전달에 대한 책임

전가는 도덕적 혹은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

스를 추가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분류위원

회의 구성은 간병인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

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류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한 부담을 

분담하기 때문에 실무 임상의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 분류위원회의 초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환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취함으로써 유대감

을 유지 할 수 있다[6,7]. 또한 임상의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류위원회의 구성원이 환자 및 그 가족

에게 직접 분류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7].

2)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Transparent communication)

누가 궁극적으로 중환자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또 누가 가족에게 전달

하든, 그 의사소통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순위

에서 밀려 진료나 장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환

자에게 환자의 상태가 이미 회복 불가능으로 치료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분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환자

나 환자의 가족들에게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것은[7] 

이미 전염병 대유행의 불안한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

과 대중 사이의 잠재적 갈등 기회를 허용하고 증폭

시켜 더욱 취약한 상태의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3)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Continued care)

안타깝게도 우선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위기가 아

닌 시기에 이용할 수 있었던 중환자 치료를 받지 못하

는 환자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들은 여전히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급성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여전히 비침습

적 치료로 치료하여 회복할 수 있다[9-11]. 환자의 

중환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시급

해지는지 여부를 계속 평가하려면 주기적인 재평가

가 중요하다[6,12,13]. 예를 들어 뉴욕의 인공호흡기

할당지침(Ventilator Allocation Guideline)은 환

자를 48시간에 재평가하고 120시간에 다시 평가하

고 있다[그림 1B]. 완화 치료를 제공하면 환자의 삶

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다.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

우 임종을 앞둔 환자와의 대화를 제공하면 마지막 

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유족의 정

신적 건강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14].

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환자 분류를 

위한 다양한 기준과 그 문제점

다양한 규정사항이 우선순위환자분류 결정을 내

릴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요인을 제시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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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많은 규정은 분류위원회 구성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California, Colorado, Massa- 

chusetts, New Jersey, Oklahoma 및 Pennsylvania

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특

별한 범주 별 제외 기준을 넣지 말아야 하며, 제외기

준 없는 접근방식은 중환자 치료의 자격에 더 많은 

유연성과 자원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

다고 주장한다[15].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한 채점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그 기준을 설정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채점 또한 만족할 만한 결과

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준과 

요인의 제시와 그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계속적

인 고찰이 필요하다.

1) 신체상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점수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설명한다. 생존 가능성을 평가

하는 SOFA 점수는 폐, 간, 뇌, 신장, 혈액 응고, 혈압 

등 6가지 주요 기관 및 시스템의 임상 기능을 기반으

로 한 점수의 합계이다. 특히 New York의 가이드

라인은 주관적인 판단 대신 엄격하게 임상 데이터

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림 1A]. 하지만 일반적인 사

용에도 불구하고 이 채점 시스템은 많은 비판을 받

았다. 예를 들어, SOFA 및 수정 된 SOFA 점수가 충

분한 정확도[18,19], 특히 COVID-19 환자의 경우

[20-22]에서 중환자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한 건강 상태에 기반한 제외 기준을 포함하는 정책

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동반 

질환과 사회적 불평등 사이에 확립된 관계로 인해 

불우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있다. COVID-19이 이미 미국의 소수

자 커뮤니티, 특히 흑인 커뮤니티[24-27]에 불균형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할 때, 분류 정책 입안

자는 미국의 건강격차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15].

2) 연령

나이는 공정한 순위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경우 젊은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정당화는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대한 주장이라기보

다 다양한 삶의 단계 (어린 시절, 청년기, 중년기, 노

년기)를 누리는 평등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

려고 해야 한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31].

하지만 이러한 고려사항에서 어느 만큼의 연령차

이가 순위결정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수치의 구체적

인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상적인 기대 수

명의 모호함과 생물학적인 나이는 다 다를 수 있다

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연령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반 질환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환

자의 예후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정위험과 

관련될 수 있다. 

3) 특정 질병과 관련된 환자 혹은 지체 부자유자 분류

Bill Haslam 주지사 행정부와 Tennessee Hospital 

Association이 2016년에 발표한 Tenneesee 주의 응

급의료 분류 지침은 팬데믹 초기에 병원에 공급품

이 부족한 경우 장애가 있는 환자나 신경질환, 말기 

치매 및 신경근육상태와 관련된 환자는 제외하도록 

병원에 권고했다. 이러한 지침은 이후 의료 자원의 

할당 또는 재배치 기준 목록에서 장애 상태를 제거

하라는 불만이 제기 된 후 수정되었다[28].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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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rtality Risk Assessment Using SOFA

Color Code and Level of Access to Ventilator Assessment   of Mortality Risk / Organ Failure

Blue

No ventilator provided.

Use alternative forms of medical intervention and/or 

palliative care or discharge.

Reassess if ventilators become available.

Exclusion criterion

OR

SOFA > 11

Red

Highest access to ventilator.

Use ventilators as available.

SOFA < 7  OR

Single organ failure (intubation for control of airway 

(without lung disease) is not considered lung failure)

Yellow

Intermediate access to ventilator.

Use ventilators as available.

SOFA 8 – 11

Green

Use alternative forms of medical intervention or 

defer or discharge.

Reassess as needed.

No significant organ failure

AND/OR

No requirement for lifesaving resources

B. Periodic Clinical Reassessment

Color Code and Level of Access to 

Ventilator

Assessment of Mortality Risk / Organ Failure

48 hour assessment 120 hour assessment

Blue

No ventilator provided.

Use alternative forms of medical 

intervention and/or palliative care or 

discharge.

Reassess if ventilators become available.

Exclusion criterion  OR

SOFA > 11  OR

SOFA 8 – 11 and no change in 

SOFA score compared to initial 

assessment

Exclusion criterion  OR

SOFA > 11  OR

SOFA < 7 and no change in 

SOFA score compared to 

previous assessment

Red

Highest access to ventilator.

Use ventilators as available.

SOFA score < 7 and decrease in 

SOFA score compared to initial 

assessment  OR

SOFA < 11 and decrease in 

SOFA score compared to initial 

assessment

SOFA < 7 and progressive 

decrease in SOFA score 

compared to previous assessment

Yellow

Intermediate access to ventilator.

Use ventilators as available.

SOFA < 7 and no change in 

SOFA score compared to initial 

assessment

SOFA < 7 and minimal decrease 

in SOFA score (<3 point 

decrease in previous 73 hours) 

compared to previous assessment

Green

Use alternative forms of medical 

intervention or defer or discharge.

Reassess as needed.

No longer ventilator dependent / 

actively weaning from ventilator

No longer ventilator dependent / 

actively weaning from ventilator

❙그림 1. Triage chart presented in New York’s Ventilator Allocation Guidelines [17]❙

Describing a patient’s health status and assessing their likelihood of survival, a SOFA score is a sum of points 

based on the clinical functions of six key organs and systems: lungs, liver, brain, kidneys, blood clotting, and 

blood pressure. Each variable is scored on a zero to four scale, lower scores indicating healthier functions. 

Although many other scoring systems deduct points for healthcare providers and other essential workers, 

the New York  Guidelines does not factor in the patient’s occupation, focusing strictly on clinical data. (A) 

Each patient was triaged based on exclusion criteria and SOFA scores from initial assessment. (B) Patients 

were reassessed at 40hr and 100hr to determine the continuation of ventilato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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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Alabama주는 2020년 2월까지 “심각한 정

신 지체(severe mental retardation)” 환자를 기

계식 인공호흡기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 에서 제외

했다[29,30] 하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대

한 불만 사항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삶의 질적 조정 또는 장애 조

정 점수를 통합한 채점 제도는 장애자보다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더 중요시하여 장애 환자를 차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23].

 

4) 만성 환자에 대한 분류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만성 환자를 분류

함으로써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자를 우선순위로 두

기도 한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생명의 수 또는 구

한 생명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채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14]. 대신에, 장기적

인 기대수명보다는 현재 질병으로 인한 생존 가능성

을 위주로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

로써,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한 사회구조에 속해 있는 인구에 비해 지속적으

로 우선순위가 떨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16]. 

5) 의료 종사자와 필수 근로자 우대

많은 경우 의료 종사자 혹은 필수 근로자 그룹의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다[4,6,8,15]. 이러한 전략

은 의료 전문가와 필수 근로자의 건강한 인력을 유

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는 추론을 기반으로 한다[16].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염된 의료 종사자가 직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료종사자가 우선순위

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17]. 또한 필수 

근로자의 다양한 정의 또는 엄격한 정의의 부족으

로 인해 우려와 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필수 근로자 정의에는 병원 직원, 소방관 

및 경찰관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대

규모 그룹의 사람들을 우선시하면 나머지 인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의 양이 부족할 수 있다

는 주장이 있다[8]. 또한 개념정의의 모호함의 허점

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필수 근로자로 포함

시키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4].

6) 선착순 

선착순의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

한 분류방식은 교통수단의 혜택이 빈약한 사회 경

제적 지위가 낮은 환자나 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다[17]는 점에서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 결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

던 미국의료체계에서 코로나환자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기 위한 분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방침, 그리

고 기준을 고찰 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공평한 

진료의 기반 수립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인구는 미국에 비해 인종적으로 동

질적인 면이 많지만, 근래 인종적 다양성이 날로 증

가하고 있어, 인종적, 사회적 문제와 보건학과의 영

향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는 사회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 정책 입안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류의 기준과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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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궁극적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 정책을 구

축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

게 분배하여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없

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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