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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영국 국립보건원(National Health Service) 현황
< 요

약 >

◈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영국 국립보건원(National Health Service)의 위기대응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예산) 2020/21년 NHS 예산은 1,299억 파운드(코로나19 예산 추가 배정 예정)로 규
모면(GDP대비 9.8%)에서는 OECD 평균(8.8%)을 웃도나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뒤지는 수준
ㅇ 최근 10여 년간 보건복지부의 자본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은 데다 각 병원의
재정상태 악화에 대처하고자 자본예산을 경상예산으로 변경·집행한 결과 자본예
산 부족으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에 직면
□ (인력) NHS England 인력은 128만 명으로 단일 조직으로는 영국 최대 규모이나 인력
부족률(Vacancy Rate)은 8.5%로 공공부문 중 가장 높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
호사 수(각각 2.9명, 7.8명, 2018년 기준)가 OECD 평균치(의사 3.5명, 간호사 8.8명)를 하회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NHS를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 등 65,000명에게
현장 복귀를 요청하였으며 3~4월중 20,000여명이 업무에 복귀
ㅇ 의료진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주 1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 (장비 및 시설물) 의료진에게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도 높
아진 데다 인공호흡기, 침상 등의 진료장비 공급에도 애로가 발생
ㅇ 코로나19 환자 전담병원을 새로 개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진료 실적이 저조
□ (향후 전망) NHS의 인력과 장비 부족, 의료진의 안전 확보 문제 등이 단기간 내
에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에다 그동안 지연
시켰던 암환자 수술 등 일반환자에 대한 일상진료 업무도 병행될 예정

Ⅰ

개 요

□ 영국의 국립보건원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에서 코로나
환자를 책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ㅇ 2020.6.2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7,985명, 사망자
수는 39,369명으로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6.1일부터 이동제한
(lockdown)조치를 완화(Phase 2)*
* 6명까지 외부 접촉 가능, 초등학교 개학(Reception, Year1, Year 6), 상점 영업 재개(6.15일), 재택
근무는 당분간 유지(for the foreseeable future) 등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

자료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 NHS

코로나19 일별 사망자 수

자료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 NHS

□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최일선에 있는 NHS의 위기대응력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볼 필요
ㅇ 위기이전에도 인력·예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가운데 코로나관련 대응
장비 및 인력 부족, NHS 관련 직원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됨

Ⅱ

NHS의 예산 현황

□ (NHS예산과 건강지출) 2020/21년 NHS에 배정된 예산은 1,299억 파운드이며 건강지출
(Health expenditure) 규모면(GDP대비 9.8%, 2018년 기준)에서는 OECD 평균(8.8%)을
웃도나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뒤지는 수준
ㅇ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ealth and Social Care)에 배정된 예산
1,398억 파운드의 대부분이 NHS England*에 할당(매년 거의 동일)되고 있으며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50억 파운드가 NHS를 비롯한 해당 기관에 추가 배정될 예정
* 1948년 설립된 NHS는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4개 지역이 별도의 예산과
조직으로 자체 NHS를 운영하는데 England를 제외한 3개 지역의 NHS 조직은 규모가 크지 않음
(3개 지역 조직의 예산은 NHS England의 1/10~1/20 수준). 이하 NHS는 NHS England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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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출 규모 현황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2019,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주 : OECD 36개 국가는 2018년 수치, 비OECD 국가(Brazil, South Africa, Costa Rica, Russia, China, India, Indonesia)는
2016년 수치

ㅇ 영국 정부의 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1948년 NHS가 설립한 이후 매년 평균
4% 상승하였으나 보수당 집권 이후 공공부문 긴축운영 기조에 따라 2%로 하락
- 노동당이 집권한 1997~2010년 중에는 연평균 6%씩 증가하였으며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 하에서는 상승폭이 1%를 하회하다 이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2%에 근접
영국의 보건복지 관련 예산

NHS 예산 증가율

자료 : House of Commons, UK Parliament

자료 : IFS(Institute for Financial Studies), BBC

□ (자본예산 부족) NHS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배정된 경상예산의 90% 내외를 NHS에
할당하지만 자본예산의 경우 대부분은 NHS 병원을 비롯한 의료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재단 등에 직접 재배정*하고 5% 이내의 금액만 NHS에 배정
* 2020/21 예산 : 보건복지부 배정 경상예산 1,398억 파운드, 자본예산 82억 파운드
NHS 경상예산 1,299억 파운드, 자본예산 3억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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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10여년간 보건복지부의 자본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은 데다 각 병원의 재정
상태 악화에 대처하고자 자본예산을 경상예산으로 변경하여 일상 진료 ·급여 등을
지원*한 결과 가용 자본예산 부족으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에 직면
* 2014/15년 이후 5년간 자본예산 43억 파운드가 본래 용도 대신 경상예산으로 전입된 반면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규모(backlog maintenance)는 동 기간 중 20억
파운드 증가(2019.10월말 현재 65억 파운드)

ㅇ 보수당 정부의 5개년 자금조달계획(New five year funding deal, 2018.6월)과 관련 법규
(NHS Funding Act 2020, 2020.3.16일 발효)에 따르면 NHS 경상예산을 2023/24년까지
339억 파운드(명목가격 기준) 증액*하기로 결정
* 2020/21~2023/24 4개년 간 매년 경상예산 배정액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은 매년 별도 수립

- 그러나 자본예산은 2020/21년분만 증액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결정
보건복지 경상·자본예산

자료 : King's Fund, Spring Budget 2020,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Annual Accounts, and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주 : 1) 명목금액을 2019/20 실질가격 기준으로 환산
2) 2020/21 예산은 계획상 금액

ㅇ 이처럼 자본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하고 향후 예산배정도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
지면서 일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
와 고객의 안전 확보 문제가 지속될 우려
* 보건복지부는 2019.9월말 ｢Health Infrastructure Plan｣을 통해 8.5억 파운드 투입하여 20개 병원
시설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보건복지 분야 인프라 개선 의지를 표명

- 영국의 GDP 대비 보건복지 관련 자본투자액 비율은 0.3%에 그쳐 OECD 34개국중
26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위치
* 노동당은 2014년 이후 보수당 정부가 자본예산을 43억 파운드 삭감하여 병원 개선과 장비 구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병원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2019.8.2, ITV)

- 한편 교육훈련 관련 지출도 14/15~18/19 기간중 연평균 1.3억 파운드(경상예산의
1.25%) 수준에 그치면서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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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보건복지 자본예산

자료 : King's Fund, OECD

<참고 1>

외국인 NHS 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분담금 면제 추진
□ 영국 정부는 NHS와 사회복지 분야의 해외 출신 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분담금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5.21일)
* 내국인은 한국의 건강보험료와 유사한 National Insurance 비용을 납부

ㅇ 영국의 의료서비스는 외국인에게도 무상 제공되었으나 의료관광 문제와 더불어
NHS 예산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5년부터 외국인에게도 NHS 이용 대가로
일정 금액을 부과해 왔으며 올 10월 인상(연간 ￡400 → ￡624)을 앞두고 있음
ㅇ 영국 정부는 NHS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온 NHS 인력에 대한 건강
보험분담금 부과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분담금 부과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입장을 급선회
ㅇ NHS 조직 내 외국 국적 인력은 15만 명 수준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61명이 근무 중(2019.3월 기준)
□ 연구기관인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이번 조치에 따른 면제 금액을 연간 9천만
파운드로 추정(5.21일,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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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NHS의 인력 현황

□ 1948년 설립 당시 14.4만 명이던 NHS 인력은 128만 명까지 증가하여 단일 조직으로는
영국 최대 규모
ㅇ 의사 12.6만 명, 간호사 33.5만 명 등 의료전문 인력이 67.3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Full time 인력의 비중은 전체의 88.5%에 달하고 있음
NHS England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2009년 12월

2020년 02월

근무인력

Full time

근무인력

Full time

599,975

533,070

672,667

602,501

의사

102,501

95,628

125,711

117,842

간호사

316,957

280,228

335,171

299,431

조산사, 앰뷸런스, 기술직

181,047

157,214

212,198

185,228

의료지원인력

342,664

285,373

401,365

347,682

인프라 지원

218,353

187,941

207,930

182,357

4,476

3,761

2,513

2,283

1,162,911

1,010,144

1,282,795

1,134,824

의료전문인력

기타
계

자료 : NHS Digital
주 : 일부 인력이 중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부 합계와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인력부족) 영국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NHS의 인력부족률(Vacancy Rate)*은
8.5%(2018년 기준)로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각각 2.9명, 7.8명, 2018년 기준)가 OECD 평균치(의사 3.5명, 간호사 8.8명)를 하회
* 1-(Full time 인력의 현재원/정원)

ㅇ NHS는 매분기 9만 명 수준의 충원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약 10만개 일자리에
대한 Full time 인력 미충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인력부
족률이 10%를 상회하여 원활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
* 2019.10~12월중 Full time 미충원 인력은 99,843명이며 이로 인한 업무지연 현황은 <참고 2>
「NHS의 업무지연 문제」(6/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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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NHS의 업무지연 문제
□ NHS 기준에 따르면 응급진료(Accident & Emergency)는 환자의 95%를 4시간 이내 진료
또는 입원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약 10년간 처리수준이 악화
ㅇ 암 진료의 경우 위중하다고 판단되어 상급진료기관으로 이송되면 62일 이내에 진료가 개시
되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ㅇ 일반진료의 경우에도 대기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ngland의 대기자수는 44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중 약 15%는 목표 대기시간인 18주를 초과하여 대기
응급진료(Accident & Emergency) 조치 수준

자료 : NHS England, Information Analysis Directorate, ISD Scotland, Stats
Wales, BBC
주 : 일반 환자와 긴급 환자용 침상 기준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응급 수술을 중지·연기시키고 NHS 병상 3만개 이상을 코로나
대응으로 재배정한 만큼 코로나 위기로 인해 기존의 업무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ㅇ OECD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9명, 간호사 수는 7.8명으로
OECD 평균치(의사 3.5명, 간호사 8.8명)를 하회(2018년 기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공공부문의 분야별 인력부족률(Vacancy Rate)

NHS의 최근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Vacancy rate) 추이

자료 : NHS Digital
자료 :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 NHS과 Social Care는 England만 대상, 여타 분야는 영국
전체를 대상(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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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직원 복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NHS 근무인력만으로는
환자 진료에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는 NHS를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 등 65,000명에게
현장 복귀를 요청(‘your NHS needs you’)
ㅇ 3~4월중 20,000여명의 퇴직 의료전문인력이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약 15,000명의
의대생들과 간호대생들도 NHS에 합류하여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복귀한 퇴직 전문인력 등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불명확한 상황
ㅇ 한편 환자 이송, 의약품 전달, 전화응대 등을 담당할 25만 명의 자원봉사자(NHS
Volunteers)를 모집한 결과 60만 명이 임무를 부여받기로 하였으나(75만 명 지원) 5월초
까지 10만 명 정도만 단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영국 정부는 퇴직 NHS 의료진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유사시 NHS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 성격의 ‘예비 의료인력 제도(permanent ‘reserve force’ of medics)’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5.11, Financial Times)
□ (의료진 감염검사)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인 3월 중순부터 정부는 의료진에
앞서 환자 진료를 강조하면서 각 병원마다 NHS 의료진에 대한 테스트를 15%로 제한
했으나 4월초 이를 해제하면서 NHS 근무자들의 테스트 확대를 도모
ㅇ 의심증상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의료진에 대한 테스트가 매우 긴급하나 테스트
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의료진 부족 우려가 지속되고 근무지역 인근에서
테스트를 받지 못하고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
ㅇ 5월 들어 일일 테스트 건수가 대체로 10만 건을 넘고 있으나 NHS 의료진에 대해서는
매주 1회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코로나19 일일 테스트 건수

자료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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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시설 부족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태 초기부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가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음
□ (개인보호장비) 보건복지부는 12억 개*의 개인보호장비가 England** 지역에 배포되었
다고 밝혔으나(5.10일 기준) 절반 이상이 수술용 장갑인 데다 낱장 단위로 집계되는 등
장비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5.11, BBC)
* 마스크 1.64억 개, 병원용 앞치마 1.92억 개, 가운 2.3백만 개, 글러브 7.11억 개, 기타 시신운반용 가방,
면봉, 의료폐기물 봉투 등(5.10일 12억 개 → 5.26일 14.8억 개)
** 4.21일 기준 Wales는 0.48억 개를 배포, Northern Ireland는 정부에서 5백만 개를 지급받고 0.75억
개를 주문, Scotland는 대체로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가운은 부족한 가운데 영국
정부로부터 0.11억 개를 공급받음

ㅇ 가운 부족, 시력보호장비 기준 미달, 기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의료진이 장비 없이
진료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착용하는 상황에 처하는 데다 개인보호장비 재사용 압박
감도 호소하는 등 장비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코로나19와 의료진 대상 서베이 내용」 (13/16쪽) 참조

- 의료진들은 장비부족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였으며 의사 단체인 Doctors
Association UK는 코로나19가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2월 이미 가운, 바이저, 면봉
등이 부족했으며 장비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의 제안도 묵살되었다고 주장
* 5.20일 Boris Johnson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81명의 NHS 인력이 사망했다고 발표

ㅇ 정부는 사태 초기 개인보호장비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단지 배분과정에서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4월말 일부 지역에서 부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
□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ventilator) 8,000개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그중 800개만 확보하였으며 4월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250개는 전량
폐기 처분하는 등 의료기기 조달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임
ㅇ 사태 초기 정부는 NHS 보유분 8,000개로는 부족하며 30,000개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가 얼마 후 18,000개로 조정하는 등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으며 이후 여러 기업
에 제작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현재 NHS는 약 9,000개를 보유 중
ㅇ 또한 터키로부터 가운 40만개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처음 도착한 67,000개중
4,500개만 테스트를 통과하는 등 장비공급上 애로가 곳곳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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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병원) 사태 초기 코로나19 환자들을 병원에 수용하면서 심각한 증상의 환자*들
에게 ICU(Intensive Care Unit) 침상을 제공하였으나 사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반
침상 뿐 아니라 ICU 침상도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대책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소수 인종출신 영국인의 코로나19 취약성 부각」 (14/16쪽) 참조

ㅇ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10개의 병원을 England 전역에 열기로 하고*
4.3일 우선적으로 Nightingale Hospital London을 개원
*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임시 병원을 설치

- Nightingale Hospital London은 인공호흡기 등 집중치료 장비를 갖춘 500개의
침상(4,000개까지 확장 가능)을 구비하여 개원하였으나 첫 3주 동안 51명만 치료하는
등 실적이 거의 없자 필요 시 재개원하기로 하고 5월 중순 진료 활동을 중지
- 예상과 달리 기존 병원의 의료진과 시설만으로도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어
10군데 중 Manchester 등 극히 일부에서만 소수의 환자를 진료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기존 NHS 병원에서 진료 시기 조정 등을 통해 33,000개 침상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부 사립병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으나 긴급한 NHS 환자들의 입원 및 수술
등을 담당*함으로써 NHS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
* 런던 시내 28개 사립병원이 NHS를 지원 중(4.23, BBC)

- 그러나 의학전문잡지 HSJ(Health Service Journal)에 따르면 침상 점유율이 평상시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등 예상과 달리 침상 수에 여유가 있다고 지적
* HSJ는 4.13일 현재 일반·긴급환자용 침상(general & acute beds)의 40% 이상이 비어 있어
NHS가 확보한 33,000개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힘

ㅇ NHS England 병원의 침상 수는 1987/88년 29.9만개에서 2019/20년 14.1만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일반 환자 및 긴급 환자를 위한 침상 수는 37% 감소
한 반면 침상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3월말 85.9%를 기록
- 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침상이 2.5개(OECD 국가 평균 4.7개)에 불과하여 하위권을
기록(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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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England의 병원 침상 이용률(Occupancy rate)

자료 : NHS
주 : 일반 · 긴급 환자용 침상 기준

NHS 병원의 침상 현황
구 분
침상1)
일반·긴급환자용
학습장애
출산
정신병
계
집중치료용 침상2)
성인용
소아용
신생아용
계

총 침상수

점유 침상수

점유율(%)

114,800
921
7,786
18,144
141,651

100,568
662
4,350
16,069
121,649

87.6
71.8
55.9
88.6
85.9

4,122
320
1,447
5,889

3,342
260
1,003
4,605

81.1
81.3
69.3
78.1

자료 : NHS, King’s Fund
주 : 1) 2020.3월말 기준
2) 2020.2월말 기준. Critical Care Beds 통계 수치(NHS에 따르면 Critical
Care와 Intensive Care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
한편 런던 시내 사립병원 보유 Intensive Care 침상은 102개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요약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입원자 수치와 이들을 진료
하기 위한 침상의 점유율을 공개
ㅇ 코로나19 증상 후 자가격리만으로는 힘들어 신규로 입원하는 사람(일별)은 4.2일 3,121
명에 달한 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5.31일에는 436명까지 감소(England 기준)하였으며 입원
치료중인 환자는 전국적으로 4월 한때 2만 명을 넘었으나 6.1일 현재는 7,607명을 기록
ㅇ 4.23일부터 집중치료용 침상(critical care bed)의 점유율을 공개*해 오다 5.19일부터는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구비한 침상(mechanical ventilator bed)*으로 기준을 변경
* 4.13일 England 지역의 점유율이 54%로 나타나 의학전문잡지 HSJ의 주장을 뒷받침
** England와 Northern Ireland의 경우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갖춘 침상을 의미하며 Scotland와
Wales의 경우 집중치료용 침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Nightingale Hospital London 등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침상도 포함하여 계산. 다만 침상 수는 공개하지 않고 점유율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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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일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집중치료용 침상 점유율은 19%(5.17일 기준)에 불과
하였으며 인공호흡기 구비 침상의 점유율도 9%(6.1일 기준)에 그치고 있음
□ 이 같은 점들을 들어 집중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
다는 비판과 함께 Nightingale Hospital London 등 임시 병원 개원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5.4, Telegraph)
일별 신규 코로나19 입원자

자료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 NHS

Ⅴ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구비 침상 점유율

자료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 NHS

향후 전망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2천 명을 상회(5월 마지막 주 일평균 2,001명)하는 상황에서 록
다운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도 여전한 데다 NHS는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진의 안전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
ㅇ 그러나 정부의 대응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우선시되고 있어
의료진 안전문제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코로나19 위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NHS의 일상업무 복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술이 급한 암환자에 대한 진료 필요성 등도 대두
ㅇ 보건복지 관련 싱크탱크인 King’s Fund와 병원재단인 Nuffield Trust 등은 코로
나19 사태가 NHS와 복지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사
를 착수하자 NHS의 업무재개 등에 5.14일 공동 의견을 개진
-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최우선 되면서 기존 환자에 대한 NHS 서비스가 연기 또는
중지되거나 온라인 진료로 전환되었으나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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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재개 이전에 감염예방조치의 적정성, 진료 우선순위 결정, NHS 서비스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 의료인력 관리*, NHS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
* 코로나19 환자 진료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도 등으로 인해 퇴직이 급증할 수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ㅇ Scotland 지역 NHS는 코로나19 진료 여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非코로나19 진료를 점차 재개할 것이며 특히 암 관련 서비스, 기타 긴급 진료, 소아
치료, 호흡기 진료 등을 우선시하여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힘(5.31, BBC)
- 일부에서는 구체적 방안이나 개시일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계획의 불명확한
면을 지적하였으나 당국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아
진료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ㅇ 이런 가운데 암 연구기관인 ICR(Institute of Cancer Research)은 암 환자 94,9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년 이내 예정된 수술을 3개월 연기함
으로써 4,755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밝혀 긴급 진료의 재개 필요성을 밝힘(5.20)
□ 한편 구조적 측면에서의 NHS 인력 및 예산 확보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NHS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5개년 자금조달계획 변경, 자본예산 추가
편성 등을 통해 향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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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코로나19와 의료진 대상 서베이 내용
□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4월 중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에 가운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발표 직후 6,000명 이상의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서베이를 실시하고 4.18일 그 결과를 발표
ㅇ 에어로졸에 노출되는 환경 처한 의사의 절반 정도가 1회용 긴팔 가운과 1회용 고글의
부족을, 56%는 얼굴보호 바이저의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에어로졸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52%는 수술복과 눈보호장비의 부족을 제기
- 응답자의 1/3은 두 경우 모두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진료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호소
ㅇ 응답자의 1/5은 진료 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의 1/3은 눈보호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밝힘
ㅇ 협회는 70개가 넘는 민간회사들이 NHS에 장비를 공급할 의향이 있으나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접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지역 학교 또는 자원봉사
그룹에서 기증받거나 직접 구입하고 있다고 밝힘
ㅇ 5.4일 발표한 추가 서베이 결과 16,000명의 응답자중 48%가 개인보호장비를 직접
구입하고 있으며 65%는 진료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 응답자중 한명은 개인보호장비 부족현상을 빗대 마치 늑대에 던져진 것 같다고 답변(thrown to the wolves)

□ 이와는 별도로 왕립외과협회(Royal Fellows of Physicians)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2,000명 내외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
ㅇ (4.1~2일 서베이) 응답자의 78%가 보호장비 부족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런던지역 21.5%, 기타 지역 18.3%가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증상
으로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31%만이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답변
ㅇ (5.13~14일 서베이) 응답자의 19%가 보호장비 부족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16.5%는
지난 2주간 장비부족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으며 33%는 보호장비가 맞는지 테스트
(fit testing)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응답자의 8%만 업무에서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37%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 격리 경험이 있으며 이들중 20%는 확진, 39%는 의심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
- 또한 응답자의 48%가 본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나 BAME(Black And
Minor Ethnic) 배경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76%로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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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소수 인종출신 영국인의 코로나19 취약성 부각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수 인종출신 영국인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
□ England 지역 병원에서 BAME(Black And Minority Ethnic)를 배경으로 하는 사망자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7%를 차지(5.5일 기준)
ㅇ 2011년 인구조사에서 England 인구의 14.5%가 동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통계청(ONS) 추정으로는 15.4%
□ BBC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백인 10만 명당 36명이 사망한 반면 흑인 10만
명당 56명, 기타 소수계 10만 명당 59명이 사망하였으며, 증세가 심각한 코로나19 환
자의 1/3이 BAME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7일)
코로나19에 따른 인종별 병원 사망자

증세가 심각한 코로나19환자 인종별 현황

자료 : NHS Digital, 2016 population estimates, BBC

자료 : Intensive Care National Audit & Research
Centre and 2011 Census, BBC

□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다 사망한
의료진의 90%가 BAME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BAME 배경 의사의 64%가 부적당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하라는 압력을 느꼈다고 지적
NHS 직원의 인종별 구성(2019.3월)

자료 : NHS

□ 코로나19와 BAME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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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일 공중보건 당국인 PHE(Public Health England)는 성, 지역, 소득수준, 인종, 직업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의 불균형 정도를 분석한 ｢Disparities in the risk and
outcomes of COVID-19｣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
ㅇ 표본상 제약으로 인해 인구 전체 보다는 입원자에, 감염자 전체 보다는 증상이 심
각한 환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
ㅇ 연령표준화(age-standardised) 조정을 한 10만명당 코로나19 진단율은 흑인이 가장
높고 백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기타 인종은 분석상 오류 등을 감안하여 제외)
ㅇ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BAME 환자가 일반치료(Lower level of care)의 11%를
차지하나 집중치료(ICU)에서는 36%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BAME 환자들이 기존에
다른 병 앓고 있었을 가능성(comorbidity)과 관련
ㅇ 코로나19 사망률을 보면 흑인이 가장 높고 아시아인, 혼혈, 백인 순인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백인에 비해 방글라데시 출신의 사망 위험이 2배 이상이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기타 아시아 출신과 캐러비안 흑인 등도 10~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종별 코로나19 진단율(5.13일 현재)

인종별 확진자 사망률(5.13일 현재)

자료 : NHS Digital, 2016 population estimates, BBC

자료 : Intensive Care National Audit & Research
Centre and 2011 Census, BBC

□ PHE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
ㅇ BAME 커뮤니티 사람들의 도심 거주 성향, 높은 가구당 인구수, 낮은 소득수준, 감
염위험이 높은 분야에 근무, 해외 출신에 기인한 서비스 접근 장벽 등으로 인해
BAME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ㅇ 또한 특정 인종에 흔히 나타나는 병*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은 백인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 캐러비안 또는 아프리카계
흑인은 타 인종에 비해 고혈압에 걸리는 비율이 높으며 제2형 당뇨병은 BAME 인종에서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분석에 대해 가장 큰 위험요인인 BAME의 중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어서 새
로운 내용이 별로 없었으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6.2, BBC)
ㅇ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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