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닥터헬기 

닥터헬기,
요청과 이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닥터헬기

주의사항

·모자 등 헬기 바람에 날리는 물건 휴대 금지

·인계점에 헬기 접근 시 요청자(소방대원,

   이장 등)가 주관하여 환자 가족은 헬기 

   탑승이 불가함을 사전 설명

·헬기 착륙 30m 지점에서 환자와 함께 대기

·착륙 전 인계점 관리자는 인원통제, 안전 확보 

   및 주변 정리

·헬기 접근 시 반드시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헬기의 정면 이나 측면으로 접근할 것

   (꼬리 날개 쪽 접근금지)

·닥터헬기 항공의료팀의 이송 결정 여부에 협조

·인계점까지 이송 시간 확인

·헬기접근은 제한된 인원에게만 허락됨

    (조종사 지시에 따를 것)

운항시간: 당일 일출 시~일몰 시

알기쉬운
닥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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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119 상황실, 보건지소, 

병·의원 지정 의료인, 지정 민간인

출동요청 및 접수

운항통제실, 의료진 출동 여부 결정

항공의료팀 헬기탑승 및 출동

인계점 도착 및 현장 의료

닥터헬기 환자 이송

이송병원에 환자 인계응급실 대기 
의료진의 빠른 진료

Lorem ipsum dolor sit amet fugit cetero in per At eam enim evertitur deseruisse lorem
appetere tacimates vix te. Ad nusquam incorrupte sea, ornatus offendit in quo.

MEDICAL LINE ILLUSTRATION

헬기
도착 전

헬기
도착 후

기타
주의사항



‘날아다니는 응급실’,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응급 의학 전문의가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

응급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은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      

있다. 닥터헬기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하여 이송 

중 응급시술, 약물투여 등의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 타임을 지킵니다.

닥터헬기 제대로 알기

요청자
준수 사항

   출동 요청 시 신고 사항을 정확히 전달

·환자 발병 시간, 환자 발생 위치, 나이, 성별, 현재 상태

·인계점명, 기상상태 등

   인계점까지 환자 이동 동선 숙지

   인계점 연락처, 담당자 사전 확인

   출동 가능 여부 확인 후 환자 이송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확인

·의료진에 의한 이송병원 선정

·현장 및 이송 중 처치, 처치료 지불, 개인정보 수집

   헬기 착륙 전 주민 안전 확보 및 주변 정리

   출동 요청 전화번호는 비공개

   출동 요청 시간은 일출 이후 일몰 전까지임

   건강문제, 연락처의 변경 등 신상 문제 변동 시 시·도, 

   또는 배치 병원의 운항통제실에 즉시 통보

헬기 요청 시 헬기 이송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헬기에서 행하는 검사와 치료는 응급실에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진료비로 부과됩니다.)

닥터헬기란?

심근경색증 의증

·갑자기 발생한 흉통 또는 심계항진

·흉통을 동반한 저혈압 또는 호흡곤란

심정지 의증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이 아니거나 숨을 쉬지 않을 때

·깨우거나 불러도 반응이 없을 때

뇌졸중 의증

·갑자기 발생한 안면 마비

·갑자기 발생한 일측 사지마비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갑자기 발생한 구음장애

중증외상 의증

·활력징후 : 의식저하 또는 GCS 14점미만,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호흡수 분당 10회 미만 또는 분당 29회 이상

·환자의 외관 : 사지 근위부의 절단 또는 짓이겨진 상처, 머리/목

                     /몸통의 관통상, 2개 이상 장골의 골절, 골반 골절, 

                      두부의 개방성 또는 함몰 골절

·손상기전 : 추락, 차량사고,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

기타 중증 응급질환

·지혈되지 않는 외부/내부 출혈이나 출혈성 쇼크

·복부의 압통을 동반한 급성 복증

·급성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경련 지속 상태

·분만의 징후가 있는 산모           

·신생아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첨단 의료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됩니다.

출동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119 상황실, 보건지소, 병·의원 해당 지정 의료인, 지정 

민간인(도서 지역 이장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닥터헬기는 야간과 기상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요청이 있어도 출동할 수 없습니다.

이송병원은 의료진이 결정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헬기 요청 시 또는 현지에 출동한 후 의료진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송하지 않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및 주변 공유지는 헬기가 수시로 이착륙

하므로 농수산물 건조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의 경우 전북/충남 서해안 

권역 경계 내에서만 운행합니다. 필요시 전북 경계 밖 

고속도로 인계점에서 환자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