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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P: 캘거리의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인다 
2023년 1월 23일 

보건의료행동계획(Health Care Action Plan - HCAP)에 따라, 
앨버타주 주민이 캘거리의 공인 수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 재정 지원 정형외과 수술이 수천 건 늘어난다. 

앨버타주는 세계 최고의 일선 보건의료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난 11월에 발표된 보건의료행동계획(HCAP)의 최우선 사항의 
하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독립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재정 지원 
수술을 늘린다. 

Canadian Surgery Solutions는 앨버타주 보건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 - AHS)와의 
새로운 계약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간 3,000건의 고관절 및 무릎 교체 수술과 기타 관절 수술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보건의료행동계획은 AHS의 행정관에게 수술 대기 시간을 임상적 권장 시간으로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다. 사용되지 않는 수술실과 공인 수술 시설에서 더 많은 수술을 시술함으로써 
앨버타주 주민은 더 일찍 수술을 받게 된다. 

현재 약 6천 명의 캘거리 주민이 정형외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릎 및 고관절 교체 수술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임상적 권장 시간을 넘겨 기다리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캘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정형외과 수술 건수가 2021-22년도에 비하여 21% 증가할 전망이다. 

수술 의뢰 절차 간소화 

이제 앨버타주 주민은 새로운 프로그램인 ‘앨버타주 전문치료이용성촉진(Alberta Facilitated 
Access to Specialized Treatment - FAST)’을 통하여 정형외과의 및 비뇨기과 수술 의뢰를 더 



 

 

Classification: Public 

빨리 받을 수 있다. 앨버타주 전역의 가정의 및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FAST 중앙 팀에 
의뢰서를 보낼 수 있으며, FAST 중앙 팀은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전문의에게 시술 의뢰를 
배정한다. 이 앨버타주 차원의 프로그램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18,500여 건의 비뇨기과 또는 정형외과 시술 의뢰를 처리했다. 

병원의 수술 역량 증강 

주 수술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병원의 수술 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캘거리, 에드먼턴, 에드슨, 그랜드프레리, 레스브리지, 메디신햇, 
록키마운틴하우스 등, 앨버타주 전역의 병원에 새로운 수술실이 증설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수술실 증설 및 신설에 3년간 $1억 3,300만을 투입한다. 공인 수술 시설로 더 많은 
정형외과 수술을 이관하면 병원 수술실 공간에 여유가 생기므로 더 복잡한 수술을 시술할 수 
있다. 

관련 뉴스 

• AHS: 전문의 서비스 이용성을 늘리는 새로운 프로그램 (2022년 12월 21일) 
• 환자 진료 개선을 위한 AHS 개혁 (2022년 11월 17일) 
• 앨버타주 중부 및 남부 지역의 수술 이용성 확대 (2022년 9월 7일) 
•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퍼스트네이션스와의 협력 (2022년 6월 1일) 
• 수술 회복 역량 증강 (2022년 4월 22일) 
• 공공 재정 지원 정형외과 수술 증강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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