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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5 메르스 백서」를 발간하며
- 217일간의 대응기록과 평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 -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감염환자·격리대상자 및 보호자, 최선을 다해 메르스 현장에서 활동

한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7일간의 대응기록과 평가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사례가 발생하여 같은해 12월23일 유행 종료를 선언한 날까지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하고 16,693명을 격리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5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7일간의 

정부대응의 기록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백서들이 정부 시각에서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하였다면, 본 백서는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와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정부는 메르스

에 대한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초동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간병·병문안 문화는 감염병 유행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9일 이후 민간전문가를 포함,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집중관리병원, 1:1 

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7월 4일 이후 새로운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두고 조기에 유행을 종식시킨 사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

217일간의 대응과정에서 정부, 국회, 전문가 집단, 언론, 국제기구 등에서 방역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발표,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모두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5년 9

월 1일, 방역체계개편대책을 발표하고 유입차단 및 조기발견, 확산저지, 의료환경 개선과 대응관리 

운영체계를 개편키 위한 48개 과제를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24시간 국내외 신종감염병 

등을 감시하는 긴급상황센터와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역학조사관 

30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고, 신종 감염병을 전담하여 치료하게 될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 및 병문안 문화, 응급실 과밀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여 정부만이 아닌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통해 의료 관련 문화와 환경 등을 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48개 과제 중, 일정에 따라 또는 그 보다 일찍 31개 과제가 종료되

었고, 나머지 과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법정 감염병들을 위험수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와 응급실 과밀

화를 개선하는 등 대응체계 추가 개편도 2016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역량과 조직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를 모델로 대폭 확충하여 신종감염병은 물론 원

인 미상의 어떠한 건강 위해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법률 제도화를 통해 성공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참여에 기반 하여야 

그 빛을 발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법률 규정도 중요

하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하기에 입원환자 병문안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골자로 

하는 병원 문화 개선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가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5년 메르스 경험이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 백서가 미력

하나마 역할을 하고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관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하 연구진 등 백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메르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메르스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면서 우리나라의 메르스 유행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총력적으로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였고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 등 방역조치, 환자 진단 및 치료, 

국제협력 등을 통해 유행은 종결되었으나,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많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역학조사관 부족

에서 나타난 것처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우리는 적절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준비 부족은 

초기 대응 실패와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응체계가 정비되면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에 집중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자 치료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격리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들의 노력이 메르스 극복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본 백서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 적극 대응 단계,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로 나누어 2015년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영역별로 나누어 신종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와 대응 내용을 평가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방역당국과 민간전문가 등 

대응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과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기술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서  문



항생제가 개발되고 백신접종을 통해 관리와 예방이 가능해지면서 한 때 감염병은 더 이상 인류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신종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유행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이 일상화되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다. 메르스 유행 이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신종인플루엔자A(H1N1)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감염병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라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유행 통제는 21세기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새로운 보건학적 과제이다. 최근 지카 바이러스 유행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메르스 유행 중에 제기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은 186명 메르스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한 공중보건위기였으나 

신종감염병에 국가적으로 대응했던 소중한 경험이기도 한다. 본 백서는 대응기록 수집 및 검토, 인터뷰, 

자문회의 등을 통해 메르스 대응 경험을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성과와 한계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서 작성 과정에 수집된 자료 아카이브는 향후 메르스 

유행 연구의 좋은 자료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백서가 2015년 메르스 유행의 마무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의 충실한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6년 7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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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보건소 핫라인 구축

확진자(명)

격리자누계(명)

18

30

64

87

1,453
내국인 의심자 중국으로 출국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실시

15

역학조사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 역학조사 메르스 대응 지침(3판) 발행

메르스 유행곡선 발표
평택성모병원 2차 역학조사 실시

진단검사

 메르스 최초 확진 확진검사  

권한 이양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메르스 선별검사 시작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 및 전체 

유전체 분석 결과 발표



적극 대응 단계 6.9-7.27

6.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집중관리병원 접촉자 특별 모니터링 시작

DUR 시스템 연계 접촉자 여부 확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계획 발표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증메르스환자위기대응센터 설치

3,499

4,929

5,944

7,329

9,091

10,459

11,465

14,313

15,425

16,005

한-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구성

한-사우디 전문가회의

한-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결과 발표

미국 CDC 기술협력 대표단 구성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방안 마련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지원 확대

삼성서울병원 방역관 파견

13개 집중관리병원 발표

메르스 포털 개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대책회의 시작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메르스 대응 통합행정지침 지자체 통보

의료인에게 입국자 명단 제공 시작

‘메르스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 배포

메르스 유가족 및 격리자 심리지원 실시

95

122

138

162

179
181 183

12,648

민간역학조사지원단 공식 출범

전국 병원 폐렴환자 전수조사 실시

13,164



적극 대응 단계 6.9-7.27

6.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기간 만료

16,140

16,690 16,693

메르스 손실보상금 예비비 집행 계획 수립

마지막 격리자 해제

정례브리핑 종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마지막 집중관리병원(삼성서울병원) 해제

186

메르스 추경 

국회통과

5개 수탁기관 진단 종료186번째 환자 확진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 7.28-12.23

7.28 29 30 31 8 9 10 11 12

11.25 
80번째 확진자 사망

9.7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 개최

11.2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10.5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10.12 80번째 확진자 재양성

9.1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
12.1 위기단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12.23  
메르스 유행 종료

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4 감사원 메르스 감사결과 발표

12.14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확정

10.1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구성

8.4 메르스 대응 지침(3-5판) 발행

메르스 후속관리대책 발표(후속조치 TF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개편)

국무총리 메르스 국내 유행 사실상 종료 발표

12.23  
의료기관 메르스 검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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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	메르스	발생(2012. 9. ~ 2015. 5. 3.)

메르스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2012년 9월 메르스 환자가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3월까지 총 1,4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세계보

건기구(WHO)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메르스 관련 비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

원국에게 메르스 연구, 감염병 방지대책 등과 같은 사전 대비를 권고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의료진 감염률이 높은 현상을 파악

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를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 후 질병관리본부에 공중보건위기대응

과를 설치하였다. 메르스 발생 후 2014년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수준으로 하여 방역대

책반을 꾸렸다. 2014년 6월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만들었으며, 12월에 개

정하였다.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은 2014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 대

비와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

다. 이 포럼에서 메르스로 인한 병원 내 감염유행이 논의되긴 하였지만 구체적 준비로 연결되

지는 못하였다. 다행인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감염병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일정 수준 구축하였고 메르스 진단기술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메르스	유행의	시작(2015. 5. 4. ~ 2015. 5. 20.)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중동지역과의 경제

적, 문화적 교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예 사업을 하는 68세 남자가 2015년 4

월 24일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2주간 체류하다 귀국하였는데, 이후 메르스 첫 환자로 확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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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첫 환자는 중동지역 방문 중 현지 구매상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낙타와 접촉했거나 관련 음식을 섭취한 적은 없었다. 첫 환자는 귀국 7일 후부터 

몸살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담당 의

사의 권유로 첫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 3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다. 첫 환자는 고열과 호흡곤

란 증상이 나타나 다른 의원을 방문했다가 5월 18일에 삼성서울병원 1인실에 입원하였다. 마

침내 담당 의사가 첫 환자의 중동지역 여행 경력을 파악하였고 5월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메르

스 검사를 의뢰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 진단검사를 수행한 결

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5월 20일 이를 보고하였다.  

국내 메르스 첫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약 10일 동안 여러 병·의원을 다녔고, 가족과 다른 환

자, 의료진과 접촉하였으며, 다수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메르스 첫 환자는 국립중앙의

료원으로 이송되어 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첫 환자의 부인도 동일 시점에 진단되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초기 대응 전략과 조치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

얼」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염병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중동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였고, 국립보

건연구원에 24시간 메르스 전담 검사반을 운영하였으며, 메르스 환자 발생 사실을 세계보건기

구(WHO)에 알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첫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밀접접

촉자를 파악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초기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의 문제 

초기 역학조사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람 혹은 2)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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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머문 사람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첫 환자와 관련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밀접접

촉자에 대한 격리를 수행하였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첫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 

의료진만 격리하고 다른 환자를 7층 병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상과 다르게 여섯 번째 환자는 첫 환자와 동일 병실에 입원하지 않

았지만 2015년 5월 28일 메르스로 확진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 확진환자가 나왔다. 이 외에

도 세 번째 환자의 딸이 5월 20일에는 발열 증상이 없어서 격리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수일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밀접접촉자가가 격리되지 않고 출국하여 중국 보건당국에서 메르

스 확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밀접접촉자 판정 기준 변경

평택성모병병원의 메르스 유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력이 예상과 다

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밀접접촉자 판

정 기준에서 ‘1시간’이라는 노출 기간이 삭제되었다. 또한 관련 지침에 제시된 38.0℃ 이상

이라는 발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확진된 사례가 있어, 조기 발견 목적으로 발열 기준도 

37.5℃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메르스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편

메르스 유행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수립한 방역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28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메르스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메르스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첫째, 새로운 대응조직으로 「중앙메르

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역학조사와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둘째, 감염병과 질병 역학 관련 민간전문가를 활

용하여 역학조사 과정을 재검토하고 대응 매뉴얼과 각종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을 세웠다. 셋째, 메르스 대응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지원하도록 하

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확대·개편하였다. 병원 내 감염에 대응하

기 위해 민관종합대응TF를 2015년 6월 4일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6월 8일에 조직하였다. 즉각대응팀은 특정 병원의 감염 확산을 최우선으로 막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즉시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역학조사반(팀)은 대한예

방의학회 산하에 중앙 민간역학조사 지원단을 두었고, 시도 단위로 민간역학조사지원반을 구

성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 3일부터 11개 부처와 지

자체로 구성된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

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맡았으며,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

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의 2차 메르스 유행

중앙정부가 방역전략과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유행이 

발생하였다. 평택성모병원에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있던 35세 남자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

실을 방문하였고, 14 번째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14 번째 메르스 환자는 밀집된 응급실 환

경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며 수십 명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5

월 31일 새벽에 보건복지부로 노출자 명단을 보냈으나 전체 노출자 명단이 일시에 제공되지 못

하였다.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원 내 이동 범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

며, 접촉자 명단에서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났다. 

 국민 불안과 인터넷 괴담 대응의 한계 노출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확진환자와 동일 병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서, 5월 말부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괴담이 급속히 유포되었다. 

정부는 SNS,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내용이 근거 없음을 전파하고 포털 지식인, 지식백과, 

콘텐츠 검색 코너 등을 활용하여 괴담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 6월 1일부

터 정례브리핑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확진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명 공개와 같이 국민이 궁

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 갔으며, 기존의 위기소

통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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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정보 공개 문제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표출  

메르스 유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커졌으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민관합동대

책반 회의를 통해 확진환자 관련 지역, 의료기관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내과 전문의와 감염 

관리실’로 제한해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지시가 있었다. 

한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격리자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5년 6월 4일 심야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 번째 환

자가 주택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주택조합 총회 참석자의 자발적 가택격리

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반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5 번째 환자의 전파 위험이 낮

으므로 주택조합 총회 참석자들의 접촉 정도를 분류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민관종합대응TF 회의에서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성을 논

의하였으며, 6월 5일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제

2차 의료기관 명단 공개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년 6월 7일 24개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였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 이후, 선별진료소 설치,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과 같은 대책을 차례로 발표

하였고 메르스 핫라인을 운영하였으며, 예방수칙과 병원이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학교나 공공장

소 등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최초의 메르스 유행 곡선과 추가 역학조사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질병이므로 역학조사 결과를 분

석하여 유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대응 역량의 한계로 초기 역

학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

본부에 즉각대응팀이 합류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2015년 6월 7일 처음 메르스 유행 곡선

이 발표되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최초의 유행곡선을 바탕으로 추가 확진 사례 모두

가 병원감염으로 관리 범위 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르스 전파 경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자 평택성모병원 유행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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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확대와 바이러스의 유전체 분석 

메르스 발생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지속해서 확대되

었고 검사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2015년 5월 30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이 선별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확진 검사를 수행하게 되

었다.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는 두 번째 환자의 검체로부터 확보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사용하

여 메르스 바이러스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염

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2012년 첫 메르스 바이러

스 분리주와 99.5%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이 10 번째 환자로

부터 채취한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내보다 하루 먼저 발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국

립보건연구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결과의 

해석 협력을 위한 검체 공유 및 물질이전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 분

리주의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연구소에도 의뢰하였으며 분석 결

과 특이한 변이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방역 전략 제시와 국제 공조의 시작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2015년 6월 7일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스 유행 차단 방역전략과 메르

스는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방역조치

를 추진함에 있어 메르스의 실제 감염 경로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기관

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며,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1 대 1로 매

칭하여 관리하는 체제로 간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메르스 대응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되, 

창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

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메르스 

합동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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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국가적 수준의 민관협력 대응체계 정착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 수준이지만 대응은 그 이상으로 진행되었

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조직이 정비되고 민관종합대응TF의의 활동 방향이 명확해지

면서 국가적 수준의 민관협력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불

안을 해소하고 방역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2015년 6월 

9일부터 범정부대책회의를 주관하였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 대

응 조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접촉자 격리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대

응 체계를 갖추어나갔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직원 다수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발령을 받았으며 본부에 소

속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250명 정도의 인력이 메르스 대응에 

참여하였다. 민관종합대응TF의 즉각대응팀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즉

시 현장을 점검하고 즉각 대응을 총괄 지휘하였으며,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즉각이행팀은 행

정 조치를 담당하였다. 

 격리병상 확대 및 의료 자원 확보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시도별 거점병원에 확보된 음압

격리병상에서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환자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서울·경

기·대전·충청 지역에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등을 지정하였고, 단기에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기 위하

여 이동형 음압기 및 음압텐트를 구매하여 감염병 관리기관에 공급하였다. 중증 메르스 환자 

치료 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개인보호장구와 치료장비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공급하였으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집중관리병원 등에 관련 장비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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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소통 확대 : 모든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국민의 메르스에 대한 정보 요구를 충족하고 방역조치를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모든 사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메

르스 정례브리핑은 2015년 7월 17일까지 지속되었으며, 모든 언론에 동시에 메르스 발생 상

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메르스 포털(www.mers.go.kr)은 발표된 

자료를 한곳에 모은 정보 창구로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운

영 등의 주요 사항과 진료 지침 등을 제공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도 지속하였

다. 24시간 운영된 메르스 핫라인(109)은 국민이 의심 증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

저 물어볼 수 있는 민원창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 메르스 유행 진단과 권고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5일간의 메르스 유행 진단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13일 

핵심 메시지로서 ‘메르스 유행에 대한 진단과 정부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의료진이 메르스에 익숙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최적

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응급실의 지나친 혼잡, 다인 병실이 병원 내 감염 확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되었거나 지

역사회 전파 증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정부에게 의료기관 등에서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강

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수업 재개를 권고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대응과 기존 

투입 인력의 휴식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 급증 환자 대응 능력 확보, 메르스와 관련해 밝혀지

지 않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포괄적 연구 조사 완료와 공개를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

래 전염병 발생에 대한 최적의 대응 능력 확보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역학조사 체계 강화와 민간역학조사단 운영 

초기 역학조사는 환자와 의심환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기억이 

완전하지 않거나 접촉했던 사실을 숨기는 경향 등으로 인해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데 문

제가 발생하여 전파 경로 및 슈퍼전파사건 관련 이슈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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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민간역학조사단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소수의 역학조사관만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역할을 구분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역학조사 방법

도 다양해졌으며 핸드폰 위치 확인 기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CCTV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원내 슈퍼전파 관련 요인, 전파 양식과 

의료인 감염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에 있

는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평택성모병원 추가 역학

조사를 바탕으로 6월 27일 제1차 역학조사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때까지 감염 경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과제 : 접촉자 격리 및 관리 

메르스 유행이 확산되면서 격리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시도에서는 보건소 직원

만으로 격리자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군청 행정 인력을 24시간 격리자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였으며 국민안전처는 행정직원 이외에 경찰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접촉자 격리 과정에

서 격리 대상자의 불순응 혹은 지역 주민이 격리 대상자를 피하는 문제 등으로 관리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전에 메르스 감염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대응 초기는 지역에서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에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초기에 격리자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

한적이었으며 통계 수치에 있어서도 실제와 정보시스템 간 차이가 있었다. 

종합하면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1만 6천여 명 규모의 격리대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과 같은 업무였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이 헌신적으로 임하여 이를 완수하였으며, 이는 메르스 전파 차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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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감염 전파 차단 조치 : 집중관리병원   

메르스 유행의 추가적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에 대한 집중관리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5년 6월 중순 이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처음에는 13개 병원

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3개 병원이 추가되었다. 

집중관리병원에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에 기반을 둔 감염경로 차단

과 격리자 통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환자 발생과 병원 여건에 따라 병원폐쇄 유형과 격

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격리 조치에는 코호트 격리와 1인 격리 등이 사용되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여 집중관리를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지

속적인 의료진 감염 문제 발생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있던 메르스 확진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집중관리병원 방식은 병원 내 감염 전파 차단에 필요한 조치였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일반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심했으며, 일반 환자를 다

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의료진 역시 메르스 감염에 대한 

공포와 맞서야 했으며 일반 환자와 다른 진료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진료 

중단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 손실 문제가 발생하였다.  

16개 집중관리병원 사례는 국내 병원들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

고 있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확진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국내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총 186명의 확진환자(중국 발생 확진환자 1명 포함) 가 발생

하였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치명명율은 20.4%였다.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는 주로 대

증적 치료와 기저 질환 치료였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경험적 항바이러스제 병합투여, 에크모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혈장치료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메르스 대응 초기 메르스 환자 치료와 진료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은 특정 지역의 격리병

상 부족으로 인한 환자 이송 지연,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체계 미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기관 내

원 기피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중앙거

점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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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확진환자 치료 및 일반 지역사회 진료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군과 민간 의료인력을 동원하였고 보호장

구, 에크모(ECMO) 등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지원과 보상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확진환자에게 치료를 보

장하고, 격리자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시작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

한 진료비를 지원받았으며, 심리 지원과 함께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다. 메

르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심리 지원 및 장례비 지원을 받았다. 또한 격리

자 중 자택 격리자는 심리 지원과 한 달간의 긴급 생계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 물

품 지원을 받았으며 병원 격리자는 심리 지원, 병원 내 격리에서 소요된 진료비와 함께 한 달

간의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

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후속 조치 및 복구 체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28

일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TF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편 메르스 대응에 대한 주요 기능은 8월 2일부터 중앙

방역본부로 다시 이관되었으며 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감염병 콜 센터 업무 등을 

지속해서 담당하였다.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는 국민안전처에서 상황 관리 기능만을 가

지고 사실상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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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 혹은 격리하였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 의료기관 176개소, 정부가 건물을 폐쇄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단 공개, 휴업, 자

가 격리 등을 지시하여 휴업한 약국·상점 57개소로 정하였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기 단계 조정 및 유행 종료 선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2015년 11월 27일 3차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메르스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2월 1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유행 종료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하였는데, 이는 80 번째 환자가 퇴원 후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상 양성 반응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

용하여 80 번째 환자 사망부터 28일이 되는 시점인 2015년 12월 23일 자정에 메르스 유행 종료를  

선언하였다. 

평가와	후속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가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 이후 국내에 아직 유입이 되지 않은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을 

제4군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

자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선언적이긴 하지만 강화되었다. 메르스 대

응에서 문제가 되었던 방역관·역학조사관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였고 환자 관리에 필

요한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 협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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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규정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염병 전파 우려자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강제격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의료기

관에서의 거짓 진술 등 감염병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격리자 및 입원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유급휴가, 치료비, 생

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평가와 권고 

국회에서는 메르스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태를 맞아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

회’를 운영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방역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 지연, 통제기관의 혼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의료기관 간 협

력체계 구축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 병원의 시설구조와 대비 문제와 함께 의료이용문화도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는 감염병 관리 대책으로 1) 질병관리본부 조직 문제 개

선, 2) 방역 메뉴얼 개선, 3) 방역공무원의 유연한 대처에 필요한 권한부여, 4) 전문인력 및 시

설·장비 확충과 국제적 공조, 5) 의료 전달 체계 및 이용 문화 개선과 6) 메르스로 인한 사회

적 비용에 대한 국가보상(환자, 보건의료종사자, 격리자 및 의료기관)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권고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016년 1월에 발표하였다. 감사원

은 메르스 대응 준비에서 연구와 지침 제정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초동 대응에서는 

첫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환자의 경우 비말감염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감염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환기구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어야 했다고 하였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조치에서 14 번째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삼성서울병원의 접촉자 명단 제출

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규직 확보 및 역학조사

관 정규직화 문제가 제대로 협의조차 되지 않은 문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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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부실한 점 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병원감염에 대한 교육훈련, 의료기관 시

설기준과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9건〔징계 8건(16명), 주

의 13건, 통보 18건〕을 지적하였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징

계요구에 대해서 제도와 환경의 한계를 개인적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일부 지적 항목은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만 유행이 끝나고 나서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메르스 후속조치TF는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하였고, 국가방역

체계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감염병 관리위원

회, 당정협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한 결과 2015년 9

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48개 추진 과제는 

1)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2)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3) 방역업무 개선 과제, 4)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시설개선 및 병문안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과	제언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

메르스 유행은 유전학적 기술이나 첨단 의약품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와 격리, 검

역과 같은 전통적 방역조치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모두 이와 같은 업무를 담

당할 ‘공중보건조직과 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매뉴얼이 필요했으며, 탁상공론방식 

훈련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대응 과정에도 신속히 위기상황을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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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행에서 보듯이 감염병에 대한 1차적 대응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며 격리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

문성을 갖춘 ‘감염병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내 병원의 밀집된 환경이 감염병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쇄신(刷新)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메르스 이후 많은 의료인이 신종감염병에 대

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료관련감염이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긴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공중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간에 파트너쉽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메르스 이후 국민은 감염병 예방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하며, 응급실 방문을 

포함한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민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의료이용문화 개선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 대응 기록과 평가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와 활동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우선 해결 과제와 지속 추진 과제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과제

들은 임기응변 방식이 아닌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체계로 연결되는 디딤돌을 놓는

다는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종감염병 대비 우선 해결 과제

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해

야 한다. 지침과 매뉴얼 개정 시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침과 매뉴얼도 보완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병원감염을 포함

한 신종감염병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역학조사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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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당시 집중관리병원 대상별 격리방법을 정확히 정리

하고 격리(폐쇄)방법의 효과와 파생되는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 별로 지역사회 격리 현황을 분석하여 격리의 문제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실제 대응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와 위기단계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⑤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인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질병유행을 예측하고 위험도를 분

석하는 시스템과 대응 관계자의 안전, 기록과 복구 작업 및 윤리적, 법적 문제 등을 다루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응체계 개편(안)에 제시된 관리대책본부 및 지원대책본부 등

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관련 지식을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계자

에게 제공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표준검사실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⑨  중앙정부는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역할분

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자체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과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⑪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심

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와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⑫   국민은 국민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하고, 정해진 면회시간을 지켜야 

하며, 경증질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자제하는 등 의료이용문화 개선을 실천

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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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추진 과제

1)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구조 등이 보

완되고 있으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은 일부 인력 보강이나 약간의 조직 구조를 바꾸는 정도를 넘어서야 하며, 이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정부는 국가 감염병관리기구로서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지향하는 바를 명확

히 정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와 역할분담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조직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질병

관리본부의 조직 체계, 인력규모, 비정규직 비중 문제,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중보건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직위

를 만들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중앙정부는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을 갖추

기 위한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다섯째,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확충과 교육 및 급증대응 역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여섯째,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

해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1)

2)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	조직	확보와	역량	강화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하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함을 메르스 유행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다. 지방자치

단체의 감염병 관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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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과 상호 관계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감염병 관리 조직(지방자치단체 내)과 ‘지역 감염병관

리본부’와 같은 감염병 관리 지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중보건청

(가칭)’과 같은 공적 전담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대응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

앙정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점검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지역사회 내에도 감염병 위기와 자원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작동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관리체계	구축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과 다른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첫째,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감염관리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선

진국에서는 100~150병상 당 감염관리사 1인, 300병상 이상에서는 감염관리 전문의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인력 기준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료의 

질 평가제도와 별개로 (가칭) 중앙감염관리사업단을 두어 감염관리 지원 및 평가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소병원과 의원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 셋째, 중앙정부는 감염병 관리에 영향을 주는 병의원의 인력, 시설과 진료체계 등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감염관리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넷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적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

하고, 응급실 등을 포함한 병원의 시설과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병원장은 감염관

리활동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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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일차의료의사도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감염병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하며, 의사 자신과 직원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지 못하였

다. 또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적정한 업무 분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감

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업무를 협력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진료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려하여 지역 의

료기관을 포함해서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5)	감염병	감시	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그 정보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

료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첫째, 감염병 감시체계의 기능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아진 정보

를 분석하여 현재의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

시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

치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다 정확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해 감시체계 분

류, 참여범위 및 신고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질적 향

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시스템은 발생 여부와 기본적인 

역학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접촉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현황도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방향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의료

기관, 관련 부처 등과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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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메르스 유행 상황에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다. 국내 유입이 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따라 자원 비축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

리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

호구 등을 비축하는데 필요한 자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유행 상황 모델링과 비축물자 수요 예측에 기

반하여 자원 비축량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

터를 준비하고 예측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자원 계획에는 비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송에 

대한 전략적 국가비축(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을 포함해야 한다.

7)	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제공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위기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격리병상의 양적, 질적 관리와 

함께 의료진을 보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음 사항

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격리병상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운영 의료인력 및 시설의 유지 등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확충방안에는 격리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포함

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격리병상, 특히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의 질과 치료 역량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활

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이송과 의뢰가 원활하게 수

행하는데 필요한 되려면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진료제

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다섯째, 일반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하여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적절한 정

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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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강화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연구·개발 활동은 1) 역학조사, 감시와 공중보건, 2) 진단과 검사, 3)

임상분야, 4) 기초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4개 분야 연구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

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첫째, 임상표준지침 개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과 관리 및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둘째 향후 실제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를 수행할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관련 기관과 부

처 간 연구 관련 정보 공유, 연구 자원 공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셋째,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복기, 이차 발생률, 전파 경로, 감

염 재생산 지수 등과 함께 원인균 분석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다. 또한 임상검체 및 임상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넷째, 신종감염병 연구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그 성과를 감염병 관리정책으로 연

결하는 컨트롤 타워 및 지식전파(Knowledge Transfe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9)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는 ‘선제적 투자’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

움에 대한 대비’이다. 국가 정책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  첫째,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병원 내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협력진료와 병원 간 진료의뢰 

및 이송체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일반 예산의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  셋째, 중앙정부는 예산 계획에 있어 반드시 공중보건 급증 대응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와 예방적 조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10)	신종감염병	시대에	맞는	위기소통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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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

가 빠르므로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적

시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신종감염병의 예측불가능성과 감염

병 특성에 따른 위기소통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과의 쌍방향 소

통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메시지와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 제공이 가

능하도록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한 위기소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1)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 진찰 및 입원 조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

공 등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방역조치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

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사람

을 치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 조치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보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인 및 의료

기관, 국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과 회복단계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의 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프로그램,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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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르스	백서」의	목적

「2015 메르스 백서」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유행과 정부 대응을 충실히 정리하여 향후 신

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목표

는 다음과 같다. 

메르스 현황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과정을 충실히 

기록한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이는 향후 신종감염병 관련 공중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메르스 대응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과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 대응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적 조사, 정부 관계자 설문 조

사 결과와 대응 기록을 바탕으로 한 근거중심 백서를 작성한다. 

첫째

둘째

넷째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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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단계

(5. 20. ~ 6. 8.)

•첫 환자 발생(5. 20.)

•중앙방역본부 설치 

•메르스 유행 급속히 확산 

•방역체계 확대개편 

•위기평가회의(6. 4.)

적극 대응 단계

(6. 9. ~ 7. 27.)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중심 

민관협력 대응 체계 구축

• 국무총리 주관 범부처 대응 및 

전면적 대응 체계 가동

•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 착수 

후기 대응 및 복구단계 

(7. 28. ~ 12. 23.)

• 사실상 종료 선언(7. 28.)

• 메르스 후속조치TF와 중앙방

역대책본부로 재편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추진

•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12. 23.)

메르스	대응	단계의	구분

메르스 유행과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다.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

된 이후 대응하는 시기를 ‘초기 대응 단계’로 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체계

를 갖추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시기를 ‘적극 대응 단계’로 하였다. 이후 국내 메르스 환자가 더

는 발생하지 않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되는 시기를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로 하였다.

정부	대응에	대한	기록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과 주요 사건을 스토리가 있게 재구성해서 기술하였다.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과정과 활동은 총 12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대

응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접촉자 격리와 관리’등의 영역은 지방자치

단체 활동 위주로 기술하였다.  

메르스 발생 현황과 정부 대응을 작성하고자 주 자료로 사용한 것은 메르스 후속조치TF에

서 제공받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일일상황보고’와 ‘보도 자료’이며, 범정부 대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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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lth Canada. (2003) Learning from SARS: Renewal of Public Health in Canada (A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SARS and Public Health).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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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범정부대책위 일일상황보고’를 활용하였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서, 국회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 특별 위원회」 결과 보고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정부 공문,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백서 등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외 언론 보도, 논문과 공청회 자

료집 등은 참고 자료로 간주하였다. 정부 대응에 관한 기술은 일차적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

책본부 관계자들이 기술한 후, 이를 백서 연구진이 보완하였고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작

성하였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평가 영역과 분석틀 

「2015 메르스 백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

은 주요 쟁점과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민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기술한 국내·외 백서도 참고하

였다. 정부 대응 영역에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쟁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9개 영역을 다루

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또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발전 방향

을 제시하고자 영역별로 논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각 평가 영역의 대응 준비(Preparedness)과 실제 대응(Response)을 구분하였다. 공

중보건위기는 사전 대비가 실제 대응을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구분해서 파악하였다.  

• 둘째, 사전에 기획된 내용 혹은 최선의 시나리오와 실제 상황을 비교하였다. 

• 셋째, 신종감염병의 중요한 특성인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넷째, 뉴욕시 2001년 탄저균 사건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성공 조건으로 알려진 4C〔지

휘권한의 명확성(Clarity), 위기소통(Communication),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

력(Collaboration), 대응 인력과 자원에 대한 조정(Coordination)〕을 평가하였다.2)



평가 부분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공식적 종료 선언 이후 진행된 내용을 포함해서 기술하였다. 

메르스 유행 종료 이후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평가와 후속조치’ 부분에 포함되었다.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면담조사   

메르스 대응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정부의 대응 기록을 고찰함은 물론 대응 관

계자에 대한 인터뷰(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메르스 대응에서의 역할 및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메르스 대응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 과제 등을 질문하였으며 대상자에 

따라 면담내용은 차별적으로 구성하였다. 

메르스 대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인터뷰한 대상자는 총 46명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 

10명,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6명, 역학조사관 2명, 국민안전처 1명, 시도·시군구 관계자 7명, 

즉각대응팀과 민간역학조사관 6명, 국·공립병원 관계자 8명, 민간병원 관계자 6명이 포함되

었다. 

모든 면담 대상자를 인터뷰한 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

취록은 보안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면담 내용이 백서 본문에 기술되는 것은 익명을 전제로 ‘quote’로 인용하였다. 같

은 입장의 경우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상반되거나 다른 입장이 

있는 경우 관련 인터뷰 내용을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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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과 개인의 임무, 의사 결정과 보고라인, 책임의 명확성(Clarity of mission, lin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② 위기소통(Communication)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타 부처와의 협동(Collaboration among federal, state 

and local public health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④ 대응 인력과 자원의 원활한 조정(Coordination of staffing and supplies) 01
 서

론



 설문조사 

메르스 후속조치TF와 함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활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와 실제 대응에 대

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총 245명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발령

을 받았거나 발령을 받지 않았지만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산하기

관 관계자들이다.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조사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	내용

대응	준비(Preparedness)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준비성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

대응

(Response)

조직과	개인의	임무,	

의사	결정과	지휘보고체계의	

명확성(Clarity)

•조직 내 보고 체계의 적절성 

•지휘 관리 체계 변화의 적절성   

•민간 전문가 참여의 적절성  

•업무분장 숙지 소요 기간     

위기소통(Communication) •국민 대상 위기소통의 적절성 

대응	조직의	인력과	자원	조정

(Coordination)
•인적자원 충분성 

•격리병상 등 자원확충

중앙정부와	타	부처,	지방자치

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Collaboration)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타 부처의 협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국제 협력의 적절성   

평가와	향후	과제
•메르스 대응에서 잘한 점과 미흡한 점 

•향후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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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르스	백서」의	구성

「2015 메르스 백서」는 크게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메

르스 타임라인과 요약을 함께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용어 정의, 백서 작성방법, 연보, 정부대

응 분야별 주요 문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백서 목록, 공문 목록 등을 포함하였다. 메르스 아카

이브에는 백서 본문이나 부록에 싣기 어려운 각종 자료의 원문과 영상물 등을 포함하였다.

서론    |    33

01
 서

론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02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1.	메르스	바이러스

2.	진단

3.	임상적	특성

4.	역학적	특성

5.	환자	발생

6.	메르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36    |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메르스	바이러스

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Zaki 등(2012)이 중증 폐

렴과 신부전으로 사망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최초로 발견하였다. 20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 ICTV)에서는 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라 명명하였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3

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단가닥 RNA 바이러스이며 Betacoronavirus 속, 

Coronavirinae 아과에 속한다(de Groot 외, 2013; Banik 외, 201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의 기관지 조직과 폐 조직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단봉낙타로부터 검출

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염기서열이 사람의 clade B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99.9%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 외, 2013; Hemida 외, 2014). 단봉낙타와 사람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제, 호흡기 굴성, 인터페론 반응에 주는 영향 등에서 유사한 점이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Chan 외, 2013; Scheuplein 외, 2015).

진단

메르스 감염 진단을 위해서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에서 바이러

스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증식 및 확산, 감염 기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소변 등의 추가적인 검체 채취를 시도할 수 있다(WHO, 2014; ECDC, 2016).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감염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르스 코로나바

이러스 E 단백질(upE) 상부를 표적으로 하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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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PCR)에서 바이러스의 RNA가 발견되어야 하고, 추가로 개방형 해독틀(open 

reading frame, ORF) 1a 혹은 1b를 표적으로 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수행하여 양성

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2차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이 음성으로 나타나더라도 바이러스 RNA

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있다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E 단백질(upE) 검사 양성 결과

와 함께 판단하여 확정된 사례로 진단할 수 있다.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표적 영역은 RNA 의

존성 RNA 중합효소(RNA-dependent RNA polymerase, RdRp)와 N 유전자 영역이다(WHO, 

2014; ECDC, 2016).

표 2-1. 메르스(MERS)	진단법	및	표적	유전자

구    분 진    단    법 표적 병원체 표적 유전자

확인진단법
Real-time RT-PCR MERS-CoV upE/ORF1a/ORF1b/N

Conventional RT-PCR MERS-CoV ORF1b(RdRp)/N

배제진단법

Real-time RT-PCR SARS-CoV ORF1b(RdRp)/N

Real-time RT-PCR HCoV-229E N

Real-time RT-PCR HCoV-OC43 S

Real-time RT-PCR HCoV-NL63 N

Real-time RT-PCR HCoV-HKU1 ORF1a/ORF1b

주.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6종의 Human coronavirus에 대한 진단법 확립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혈청학적 검사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과거 감염(항체 이용)을 조사하고, 효

소면역시험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과 면역형광항체법

(Immunofluorescence assay, IFA) 또는 중화항체(neutralizing antibody)를 이용한다(보건

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3판)). 하지만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결

과는 인체 감염이 가능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HCoV-OC43, HCoV-HKU1, HCoV-NL63, 

HCoV-229E 등)로 인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혈청학적 방법을 통해 

독일과 미국에서의 무증상 감염 사례에 대한 감염을 확진한 사례가 있지만, 혈청학적 방법 단

독으로 메르스 감염을 확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ECDC, 2016).

02
 메

르
스

 특
성

과
 국

제
동

향
 



38    |    2015 메르스	백서

임상적	특성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환자의 대부분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세를 보

이고,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낸다.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이 주요 증상이고,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식욕 부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

이 수반될 수 있다. 메르스 감염의 합병증으로 호흡 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감염 초기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프랑

스에서 보고된 최초의 환자는 초기 증상으로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호흡기 증상이 나

타났다(Mailles 외, 2013; Assiri 외, 2013).

당뇨병, 만성 폐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메르

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질

병관리본부, 2015; ECDC, 2016). 동반감염과 낮은 알부민 농도는 중증감염의 예측변수로 알

려졌다(Saad 외, 2014).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평균 5일 정도이다. 치

명률은 약 40%이며, 나이와 기저 질환 여부 등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한다(질병관리본부, 

2015; ECDC, 2016).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환자 186명의 잠복기가 평균 6.83일이었고, 나이

가 많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KCDC, 

2015).

역학적	특성	

메르스 감염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당뇨병, 신부전, 만성 폐질환, 면역 결핍 

질환 등 기저 질환을 앓는 사람에서 중증의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증상은 1차 감염자

가 2차 감염자보다 더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환자는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전파에 대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

한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되었다.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 간 밀접접

촉에 의한 전파가 보고되었으며(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3판)) 의료 서비스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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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메르스	국내	유입	전까지	발표된	메르스	역학	및	병원	내	감염	관련	주요	논문과	보고서

저      널 연 도 저      자 주요내용

CDC MMWR 2013 CDC
최신(2013년 당시까지)의 역학정보와 환자 평가에 

대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응 지침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3 Assiri A 외
병원 환경에서 메르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

CDC MMWR 2014 Bialek SR 외
미국에서 발생한 2건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조치 

및 메르스 발생에 대한 미국 보건 당국의 대응

Infection and Drug 
Resistance

2014
Al-Tawfiq JA & 
Memish ZA

메르스 환자의 역학적 특징

CDC MMWR 2015 Rha B 외 메르스의 최신 역학적 정보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2015 Kayali G & Peiris M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메르스 감염에 관한 최신 

역학 연구 결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5 Oboho IK 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유행에 대한 원인 및 메르스의 역학적·임상적 

특징

주.  www.pubmed.org에서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epidemiology” or “hospital”로 검색

는 것이 감염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알려졌다(Petersen 외, 2014; Saad 외, 2014; Banik 외, 

2015; Oboho 외, 2015). Chowell 등(2014)은 수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병원 내 전파와 지역사

회에서의 전파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비교하여 병원 내 전파가 지역사회에서의 전파에 비해 4

배 더 높은 수준으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감염의 통제 

조치가 입원 환자에 집중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Chowell 외, 2014).

우리나라에서는 총 16개의 병원에서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중 44.1%는 병원

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이고, 32.8%는 환자를 병간호한 사람, 13.4%는 

의료인이었다. 환자 중 83.2%가 다섯 건의 주요전파사건(Super-Spreading Event, SSE)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었다(질병관리본부, KCDC, 2015).

중동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이 최초로 발생하고 국내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5년 5월 19일까지 메르스 감염의 역학과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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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내	메르스	유행	관련	문헌

저널 연 도 저   자 주요내용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5 Bae JM 한국의 메르스 유행과 관련하여 4차 예방3)의 필요성

Epidemiology and 
Health 

2015 Chang K 외
178번 환자의 메르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역학조사 실시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2015 Cho HW & Chu C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 현황과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5 Cho SI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과 이로부터 얻은 교훈

Eurosurveillance 2015 Cowling B 외
국내 메르스 발생 초기(2015년 6월 15일까지) 메르스 

관련 역학적 정보

Western Pacific 
Surveillance  and 
Response Journal 

2015 Fung ICH 외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생 관련 위기관리의사소통의 

중요성

Western Pacific 
Surveillance and 
Response Journal 

2015 Jansen A 외 한국의 성별에 따른 메르스 발생자 수 차이

Epidemiology and 
Health 

2015 Ki M
병원 간 전파를 중심으로 국내 메르스 발생에 대한 

역학적 고찰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5 Kim DH
메르스 유행을 초래한 국내 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015 Kim SY
국내에서 메르스가 유행하게 된 원인과 감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방향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 

2015 Kim TH & Lee HH
메르스 유행 종료 이후에도 메르스 환자 및 사망

자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대한 추가적 고찰 필요

국내에서도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이후 메르스 발생 현황, 역학적 특성,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감염 및 전파경로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메르스 유입 시점부터 2016년 3

월 24일까지 발표된 국내 메르스 유행 관련 논문은 <표 2-3>과 같다.

3)    4차 예방(Quaternary Prevention) : 과의료화(overmedicalisation)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새로운 의학적 공격(new 

medical invasion)으로부터 보호하며, 윤리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행동(Bentz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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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  
Announcement

2015 Kim YJ 외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Full genome sequencing) 결과

Infection  and 
Chemotherapy

2015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and 
Korean Society 
for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2015년 6월 23일 당시 국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역학적, 임상적 결과

Epidemiology  and 
Health

2015 Lee C & Ki M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역학조사  

시스템과 대중의 준비성 평가 및 보완방안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5 Lee SI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한국의 경험 및 이로부터 도출된 교훈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
Lee SS & 
Wong NS

한국의 메르스 전파 경로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5 Majumder MS 외
국내 메르스 환자 159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고령

자와 기저 질환 환자에게서 사망위험이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

BMC  Medicine 2015 Mizumoto K  외
새로운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메르스로 인한 사망  

위험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메르스로 인한 사망이 

고령, 기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 Mizumoto K  외
메르스의 발현과 사망 사이의 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치명률을 추정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2015 Oh M 외
병원 응급실에서 81명에게 전파한 슈퍼전파사건에  

대한 고찰과 병원 내 감염 방지 노력을 제안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5 Park WB 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효소면역측정

결과를 활용한 혈청학적 반응 동력학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 Petersen  E  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  

유행에 대한 문제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5 Yang JS 외
한국의 최초 메르스 환자와 그의 아내인 두 번째 

환자, 같은 병실에 있던 세 번째 환자에 대한 실험실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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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y and 
Health

2015 Choi JH 외
한국의 메르스 환자 중 전파 경로가 불명확한 119 번째 

환자(35세 남성)의 감염 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역학

조사 결과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2016 Kim OJ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윤리

적인 이슈

Scientific Reports 2016 Kim JI 외
한국 메르스 환자로부터 검출한 메르스 코로나바이

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계통 관계를 

파악함

Japanes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6 Rhee JY 외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한 5명의 메르스 환자의 임상적 

특성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6 Seong MW 외
국내 메르스 유행 초기와 후기에 감염된 환자 4명으로

부터 검출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함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2016 Lee MK 외
메르스 유행 기간 동안 40여 개의 임상실험실에서 

수행한 메르스 관련 시험 결과 정리

주. www.pubmed.org에서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Korea”로 검색(~2016. 3. 24.)

  매개체 - 사람 간 전파

Azhar 등(2014)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낙타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가능성과 그 증거

를 보고하였다. 메르스 감염 환자가 소유한 낙타 중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낸 

검체와 이 메르스 감염 환자의 검체로부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하였고, 메르스 코

로나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메르스 발생 초기, 사람에 감염되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Perera 외, 2013; Cotten 외, 2013a, 2013b). Zumla 등(2015)은 이러한 연구결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기원 동물은 낙타라고 제시하였다. Han 등

(2016)도 메르스 인체 감염은 낙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메르스 코로나바이

러스에 감염된 낙타로부터 얻은 멸균되지 않은 우유, 날고기, 소변(약물로 사용) 등의 섭취로 

인해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지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지

역 근처에서 낙타 농장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낙타와 사람 간 메르스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Abdallah & Faye, 2013; ECD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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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 사람 간 전파

사람-사람 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공기 감염과 접촉매개물로 인한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비말 접촉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Zumla 외, 2015). 메르스 코

로나바이러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과 유

사한 임상적 특성을 보이지만 전파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은 사람 간 전파가 빠르게 발생했지만,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가정과 병원 등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제한된 환경에서 전파가 일어났다(Han 외, 2016).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26

명의 환자와 그들의 가족 280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 내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의 비율은 약 

5% 정도였다(Drosten 외, 2014). 사람-사람 간 메르스 전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메르스 감

염자와 감수성이 있는 개인 사이에 밀접접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제한적으

로 전파가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Zumla 외, 2015). 

  병원 내 전파

사람 간 전파는 대부분 병원 환경에서의 전파와 가족 간 전파를 중심으로 보고되었다

(Memish 외, 2013; Assiri 외, 2013). Assiri 등(2013)은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6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23명의 역학조사를 통해 병원 환경에서 사람-사

람 간 메르스 전파의 위험성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감시 체계와 감염 관리 조치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지역에서 발생한 168명의 메르스 환자 중 49%가 킹

파드 왕립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Drosten 외, 2015).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

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중에서 병원 종사자의 비율은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Mackay & Arden, 2015). 응급실의 과잉 수용과 열악한 환기 시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병원 내 메르스 전파에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Zumla & Hu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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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첫 사례가 정식으로 보고되

었다.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총 1,54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588

명이 사망하였다(ECDC, 2015). 메르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

으로 8,000여 명이 사망한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이 1년 만에 사라진 것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Banik 외, 2015). 

대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다. 중동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중동 지역을 직접 여행

하였거나, 중동 지역을 여행한 환자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ECDC, 2015).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5월 20일 중동 지역 체류 경험이 있는 60대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최

초로 확인된 이후 2015년 7월까지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질병관리본부, KCDC, 2015).

그림	2-1. 전	세계	메르스	전파	현황

자료 ECDC. (2015). Epidemiological updat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CoV), 2015. 9. 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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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미국3)

미국의 첫 메르스 환자는 2014년 5월 1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고되었다. 

이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었다. 환자는 4월 18일부터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4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카고로 들어왔으며, 시카고에서 인디애나로 이동하였다. 인디애나에 도착한지 약 3일 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고, 인디애나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다. 5월 1일 인디애나 보건 

당국은 이 환자의 사례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고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

터(CDC)는 5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하였다.

2014년 5월 11일 플로리다 주에서 두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 환자 역시 40대의 

의료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두 번째 메르스 환자

는 5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이 환자는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열과 오한, 약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증

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보건 당국과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에서 감염 관리 조치를 수

행하였고, 밀접접촉이 있었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노출여부를 확인하

고 건강 상태를 감시하였다. 여기서 밀접접촉자는 1)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병

간호를 한 가족 포함), 유사한 정도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 2)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같이 살거나 방문한 경우도 포함)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CDC)와 지역 보건당국은 비행 중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이 되었을 만한 사람들을 추적하

였다.  

3)  Bialek SR, Allen D, Alvarado-Ramy F, Arthur R, Balajee A, Bell D, et al. (2014). First confirmed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updated information on the epidemiology of MERS-CoV  
 infection, and guidance for the public,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authorities - May 2014.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16;63(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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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4)

영국에서는 2013년 2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5). 메르스 코로나바

이러스(MERS-CoV) 감염자는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하였으며 사우

디아라비아 체류 중에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 환자는 영국으로 귀국한 후 일반의를 방문하였으

며, 이후 약 1개월간 입원하여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를 장

착하고 치료를 받았다.

영국의 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를 정의하고 추적 관

리하였다. 밀접접촉자는 1) 비행기의 동일 열, 앞뒤 2개의 열의 탑승자, 2) 집에서 15분 이상 면

대면 접촉이 있는 사람, 3) 개인 보호 장구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종사자 혹은 개인 

보호 장구 없이 확진 환자 근처에 머문 병원 방문객, 4) 그 외 닫힌 공간에서 15분 이상 면대면 

접촉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보건 당국은 밀접접촉자가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

부터 10일 이상을 추적하였으며, 2차 감염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 감염자의 접촉자들에 대한 

추적도 수행하였다. 두 명의 2차 감염환자는 최초 확진환자의 가족이었다. 2차 감염환자 중 한 

명은 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였다.

  프랑스6)

프랑스에서는 2013년 5월에 최초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였고, 첫 번째 환자는 아랍에미리

트 여행 경험이 있었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자 증상 발현 후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착

수되었고, 함께 여행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접촉자를 추적하여 같은 병실

의 2차 감염자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123명의 조사 대상 접촉자 중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

지 않았다. 2차 감염자로 확인된 39명의 접촉자를 10일간 추적하였고,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

지 않았다. 역학조사의 주요 목적은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사람-사람 간 

4)   Health Protection Agency (HPA). (2013). UK Novel Coronavirus Investigation team. Evidence of person-to-person transmission  
 within a family cluster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s, United Kingdom, February 2013. Eurosurveillance. 18(11).

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로 명명되기 전이다.

6)  Mailles A, Blanckaert K, Chaud P, van der Werf S, Lina B, Caro V, et al. (2013). The investigation team. First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s in France, investig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France, May 2013. Eurosurveillance.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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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막기 위함이며, 여행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

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최초 감염자는 64세 남성으로 신장이식수술 경험이 있었다. 환자는 아랍에미리트

를 여행하고 4월 17일에 귀국하였으며 귀국한지 5일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 환자의 특이한 

점은 증상 발현 초기에 호흡기 증상 없이 설사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자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

았다. 이 환자는 5월 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5

월 28일에 사망하였다.

두 번째 메르스 감염 환자는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2013년 4월 26일부터 3일 동안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퇴원 후 약 열

흘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 환자는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발현 후 3일 만

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자 프랑스 보건 당국은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 지침(2013. 3.)7)에 따

라 방역조치를 수행하였다. 두 건의 확진 사례는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 각각 5월 8일과 12

일에 보고되었다. 또한 최초 확진 환자의 여행 동행자, 병원 입원 당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접촉자 123명을 추적하였고, 2차 감염자의 접촉자 39명에 대한 추적도 실시하였다. 접촉

자 관리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추적이 시작

되는데, ‘접촉자’는 1) 개인 보호 장구 없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 2) 동일 병실 입원 환자, 3) 동거인, 4)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 후 각종 활동을 공유한 사

람들로 정의되었다. 모든 접촉자는 10일8)간 추적관찰을 하고, 하루에 2회 체온 측정을 비롯

하여 질병관리연구소(Institut De Veille Sanitaire, InVS) 혹은 지역역학관리팀(Les Cellules 

interrégionales d'épidémiologie, CIRE)에서 매일 확인 전화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병원의 감염 관리팀에서 관리한다. 여행 후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행자도 조

사대상에 포함되며, 여행 중 증상이 발현된 감염자의 동행자는 접촉자로 구분되어 관리되었

다.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중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감염의 원인을 파악하

였다. 

7)   HCSO. (2013).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suspected MERS-CoV. Paris:HCSP; 19 Mar 2013.
8)   당시 최대 잠복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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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9)

이탈리아에서는 2013년 5월 31일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 최초의 메르스 

환자는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으로 요르단에서 귀국한 후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접촉

자 추적을 통하여 2명의 2차 감염자를 확인하였는데 한 명은 가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동료

였으며 이들은 중동 지역 여행 경험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메르스 확진 환자는 2013년 5월 25일 요르단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오

는 중 증상이 발현되었고 3일 후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환자의 주요 증상은 고

열과 기침, 호흡 곤란이었으며 5월 29일 의사가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여 검사를 실시했다. 

이탈리아 보건 당국은 영국에서 발행한 지침10)에 따라 감염 관리조치를 취하였다. 환자는 음

압격리병상으로 옮겨졌으며, 진료하는 의료 제공자들은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착용하였다.

이 지침의 밀접접촉자 정의에 따라 115명의 밀접접촉자를 추적하였고, 두 개 병원의 의료

진, 응급실 방문 당시 함께 있었던 환자들, 가족들, 같은 비행기의 탑승객, 직장 동료들이 밀

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추적·관리 되었다.  

 그리스11)

그리스에서는 2014년 4월 18일에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확진 환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거주하며 제다 지역의 의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환자는 귀국 후 

발열과 설사 증세가 있었고, 입원 후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직후 접촉자 추적을 수행하였다. 접촉자 추적은 

영국에서 발행한 지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1) 비행기, 2) 비행기 착륙 후 병원 입원 전까지 

체류 기간, 3) 병원 입원 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접촉자들은 전화로 그들의 증상에 관해 

9)   Puzelli S, Azzi A, Santini MG, Di Martino A, Facchini M, Castrucci MR, et al. (2013). Investigation of an imported cas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fection in Florence, Italy, May to June 2013. Eurosurveillance. 18(34).

10)  Public Health England (PHE). (2013). Infection control advic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control advice: possible or confirmed MERS-CoV cases: Version 2.0, 28 June 2013. London:PHE.

11)  Tsiodras S, Baka A, Mentis A, Iliopoulos D, Dedoukou X, Papamavrou G, et al. (2014). A case of import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fection and public health response, Greece, April 2014. Eurosurveillance.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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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마지막 노출로부터 14일간 지속하였다. 접촉자 73명에 대한 

추적이 이뤄졌고, 4월 22일까지 2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스 보건 당국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4월 19일에 조기 발견과 대응에 관해 

개정된 지침을 그리스 전국 병원에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지침에 근거한 환자 분류 방법을 

모든 병원에 권고하였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위험 지역 여행

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항공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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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르스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52    |    2015 메르스 백서

요약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정

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메르스 대응을 총괄하였다. 하지만 

메르스 유행이 예상과 달리 지속해서 확산되면서 대응 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역학조사 과정을 재검토하고 대응 매뉴

얼과 각종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는 병원 내 감염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가들로 

즉각대응팀을 조직하였으며, 즉각대응팀은 병원 내 감염 전파를 최우선으로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권고하였다. 또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시도에 민간역학조사지원

단을 구성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였다. 범정부메르스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맡았으며,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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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 메르스 대응 조직과 운영 체계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 남자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되었

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감염병 위기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중앙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휘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그림 3-1-1). 

그림 3-1-1.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도

전문자문위원회

행정지원팀

상황실설치지원

총무과장

역학조사 /

환자관리팀

역학조사과장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

의료자원 관리팀

공중보건

위기대응과장

정보관리팀

감염병 감시과장

(검역지원과장)

검  사  팀

호흡기

바이러스과장

총  괄  팀

공중보건 위기대응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실무추진실장

감염병관리센터장

•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서 및  

사례조사서 개발

• 역학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

•[환자관리]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운영  

• 개인보호장구 수급 

지원 및 관리 

•  국내·외 감염병 정보 

입수·관리

•   질병 감시망 운영

•  [검역소 운영 지원]

•  [기내 접촉자 추적  

조사 지원]

• 진단법 확립

• 검체 접수관리

• 진단시약 등 지원 

• 검사결과 분석 및 취합

• 병원체 특성분석 

•방역 기획·총괄

• 일일상황보고,  

보도자료 배포

•자문기구 운영

• 대국민·의료인 교육

•홍보자료 개발·보급

• [대외협력] 

•[언론보도 관리·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출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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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은 1차 감염병 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으며, 공

중보건위기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중

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및 관리 지침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유선으로 개최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메르스 첫 확진환자의 가족과 평택성모병원의 의료진 및 접촉자에 대

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동지역 입국자 전수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국

립보건연구원에 전담 검사반을 가동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일

정을 마치고 귀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일주일 만에 확진환자는 7명, 격리대상자 수는 61명으로 급증하였

고, 방역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15. 5. 28. 기준). 당초 중앙방역

대책본부가 예측한 것보다 메르스 유행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으며, 방역조치에 문제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 중심으로 2015년 5월 28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를 개

최하였고, 논의 결과 방역대책본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본부장

은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았으나, 메르스 유행이 확산되면서 5일 만에 장관으로 격

상되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일지(’15. 6. 4.)에 의하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본부장 밑에 부본

부장, 민관합동대책반, 총괄반을 두었다. 총괄반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담

당하였으며, 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인력, 예산 및 대외협력지원반을 두었다. 총괄반 밑에는 

5개 반 14팀이 구성되었다(그림 3-1-2).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15년 6월 4일 오전 2차 감염병 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경기도 부지사와 관계자 및 감염

병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평택성모병원 정보 공개를 포함한 

방역조치를 논의하였다. 감염병 위기 단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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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조직도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검역·방역)반 대외홍보반

시설관리팀

•시설격리를 위한 자원 동원

• 유관 기관 관리 및 협조 

(대외협력)

• 비상 근무 계획 수립

•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관리

격리시설관리팀

• 국가 및 지자체 격리병상  

관리

검역관리팀

• 비상방역·검역체계 관리 

-  중동지역 출·입국자  

 홍보자료 배포, 예방교육

긴급지원팀

•유족 장례 지원

•긴급지원 검토

홍보전략팀

•홍보 전략 수립

• 보도자료 작성

홍보팀

•대국민 홍보

• 신문 및 인터넷기사  

모니터링 및 대응

국민소통팀

•언론대응(인터뷰)

•민원대응(대면, 사이버)

• 콜센터 협조(건보, 심평원  

포함)

현장상황관리팀

• 장차관님 지시사항 관리

접촉자총괄관리팀

• 접촉자 현황 파악, 관련계  

관리

역학조사팀

•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 결과 분석

현장관리팀

• 자가격리 실태 현장 점검

진단검사팀

•의심환자 진단 검사

•중앙역학조사관 12명

총괄팀 

•기획총괄반장 보좌

기획팀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국회 대응

•국제협조(CDC, WHO 등)

•법령 등 제도개선

•자문기구 운영

상황총괄팀 

•질병관리본부 총괄

•정보 및 통계 총괄

•국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

• 상황보고 

- 일일상황점검 회의 주관  

- 유관기관 상황 전파

본부장 : 장관

부본부장 : 차관민관합동대책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

반장 : 기획조정실장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반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질병관리본부장

 총괄반

주  2015년 6월 2일 기준 조직도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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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종합대응TF와 즉각대응팀

메르스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전환되었지만, 정부 내부

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5월 31일 메

르스 민관합동대책반(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구성하였고, 민관

합동대책반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7개 학회에 소속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민관합동대책반은 의료기관용 감염관리,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지침 개발을 담당하였다.  

메르스로 인한 병원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관종합대응TF가 

2015년 6월 4일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차관)과 대한감염병학회 이사장이 민관종합대응

TF 공동위원장이 되어 메르스 대응 전반에 대해서 민관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첫 민

관종합대응TF회의에서는 서울, 대전, 경기도 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집중 관리를 

논의하였다. 

대통령 지시로 즉각대응팀이 조직되었으며, 감염병 전문가(감염내과 의사와 감염관리 간호사 

중심)로 총 17명이 참여하였다(’15. 6. 8.). 즉각대응팀의 역할은 특정 병원의 감염 확산을 최우선

으로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 혹은 권고하는 것이었다. 역학조사 이후 집중관리병원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담당하여 병원 현장의 방역조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하였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준비 추가 협조 요청’ 문서 발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최초 역학조사 실시 및 필요 행정조치가 현장에서 즉각 시행되도록 

즉각대응팀을 별도로 구성(6. 8.)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별도의 즉각대응팀을 구성·운영하시고 그 결과를 

대책본부 구성 현황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  대통령 지시로 질병 전파 양상에 따른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지원 조치를 위해 감염병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주요 역할 | 특정 병원의 감염 확산을 최우선으로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

 특히 주요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현장에서 지연되는 조치들에 대한 즉각적 문제 해결 

즉각대응팀

출처   보건복지부 공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28). (2015. 6. 10.).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준비 추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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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국내 메르스 유입 이후 환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원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맡았으며,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였다(그림 3-1-3).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장의 임무는 첫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사항을 

지원하며, 둘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을 조정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사항 및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림 3-1-3.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상황총괄팀

•구성 : 국민안전처(5명)

- 일일상황보고 

- 각 통계 및 현황파악

-  환자 이송 체계 가동  

 지원

-   복지부, 지자체 협조 

  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협조

-   애로 건의 사항 파악  

 지원 

-   홍보지원

현장대응지원팀

•구성 : 각 부처(9명)

-   각 부처 협조 요청· 

 조치 사항 파악

-   재난 관리 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 자원 파악

-  필요인력 및 시설지원  

 파악

중앙·지역협력팀

•구성 :  행자부(2명),  

 시도(5명)

-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지원

-  1:1 전담 관리제 실태 

 점검 등

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

부본부장

(차 관)

총괄조정관

(재난관리실장)

반장

(재난대응정책관)

상황총괄팀(5명)

(팀장 : 사회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지원팀(9명)

(팀장 : 복지부파견관)

중앙·지역협력팀

(7명)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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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역학조사지원단 

메르스 유행이 다수 의료기관 및 지역으로 퍼짐에 따라 중앙 역학조사관만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역학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팀)은 대한예방의학회 산하에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을 두고, 시

도 단위로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보고서

에 의하면 2015년 5월 29일부터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사업이 시작되었고, 본격적 활동은 

6월부터 이루어졌다.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유행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조직을 더욱 

확장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관리반 역학조사, 진단검사 및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기획총괄, 접촉자모니터링, 병원 집중관리, 접촉자 

모니터링, 자원관리와 대외홍보팀 등을 포함한 전반적 대응을 담당하였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을 지원하였다. 메르스 대응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연락관을 파견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조직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산하기관 직원 190명 정도가 

발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15. 6. 26.),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소속되지 않고 관련 업무

를 수행한 경우(예 : 국제협력 업무)까지 포함하면 대응에 참여한 인원은 250명 규모로 추정된다.  

             

즉각대응팀 운영 체계 강화 

민관종합대응TF에서 즉각대응팀 운영에 관한 내용도 분명해졌다. 메르스 통합행정지침(’15. 

6. 15. 기준)에 의하면 즉각대응팀은 메르스 감염 전파 확산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각 대응을 총괄 지휘하였다. 또한 긴급 대응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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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감염원, 감염력, 노출 기간, 접촉자의 범위, 격리 구역의 설정, 환경오염의 평가, 감염관리 

수준 평가 등

대응권고 |  원내 환자, 보호자, 직원 등 관리 전략, 원 내외 접촉자 관리 전략, 원내 방문객 관리 전략, 

원내 환경 소독, 감염 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 병원 폐쇄(외래, 입원, 응급실), 병동 격리 등

총괄지휘 | 후속 조치를 위한 즉각이행팀 지원 요청

이루어지도록 즉각대응팀 업무는 ‘先 구두보고 後 서류보고’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각대응팀이 

의료기관 현장에서 담당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즉각대응팀이 병원감염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행정적 권한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하

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즉각이행팀을 운영하였다. 즉각이행팀은 즉각대응팀의

‘현장  점검 보고서’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즉각적 후속 조치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

였다. 즉각이행팀은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인력 등 자원 협력을 요청하였고, 가능

하면 즉각대응팀과 동시에 출동하였다. 중앙에서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을 급파하면 시도, 

시·군·구 및 해당 의료기관 책임자들이 협조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국가적 수준 민관협력대응체계의 전면 가동 

메르스 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수준은 ‘주의’지만 대응은 ‘심각’단계로 진행되었다. 국무

총리 대행이 2015년 6월 9일부터 메르스 대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대책회의를 주관하

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조직이 정비되고 민관종합대응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메

르스 대응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민관협력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메르스 대응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민간협력대응체계 구성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3-1-4).

•�범정부대책회의�: 국무총리(대행)가 주관하였으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및 즉각대응팀 추진 사항을 매일 점검하였으며 정책 방향을 판단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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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중앙 메르스 민관협력대응체계

메르스 대응정책 조정

(국무총리)

* 일일상황점검회의

시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

(시도지사)

중앙 즉각대응팀

(차관, 감염전문가)

중앙 즉각이행팀

시도 즉각대응팀

시도 즉각이행팀

【 즉각대응팀 】

범정부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국민안전처 장관)

- 범정부 메르스 현장지원단

민관종합대응 TF
- 민관합동대책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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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포함 10개 부처

가 참여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메르스 관련 정부 실무대응

을 총괄하였다. 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정보 분석, 기획과 방역업무(검역, 역학조사, 진

단검사, 집중병원관리, 접촉자 모니터링, 의료자원 관리) 및 위기소통을 담당하였다.  

•�민관종합대응TF�: 중앙메르스대책관리본부의 정책 결정 방향 설정 및 평가와 함께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한 상황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였다. 

•�즉각대응팀�: 집중관리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감염관리를 지도하였고, 병원폐쇄와 같은 방

역조치에 필요한 권고를 하였다. 즉각대응팀은 병원 현장 컨트롤타워에서 중심적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즉각이행팀은 방역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수행하였다.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국민안전처를 포함하여 10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중앙메르

스관리대책본부 협조 요청 사항을 지원하였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각 부처 역할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12)

•�시도�메르스관리대책본부�: 시도 대책을 총괄하였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협조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내 역학조사, 접촉환자 관리, 환자관리, 의료자원과 인력 지원을 

담당하였다. 중앙처럼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후기 대응 및 복구단계(2015. 7.28. ~ 2015. 12. 23.) 

후속조치 추진현황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이제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는 없다” 는 

의견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후속 조치 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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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부 회의 자료 : 메르스(MERS) 감염병 위기 평가 회의 (2015. 11. 27.)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TF, 손실보상TF 중심으로 재편되었

으며,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국민안전처에서 상황관리 기능만을 가지고 사실상 해산하였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주요 기능은 2015년 8월 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 이관

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에 대한 관리와 중동 입국환자 검역 등의 

업무를 지속하였다. 공중보건위기대응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과 메르스 환자 퇴원 후 

관리 및 치료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호흡기바이러스과는 수탁 검사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메르스 검사 비용을 정산하였으며 감염병 관리과는 메르스 109 핫 라인 업무를 인계받았다.  

메르스 후속조치TF는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행하였으며 국

가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2015년 9월 1일에 발표하였다.  

메르스 후속조치TF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자는 물론 전체 국민이 

감당한 고통과 불편을 완화하고 메르스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고자 이후에도 다양한 업무

를 추진하였으며, 「2015 메르스 백서」 작성도 이 업무에 포함되었다.  

위기단계 조정 및 유행 종료 선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2015년 11월 27일 3차 감염병 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하

였다(감염전문가,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참석). 이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메르스의 추가적 감염 우려가 사라졌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12

월 1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유행 종료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은 마지막 양성 환자 완치(24시간 간격으로 2회 바이러

스 음성 확인)나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8일 지나야 한다. 그런데 완치 판정 후 퇴원하였던 80 번

째 환자가 10월 12일 메르스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0월 26일 한국-WHO 간 메르스 관련 상

황 점검 회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이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었다.13) 

그러나 정부는 80 번째 환자의 감염력이 낮지만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을 반복적

으로 보여서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에 신중을 기하였다. 환자가 11월 25일 사망한 후, 세계보건

기구(WHO) 기준을 적용하여 12월 23일 자정에 종료를 선언하였다. 메르스 유행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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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대응 체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4일 서울시장의 대국민 발표에서 35 번째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 문제와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 갈등이 있음이 드러났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메르스 대응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5년 

6월 7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시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관을 중

앙메르스대책본부로 파견하였다. 

표 3-1-1.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에 따른 조치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대책본부
보건복지부 : 메르스 상황실 운영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통합

감시체계 가동 메르스 등 전수 감시체계 가동 현행 유지 

검역 메르스 관련 중동발 / 항공편 게이트 검역 현행 유지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예정대로 한국에서 메르스 전파 종료(Transmission END) 선언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이후, 한국 내 새로운 전파나 신환이 없어 메르스는 더 이상 국내·외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80 번째 환자가 매우 특별한 사례지만 한국의 다양한 검사와 조사 결과 감염력이 

지극히(extremely) 낮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예정대로 한국의 메르스 전파 종료 선언이 가능함.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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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기존의 행정 체계와 실무 협의체, 

협력관을 통해서 연계하였다. 중앙은 메르스 대응을 총괄 지휘하면서 대응에 필요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메르스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 접수

자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로 배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접수 대상자에 대해 모니터링

을 하였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검체 채취, 격리시설과 음압격리병상으로의 환자 이송 등

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상황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등에 보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메르스 유행 상황에 따라 시도 방역대책본부를 조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보건소를 통해서 모든 메르스 접촉자를 찾아 증상이 있을 경우 격

리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 후 검체를 진단기관에 보냈고 

모든 접촉자에 대한 실제 관리를 담당하였다. 보건소에서는 밀접접촉자(자가 격리)와 능동감

시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주민신고를 위해 콜 센터를 가동하였으며 환자나 의심자 이동 시 119 구급차를 지원하였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질서 유지가 필요하면 경찰 동행 등 유관 부서의 협조를 확보하였다. 또

한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 감염 관리를 총괄하였고, 해

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하여 의심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이송을 담당하

였다. 그리고 격리 대상자가 격리로 인해 생계 곤란이 생기면 중앙정부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

을 하였다. 격리자 중 출입국 금지 대상 선정, 학생, 군인 등 격리자 관리를 위한 연락처, 인적

사항 등 현장수집 자료를 확보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방역조직을 꾸려 대응하였으며, 중앙

정부와 동일하게 방역조직이 지속해서 확대되었으며 대책본부장이 격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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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도 메르스 대응 백서(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5) 서울시 메르스 대응 백서(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6)  충청남도 메르스 대응 백서(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경기도14)

경기도는 메르스 대응을 위해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꾸렸다(그림 3-1-5). 경기도는 국내 첫 

광역단체 감염병 전문기구로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를 두고 있었는데 메르스 대응에서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하였다.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대응에서 담당한 역할은 1) 메르스 핫라

인 운영, 2) 컨트롤타워인 의료위원회 지원, 3) 격리병상과 의료진 파견 조정, 4) 성빈센트병원 역

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5) 환자치료에 관한 진료제공체계 구축 지원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메르스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민관 합동의료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경

기도의료원)수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중점치료센터로 하였고 대형 민간 의료기관 36개

와 도립병원 5개를 묶어 외래 지역 거점병원으로 하였다.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의료위원회를 운

영하였으며, 의료위원회는 환자치료를 위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였다.

● 서울시15)

서울시는 5월 20일 보건기획관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가 5

월 29일부터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이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그림 3-1-6). 서울시 방역대책본부는 자치구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치구에서도 대책본부를 꾸렸다. 서울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 있었으며 의료 전문가

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방역대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중심으로 선

별진료소를 운영하였으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서는 확진환자 치료, 서북병원에서 의심환

자와 노출자 진료를 담당하였다. 민간 의료기관들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 충청남도16)

충청남도는 5월 22일 지역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환자와 격리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6월 4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전환하였다(그림 3-1-

7).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현장상황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였다. 현장상황협의체에는 

도 역학조사관, 시군통제관(보건소장), 소방서장, 경찰서장과 의료기관장이 참여하였고, 전체 

상황에 대한 조정은 복지보건국장이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역학조사 시작단계부터 현장에 투

입하여 병원과 환자 통제 중에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역학조사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해서 민관합동 역학조사팀도 가동되었다(그림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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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경기도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조직도

메르스 대응반(반장 : 보건정책과장) 메르스 지원반(반장 : 기획담당관)

통제관(보건복지국장)대변인(대민 홍보) 안전기획관(재난지원)

메르스 총괄팀(감염관리팀장) 4명

- 상황총괄 핫라인 운영

- 환자관리 모니터링

- 개인보호구 관리

- 민간자원조사 동원

역학조사팀(도역학조사관) 2명

- 환자발생 및 역학 조사

- 환자사례 조사·조치

- 보건소 사례 조사 지도

진단검사팀(보건연구부장) 11명

- 환자 검사 및 진단

- 실험실 감시체게 운영

홍보팀(소통담당관) 1명

-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 등

- 언론 대응 지원

의료 자원팀(건강증진과장) 2명

- 공공 / 민간병원 병상 자원관리

- 공공병원 진료 및 격리 치료

- 민간 격리 병상 배정

- 거점병원 관리

행정지원팀(기획팀장) 2명

- 대량환자 발생 시 인력 지원

- 사태 수습 재정 지원

- 유관기관 협조 및 기획업무

후송지원팀(재난 대응 과장) 2명

- 보건소 및 119구급대 현황 관리

- 대량환자 발생 시 후송지원

- 검체 이송 지원

긴급 생계 장례 지원

(무한돌봄 복지과장) 2명

- 생계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장례지원 업무

콜센터

감염병 관리본부(본부장) 6명

- 도민 민원 상담 및 콜센터 관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자문 업무

- 민간인 자문단 운영

경기도 메르스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사회통합부지사)

출처  경기도. (2015) 경기도 메르스 백서 : 메르스 인사이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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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조직도

대책본부장(시장)

대책부본부장(행정1부시장)

상황실장(기획조정실장)

• 상황실 총괄 및  

일일상황 보고

•비상연락망 운영

• 미해결 민원 해결

• 시민불편사항 접수 

및 적극적인 해소

• 120 콜센터를 활용한 

상담 총괄

•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사례별 심층 상담

소상공인

민생지원반

역학

조사반

병원

대책반

가택

격리반

시설

격리반

이송

지원반
검사반

보건소

지원반

물품

지원반

•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확진환자

등 역학 

조사

• 감염확산  

우려 병원  

관리실태  

파악

• 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가택

격리자  

1:1 관리

• 시설격리자

에 대한  

총괄 관리

• 시설격리가 

가능한  

시설 확보

운영

•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하여 

환자· 

검체 등  

이송총괄

•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검사  

총괄

• 검사인력  

및 설비 등  

추가확보

• 보건소  

요청사항에 

대한  

지휘 총괄

• 전체필요 

물품에  

대한 지원 

총괄

• 물품구입

예산 확보  

및 정산

상황총괄반 시민소통반 메르스 상담콜센터시민불편해소반

복지건강본부장

행정국장

비상기회관

평생교육정책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출처  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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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충청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구성도

메르스대책본부장(도지사)

총괄팀

(저출산·
고령화과장)

역학조사팀

(손순혁 팀장)

역추적팀

(김범수 팀장)

진단검사팀

(보건연구 
부장)

의료지원팀

(식의약과장)

• 도내발생 
상황 관리

• 대책회의  
개최

• 대응상황 
보고서  
작성 총괄

• 신규 환자 
역학조사

• 환자사례 
조사, 관리

• 기 발생  
환자 이력  
추적, 조사
(트리관리)

• 환자 검사 
진단

• 실험실 감시 
체계 운영

• 공공병원 
진료/격리 
치료

• 격리병상 
관리

대외협력팀

(정책기획관)

• 정부, 타시도 
상황관리

• 현안사항  
검토대응

• 유관기관  
협조

•여론(행정팀)

격리자 

관리지원팀

(안전총괄과장)

• 가격리자 
관리지원

•현장점검

후송지원팀

(소방행정 
과장)

• 다수환자 
발생시  
후송 지원

• 검체이송 
지원

홍보팀

(홍보협력관)

•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 등

• 언론대응 
지원

메르스대응반(통제관 : 복지보건국장)

부본부장(행정부지사) 대변인

상황총괄반(통제관 : 자치행정국장)

그림 3-1-8. 충청남도 현장상황협의체

대책본부장(시장)

보건소장

중앙 역학조사반 도 역학조사반 시·군 통제관 소방서장 경찰서장 해당 의료기관장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 간의 기록. p. 82.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 간의 기록.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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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천안충무병원, 당진종합병원, 논산백제병원, 부여건양대병원,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

18) 대전광역시 메르스 대응 백서(2016)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9)  최종 59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전체 집중관리병원(16개 의료기관) 중 두 곳(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니었다.

충청남도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력

을 기울였으며, 무단 이탈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충남 광역 경찰수사대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였고 격리자 ‘1대1’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경찰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이송을 위해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격

리)병상)과 도내 지방의료원(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지방의료원에 격리병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진료 역량(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전

문의)이 부족하여 긴급히 간이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진료 인력을 파견하였다. 선별진료소

는 보건소와 의료원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에 설치하였다고 한다.17)

● 대전광역시18)

대전광역시에서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메르스대책본부를 편성하였으며 본부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였다(그림 3-1-9). 대전광역시 메르스대책본부는 메르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 수준으로 대응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이동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

료진은 물론 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을 묶는 전국 최초의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다. 자가 격리

자 1,046명에 대한 1:1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메르스 환자 발생병원 방문자 신고접수를 통

해 철저히 관리하였다.

의료기관의 대응체계 :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에 따라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였다. 전담 의료

기관에는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19)’(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

료병원, 집중관리병원)이 있었다. 여기서는 메르스 유행 당시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대응 조직과 운영 체계를 다루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메

르스 대응 백서(2015)에 기반을 두고 작성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15년 6월 4일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메르스 확

진환자에 대한 집중진료, 메르스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거점 의료기관 지원, 전국 메르스 

거점의료기관 진료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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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대전광역시 메르스 대책본부 조직도

본부장(시장)

부본부장(행정부지사)

대응총괄(보건복지여성국장)

출처  대전광역시. (2016). 대전광역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백서. p. 66.

민관합동지원반

(본부장+민간위원)

대책지원반 관련 실·국장

(기획, 자치, 소방, 공보, 재난)

실무지원(보건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3명) 민간역학조사반(8명)

상황관리팀(2명)

• 대응방안 마련

• 일일 상황파악

• 상황판 관리

• 격리시설 확보(국공립 교육원, 
연수원 등)

병원관리팀(4명)

• 격리병상확보

• 의료정보 입수 및 관리

• 의약단체 업무 협조지원

• 의료기관 홍보

• 구급차 확보

• 질병감시망 운영 

행정지원팀(2명)

• 유관기관(부서) 협조 및 대응

• 각종 물품구입 및 관리

• 회의자료 작성

• 기타 행정지원 

총괄대응팀(3명)

• 대책기획 총괄

• 일일상황보고

• 회의준비

• 각종 보고사항

• 대시민 홍보(보도자료/대응)

병원관리팀(4명)

• 환자관리(이송)

• 접촉자 관리

• 역학조사(8명)

• 중앙조사협력

• 검체, 시약, 검사결과 관리

• Hot Line관리

• 유증상자 관리 

행정지원팀(2명)

• 의료자원 확보 및 지원 관리
(간호인력 등)

• 콜센타, 홈페이지 신고 환자
접수 및 조치

• 각종 시민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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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직후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사전에 위기대응단을 구

성하고 있어서 긴급 전환이 가능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 대책본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

직과 다른 점은 안전관리 TF가 포함된 것인데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및 환자에 대한 안전 관리

와 시설 및 보호장구 등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였다(그림 3-1-10). 

국립중앙의료원은 5월 20일부터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약 70일간 확진환자 30명과 

의심환자 29명을 진료하였다. 감염내과와 호흡기센터를 중심으로 50여 명의 의료진이 다학

제 팀을 구성해서 치료를 담당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2003), 신종인플루엔자(2009)는 물론 2014년 에볼라 의심환

자를 진료한 이후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탈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였고 관련 동영

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그 결과 메르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감염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선별진료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격리병상,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과 같은 진료 자원을 조사하였다. 둘째, 「중중 메르스 환

자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메르스 감염 증상의 심각성을 반영한 6단계의 분류 체계를 개발

하였다. 또한 메르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중증 치료병원과 경증 치료병원으로 구분해서 보내

는 전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셋째, 지역거점 병원 또는 요청하는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과 방

역물품 및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등의 자원을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실무 대응 지침을 제작하였다.  

군의 대응체계20)

군은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자체 상황대책반을 편성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군내 첫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후 본격적인 메르스 상황대책반을 운영하였다. 특히 국군의무

사령부 메르스 상황대책반은 24시간 국내 및 군내 메르스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일일 2회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최신의 메르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적시적인 조치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20) 국방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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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비상대책본부 조직도

재난응급 의료상황실

감염병 교육훈련센터

감염성 질환연구센터

시설부

계약부

물품부

원무부

인사부

행정

지원부

진료상담

지원부

교육

수련부

확진

진료부

중환자

진료부

선별

진료부

간호

행정부

외래 및

물품부

병동

관리부

백서

제작부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2015). 2015 메르스 비상대응 백서. p. 57.

MERS 비상대책본부

MERS 위기대응센터 안전괸리 TF

지침개발 TF

홍보팀

정보팀

감염관리팀

재정기획팀

거점병원 지원팀

NMC 상황실

기획반

기획부 재정부 기록부
기획

지원부

행정반의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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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감염자는 1명, 접촉으로 인한 격리 대상자는 3,000여 명이었다. 국군대전병원에 군내 

접촉 격리자 68명, 민간환자 141명에 대해 입원 격리를 실시하였다. 국군고양병원도 군 입원

환자를 다른 군병원으로 소개하고 해당 병원의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대정부 의료지원인력을 

편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대전대청병

원 등 6개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54명을 파견하였다.

총평

메르스 감염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조직과 협력체계 운영 과정

을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방역체계 자체가 부실하여 사전 대비가 충실하지 못

했으며, 초기 대응 실패로 지휘체계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정

부 조직 내에 들어와서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과 사전 준비가 부족했으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응체계가 확대·개편

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가 복잡했고 조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

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의 신속성, 명료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 민간병원 간에 정보공유와 업무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실제 메르스 대응 간에 괴리가 있었으며, 향후 질병별로 위기 단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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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메르스 대책본부’ 3개 동시에 가동… 컨트롤타워 아직도 ‘혼선’21)

-  현재 정부의 메르스 관련 기구는 공식적으로 3개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汎)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산하‘민관(民官) 종합대응TF’...(중략)…여기에 8일 

민간 전문가들만 따로 모은 ‘즉각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했음. 직제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업무 기능·

권한이 중복되거나 분산돼 관계 부처 직원들조차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할 

정도임.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메르스 사태가 퍼지면서 정부 내 대응 조직이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간합동

대책반, 국민안전처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즉각대응팀 TF 등 산발적·개별적으로 구성

되어 컨트롤타워 간 기능 중복, 운영 부실, 업무 혼선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위기(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계(3단계)’ 수준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운용하여, 메르스 방역을 위한 자원 동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방역 참여 주체의 

활동 권한 및 의무 등에 혼선이 빚어짐.(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 2015, p. 178-202.)

⊙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다 5화 : 사건으로 끝날 일이 사태가 되어버린 메르스22)

-  제 생각은 질본은 5월 29일에 아웃(out)하고 복지부가 인(in)한 것은 6월 7일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새로 구성한 지휘 체계가 작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음.

⊙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부적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구성, 방역 대책 

수립 및 조정 체계 등 협조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감사원, 2016, p. 80-8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이행관리 부적절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제 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중 감염병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분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21개 항목 중 적게는 4개 

항목, 많게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립됨.

-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화 하는 과제는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직개편 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없었음.(감사원, 2016, p. 206-208.) 

21)  정시행. (2015. 6. 9.) 메르스 대책본부 3개 동시에 가동… 컨트롤타워 아직도 혼선.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   
 html_dir/2015/06/09/2015'0609'00263.html에서 2016년 3월 4일 인출

22)   다음 스토리펀딩. (2015. 12. 2).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다 5화 : 사건으로 끝날 일이 사태가 되어버린 메르스 http://stroryfuding. 
 daum.net/ episode/2696 에서 2016년 3월 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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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립검역소에서는 중동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탑승

자를 대상으로 주기장(駐機場)23) 게이트 검역 및 출입국자 홍보 강화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입국

자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 안내 문자 전송 등 개별 입국자들의 검역 신고 독려를 위한 활동과 더

불어 의료계에서 적극적인 의심환자 사례 신고를 위해 요청한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여, 감시 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가 중국에서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된 건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메르스의 해외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격리 대상

자에 대한 출국을 규제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해외 전파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2.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2012년 9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 환자 발생 첫 보고 이

후 지속적인 환자 증가와 중동지역 외 타국으로 해외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3년 5월부터 메르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였다.24) 중동지역 입국자들에 대

해 발열 감시 및 건강 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입

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

보를 강화하였다.24) 또한 여행객들이 메르스에 대한 감염병 인지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메르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검역지원팀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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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공항 내 모니터를 통한 홍보 안내 화면

23)      비행기, 중기(重機) 따위를 세워 두는 곳

24)      ’14. 6. 13. 기준 메르스 발생 국가는 21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튀니지, 알제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이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제 1판)

25)  에볼라 검역 준비 강화를 위해 2014년 6월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가 전수 징구에서 자진 신고로 전환되었다(감사

원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p. 34).
26)       2014년 3월~7월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한 시기였다.

스 발생국 출국자에 대해 메르스 예방 관련 리플릿(한국어), 홍보 물품 등을 배포하였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이 확인된 후 전국 13개 국립검역소는 중동지

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다.25) 특히 중동지역 방문자가 주로 입국하는 국립인천공

항검역소의 경우 주기장 게이트에서 밀착 발열 감시 및 입국자 전수에 대한 개별 체온 측정, 

건강 상태 질문서 징구 등을 실시하는 특별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였다. 중동지역에서 입국하

는 항공기는 하루 평균 4대이였으며 발항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카타르의 도하였다. 일일 평균 1,000명에서 1,500명의 입국자(환승객 

포함)가 동 항공기를 통해서 입국하고 있었으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메르스 환자 발

생이 증가하는 시기26)여서 이들 입국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출국자뿐 아니라 입국자들(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

국어(한국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리플릿, 포스터, 배너를 제작하였고, 홍보 효과를 높

이기 위한 물티슈,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홍보 물품을 함께 배포하였다. 아울러 공항 

내 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메르스 예방법과 증상, 의심환자 신고 등을 안내하였으며 중동

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내에서 메르스 예방 및 증상자 신고 안내에 대한 기내 방송을 실시하였

다. 이와 같은 중동지역 출·입국자 대상 검역 및 홍보 강화 조치를 관심 단계로 전환된 이후

인 12월까지 지속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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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주기장 게이트 검역 및 출입국자 대상 홍보물 배포 현장

그림 3-2-4. 메르스 홍보 리플릿(한국어, 영어)

그림 3-2-2. 공항 내 메르스 예방 안내 배너 설치 현장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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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말 이후 국내 메르스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가 중국으로 출국 후 중국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건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

라 메르스가 다른 인근 국가들로 전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메르스 환

자(의심환자 포함)와 밀접접촉자(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규제를 통하여 해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환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출국 규

제를 실시하였다. 메르스 유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7월까지 총 16,686명에 대한 출국을 규

제하였고 그 결과 해외 전파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환자 발생이 종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접촉자도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의사환자 포함) 및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 규제도 종료되었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잠복기 동안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의 협조를 얻어 2015년 5월 29일부터 10

월 1일까지 입국 후 5일째와 10일째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메르스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

일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 메르스 신

고 안내 문자를 입국 후 14일 동안 7회 전송함에 따라 입국자들의 자신 신고가 증가하여 10월 

1일 유선 모니터링을 종료하였다.

2.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대한의사협회와의 회의에서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의료인들이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5년 6월 17일부터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매일 중동지역 

입국자 명단을 입국 후 14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제공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방

역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보의 수동적 연

계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 검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2월에는 외교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자 명단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016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 연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중동지역 출국자에게 현지 도착 즉시 메르스 예방 및 주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입국 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상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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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외교부의 여권정보를 통해 확보한 입국자들의 연락처로 메르스 증상 발현 시 메르스 콜

센터(109번)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내 문자를 7회 발송하였다. 아울러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

의 MOU 체결(’15. 9. 9.)에 따라 양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협력

의 하나로 2015년 9월 이후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문자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메르스를 포

함한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도착 시 국가별 감염병 예방정보 안내 문

자를 전송하였다.

2.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12. 23.)

실질적인 메르스 유행 종료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입출국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국제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검역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하나

의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던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 성지순례(Haji)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비상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성지순례자들에 대한 사

전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주기장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는 등 빠른 조치로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중동지역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천광역시의료

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격리 및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검역체계를 유지하여 추가 환자의 유입 시 빠른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고자 지

속해서 노력하였다. 2015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으며, 48개 중점과제 

중 출입국 검역 강화 4개 과제, 격리, 검사 시설 등 검역 하드웨어 확충 2개 과제가 지정되었

다. 메르스 유행 중 검역법 개정이 추진되어 2016년 2월 검역법이 개정되었다. 검역 감염병의 

종류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추가하고, 감염병이 유행한 오염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

에게 오염 지역27) 방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

는 선박·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승객 예약 자료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27)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위기 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검역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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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중동지역 입출국자 대상 조치 흐름도

(검역소 역학조사관)

(고막체온계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37.5℃ 이상

• 감염병 예방 안내문구 표시된 홍보물 배포(리플릿, 물티슈, 마스크)

• 공항 시설물 홍보(전광판, 배너, 모니터 이용 자진신고 안내)

• 휴대폰 해외 로밍정보를 기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여 SMS 안내(5. 28부터 매일 오전 10시 전송)

•기내 안내 방송(중동발 항공기 대상 메르스 자진신고 안내)

• 감염병 예방 안내문구 표시된 홍보물 배포(리플릿, 물티슈, 마스크)

•공항 시설물 홍보(전광판, 배너, 모니터 이용 자진신고 안내)

•입국 후 7회(1, 5, 6. 7, 8, 10 14일 차) SMS 안내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콜센터(109번)를 통한 24시간 민원 상담 

• 의료기관(DUR 및 수진자조회시스템)에 중동 입국자 정보제공

•입국 후 5일, 10일 차 유선 모니터링(~ 10. 1)

출국 시

중동국가 도착 시

국내 입국시

입국 게이트 검역

사례 정의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여부 결정

입국 후 

잠복기 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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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해외유입감염병 관리를 위한 스마트검역 시스템

입국자정보 제출 유증상자(조치)

조치
(검사, 격리, 

입원 등)
항공사

승객, 승무원

검역

여권정보 제공

DUR 입력 감염병 안내(SMS 등)

수진자조회시스템 입력 유증상 등 상담·신고

지시
조치결과

보고

의료정보

연계

유
증
상
자
 신

고

조치

의료기관

조
치

시도, 보건소

입국자

무
증
상
자
(입

국
)

입국자 

정보 제출

조치결과

공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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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메르스의 국내 발생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도 위험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등을 

운영할 것을 요구함.

 • “메르스 확진이 늦은 것은 한국에서 한 번도 진단되지 않았던 질병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의사직능단체 등에서 교육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핵심은 검역소로 정보가 제공되어 

해당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안내, 체크되는 것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153.)

⊙ 감사원 

-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 메르스 안내 및 홍보가 부적정하였으며, 메르스 발생 전 메르스 검역을 완화

함.(감사 결과 보고서 p. 13-14.) 

⊙ 언론 

-  잠복기에 있는 감염병 환자의 경우 검역에서 이를 인지하여 격리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움 

 • ‘메르스가 발병한 것도 몰랐고, 그전이랑 검역도 달라진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보건 당국은 

중동에서 온 비행기 승객이 들어오는 게이트 바로 앞에 검역대를 설치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실제 환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됐더라도 

길게는 2주일 뒤부터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항 검역에선 발견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큽니다. 첫 번째 환자인 68세 남성도 귀국 당시 검역 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MBC 

뉴스데스크, 2015. 5. 21.)28)

향후 신종·변종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잠복기에 입국하는 환

자의 경우 검역을 통해서는 유입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 지역 방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

구를 만들어 주는 정보 제공과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헌혈을 하면 수혈을 통해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헌

혈업무를 담당하는 적십자사와 위험지역 방문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람 간 감염 예방을 위

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8)  MBC. (2015. 5. 21). MBC 8시 뉴스데스크. 공항 검역 강화했지만 ... 메르스 감염자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 http://imnews.imbc.
com/replay/2015/nwdesk/article/3702796_17821.html (2016.2.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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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

요약

메르스 역학조사는 각 확진환자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또는 추정)과 각 확진

환자에 의해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즉 각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 및 접촉자 파악이 주된 임무였으며, 이를 통해 접촉

자를 격리하고 가능한 감염·전파경로를 차단하여 유행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이 환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메르스 역학조사가 시작되었

으며, 중동 현지 여행력 등의 감염경로 확인과 환자의 의료진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었다. 격리 대상이 되는 밀접접촉자의 범위는 당시의 대응 지침에 제시된 ‘2m 

이내 1시간 이상’의 접촉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시간

에 관계없이 확진환자와 ‘근접 접촉’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이러한 원칙을 확진환자가 거쳐 간 4개 의료기관에 적용하였다.

2015년 5월 28일 첫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입원 치료 중 동일병실을 사용하지 않았던 입원

환자에서 메르스가 처음으로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

사 범위를 동일병동 입원자 및 보호자로 넓히게 되었다. 5월 30일부터는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환자와 동일 병동을 이용한 환자 중 굿모닝병원(평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건양대

학교병원, 대청병원,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들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들에 의해 병

원 내 감염 전파가 다수 발생하였다. 

병원 내 접촉자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확진환자의 동선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병원 외 이동 및 접촉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신용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과거 이동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의료기관 수진 내역 및 의약품안전사

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정보를 활용하여 타 의료기관 방문력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별 이동 및 활동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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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면서 면접·설문 중심의 기존 역학조사방법을 보완하였다. 

메르스 환자가 2015년 6월 이후 점차 증가하고 조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한정된 수의 역

학조사관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예방의학(역학) 분야 대학교수 및 전공의 등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6월 19일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도별 현장 역학조사에 대응

하였다. 

2015년 7월 4일 진단된 메르스 환자를 마지막으로 총 186명의 메르스 환자에 대한 감염 경

로 및 접촉자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에는 중동지역 여행객을 통한 신규 메르스 유입 가

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 국내 체류 중 인지되는 메르스 의심사례 역

학조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진행되었다.

3.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메르스 역학조사는 환자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확인(또는 추정)과 각 확진환자에 

의해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

다. 즉 각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 및 접촉자 파악이 주된 임무였으며, 이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

하고 가능한 감염·전파 경로를 차단하여 유행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환자 역학조사 

2015년 5월 20일 오전 6시경,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진된 후 당일 오전 9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과장과 역학조사과 보건연구관, 

중앙역학조사관 7명이 모여 첫 환자 관련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첫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격리 중인 상태였고, 확진되기 전까지 노출된 환자 가족 및 환자

가 거쳐 간 병원에서의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파악 및 추가 전파 차

단을 위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첫 환자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동에 체류하였으며, 5월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

다.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5월 12일, 14일 아산서울의원을 방문하였고, 5월 15일 아산

서울의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5월 17일 평택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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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퇴원하여 365열린의원에서 진료 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대한예방의학회, 

2015, p.425-428).

첫 환자가 메르스 환자로 확인될 때까지 거쳐 간 병원은 아산서울의원(경기도 아산시), 평

택성모병원(경기도 평택시), 365열린의원(서울시 강동구), 삼성서울병원(서울시 강남구) 네 

곳 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는 역학조사과 과장과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명, 아산서울의원

에는 역학조사관 2명, 평택성모병원에는 역학조사관 3명, 365열린의원에는 역학조사관 1명

을 각각 배정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점으로 하는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지침(제2판, ’14. 12. 16.)상 밀접접촉자는 ‘확진 또는 의사환자

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

문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밀접접촉자 범위는 1) 환자와 같이 감염 위험 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2)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3)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4)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그리고 5) 환자가 이용한 비

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으로 정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밀접접촉자의 범위에 있는 ‘환자

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중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 진료한 사람의 경우 1시간 이상의 기준을 적

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제외될 것이므로 개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근접접촉’만 확인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확진환자와의 ‘근접접촉’이 확인

되면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환자는 아산서울의원에서 5월 12일, 14일, 15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역학조사 결과 

의료인 등 병원 근무자 5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방문한 평택성모병원에

는 5월 15일 8층 입원실(8104호, 2인실)에 입원하였으며, 5월 17일에 전원을 위해 퇴원하였

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접촉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CCTV 분석을 통해 접촉 정도를 파악한 후 16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로 방문

한 365열린의원은 5월 17일 약 30분간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 2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

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밀접접촉자는 관할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리 조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 환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은 5월 17일부터 20일 확진될 때까지 응급실에

서 진료 받았고, 확진된 이후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 이송되었다. 최초 역학조사에

서 확인된 삼성서울병원 밀접접촉자는 주로 의료진이었고 모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

리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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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환자 발생에 따른 지침 변경

첫 환자가 5월 20일 확인된 후 5월 27일까지 첫 환자의 부인, 같은 병실 환자와 그의 보호

자, 진료 의사가 추가로 확진되었다. 감염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밀접접촉자 정의에서 ‘1시

간’이라는 노출 기간을 5월 25일 삭제하였다. 또한 당시 지침에 제시된 38.0℃ 이상이라는 발

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확진된 사례가 있어, 조기 발견 목적으로 발열의 기준을 38.0℃ 이

상에서 37.5℃ 이상으로 5월 26일 변경하였다. 

메르스 확산에 따른 역학조사

2015년 5월 28일, 첫 환자가 평택성모병원 입원 당시 옆 병실(8103호)에 입원했던 환자가 

여섯 번째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기존에 알려

진 바이러스의 전파력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함을 인지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동일 병동 

입원 환자 전체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 조사 당시 이미 퇴원한 접촉자

들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가 시행되었고, 기저 질환으로 입원 중인 밀접접촉자들은 1인실에 격

리 조치하였다. 

5월 29일부터 첫 번째 환자와 평택성모병원 동일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에서 추가 확진환

자가 연이어 확인되었다. 평택성모병원 입원자 중에서 추가로 6명이 확진되었고, 일부는 삼

성서울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청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병원(경기도 평택

시)으로 전원 후 확진되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청병원으로 전원이 된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또 다시 다수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켰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201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4 번째 환자가 응급실

에 체류하면서 시작되었다. 14 번째 환자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5월 13일부터 5월 20일

까지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인 1번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굿모닝병원을 거쳐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2015년 5월 30일 메르

스로 확진 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전원되었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응급실은 중앙 엘리베이터 로비를 통해 1층 주 외래 접수 

및 수납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인접해 있었다. 응급실은 예진실, 

제1진료 구역, 제2 진료 구역, 중앙 구역, 관찰실, X-ray실 및 채혈실 등 영역별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14 번째 환자와 30분 이상 같은 구획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2진료 구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14 번째 환자에 의한 응급실 내 감염 전파는 제2진료 구역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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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급실 내 방사선 촬영실, 화장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대한예방의학회, 2015, 

p.422-450).

14 번째 환자가 3일간 응급실에 있으면서 78명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2차 감염자에 

의해 다시 3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

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단일 병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메르스가 병원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 환자와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이

나 시간적으로 짧은 접촉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메르스 감염 경로 조사를 위해 환자 및 관계자 인터뷰 외 환경검체 분석,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구조와 환기설비 점검, CCTV 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메르스 환자 발생 병실 등의 메

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환경검체 분석을 하였다. 

메르스 최초 확진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입원실에 급·배기구가 없었으며 병원의 환

기 설비가 감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병원 설비 공학 전공자가 메르스 유

그림 3-3-1. 메르스 유행곡선

자료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6(4), p. 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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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일어난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의 도면을 검토하고 환기와 공조시스템을 분석하였다(대한

예방의학회, 2015, p. 76-79). 

 

3.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역학조사 체계 

메르스 환자 발생 초기 중앙 역학조사반이 각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행 사례에 직접 대

응하였으나,29)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확진환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이 추가

로 필요하게 되었다. 메르스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시에 전문적인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자 시도 역학조사반에 역학(예방 의학)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도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역

량 강화를 유도하였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질병관리본부 내 의사 

책임연구원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5월 31일부터는 메르스 발생 시도(서울, 

경기, 충남)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역학조사관들을 중앙으로 소집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

다. 2015년 6월 1일부터는 대한예방의학회와 의과대학의 협조를 얻어 예방의학 전공의 18명

이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량 강

화와 신속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역학 또는 예방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역학조사관

을 구성하여 6월 19일부터 중앙 및 시도 메르스 대응을 지원하였다.

대한예방의학회 산하에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을 두고, 시도 단위로 시도 민간역학조사

지원반을 구성하였다. 지원 단장이 감염병 및 질병 관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직접 또는 시도 지원 반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 후 명단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민간)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였다(그림 3-3-2).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은 중앙 역학조사반의 자문 및 활동 요청에 협조하면서 시도 민간

역학조사지원반을 구성하고 지원하였다.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반은 시도 역학조사반의 자

문 및 활동요청에 협조하고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표 3-3-1). 질병관리본부와 시

29)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652). 시도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관 운영 계획 안내.[첨부문서 : 메르스 대응 민간역

학조사지원단 운영방안(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 2015. 6. 29.)]



3. 역학조사    |    89

03
 정

부
의

 메
르

스
 대

응
 과

정
  

그림 3-3-2. 메르스 역학조사 체계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2015. 6. 19.)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방안32)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 역할 :   전국 역학적 상황평가 및 역학조사  

 기획 지원

시도역학조사반

•반장 : 시도 보건위생과장

• 역할 :  시도 역학적 상황평가 및 역학 

 조사 기획 실행

역학
조사관

전문
연구원

보건
연구관

보건
연구사

자문
교수팀

행정
지원팀

민간역학
조사관

(교수)

민간역학
조사관

(보건전문가)

자문
교수팀

민간역학
조사관

(전공의)

행정
지원팀

역학
조사관

감염병 
계장

감염병 
담당자

보건환경
연구원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반

• 역할 :  중앙역학조사반 지원 및 시도  

 지원반 지원

• 역할 :  시도 역학조사반 지원 및 유행  

 신속대응

32)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652) 내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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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민간역학조사지원단의 역할

구    분 현                        행

중앙 민간역학조사지원단

-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반 구성 및 조정

-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반 활동 지원 및 기술 자문

- 메르스 대응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교육 및 훈련

- 역학조사 보고서 기획·작업반 구성 및 보고서 작성

시도 민간역학조사지원반

- 시도 역학조사반 정책 결정 자문 및 전문적 역학조사 자문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의 현장 역학조사 실무 수행 및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질의 대응 및 실무 지도

- 메르스 대응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 교육 및 훈련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2015. 6. 19.).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방안

도의 역학조사관, 민간 역학조사관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거쳐 간 의료기관 등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위원회(메르스 감염 경로 조사 위원회)가 5월 31일에 개최된 이

후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6월 27일 제1차 역학조사 전문위원회가 개최되

어, 평택성모병원에서의 감염 경로 등을 논의하였다.

역학조사 방법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현장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 해당 시 ‘메

르스(MERS) 역학조사서(MERS 환자(감염 의심환자) 및 접촉자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

심환자 확인 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을 면담하여 접촉자를 파악하고 ‘메르스 접촉자 사례 조

사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접촉 정도를 분류하였다.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접촉자를 찾아내는 것이 메르스 역학조사에서 매주 중요한 부분인

데, 기존의 대면을 통한 면접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도입하였다. 2015

년 6월 8일부터는 휴대폰 위치 확인 방법을 활용하여 면접 조사에서 확인된 동선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

년 6월 12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력을 파악하였다. 또한 CCTV 분석을 통해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접

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오염 여부를 평가하는 등 새로운 조사 기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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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메르스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CCTV 분석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던 병원에서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평가하기 위하여 CCTV 분석을 시행하

였다.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CCTV 분석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환자의 동선을 분석하였다. 접촉 일

별, 접촉 횟수별, 접촉 시간별, 접촉 근접 거리별 접촉 인원수와 접촉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환경검체 분석

메르스 환자 발생 병실 등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밀접접촉자의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처럼 감염 및 접촉 경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검

체 분석이 실시되었다.

병실 에어컨 필터, 전화기, 화장실 세면대, 변기 손잡이 등 환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장소 및 

부위 위주로 선별 채취하였다.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al Transport Medium, VTM) 키트의 면봉으

로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한 폭넓은 표본 채취(swab) 후 신속히 VTM 튜브에 넣고 뚜껑을 닫

은 후 실온 또는 냉장 상태로 운반하여 24시간 내 실험실에 인계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

응(real-time RT-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구조와 환기 설비 점검

메르스 첫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 병실은 다른 병원과 달리 구조 변경을 통해서 7인실을 

두 개의 2인실로 변경한 것이었다. 그런데 7인 병실 중앙에 하나씩 있던 급기구와 배기구가 두 개로 

나누어진 2인실 중 하나의 병실로만 옮겨져 8104호 병실은 급·배기구가 없었다. 이 후 메르스 환자

가 발생한 병원의 구조와 환기 설비를 조사하여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활용하였다. 

● 평택성모병원의 에어로졸 및 가스 확산 실험

메르스의 오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동의 공기 유동 환경을 조사하고, 메르스 첫 번째 환자 입

원 병실로부터 에어로졸(aerosol)과 가스의 전파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에어로졸 확산 실험이 실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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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평택성모병원 8103호실과 8104호실

출처   대한예방의학회. (2015).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 지원단 운영. p. 78.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그림 3-3-4. 메르스 역학조사 현장 그림 3-3-5. 환경검체 채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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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예방의학회. (2015).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p. 441.

3.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2015. 12. 23.)

 186명의 확진환자의 역학적 특성

16개 병원에서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2016년 현재 186명의 환자 중 38명

(20.4%)이 사망하였다. 186명의 확진환자 중 남성이 59.7%로 여성보다 많았고, 10대가 1

명(0.5%), 20대가 13명(7.0%), 30대가 26명(14.0%), 40대가 30명(16.1%), 50대가 40명

(21.6%), 60대가 37명(19.9%), 70대가 30명(16.1%), 80세 이상이 9명(4.8%)이었다. 메르스 

확진환자 중에서 병의원을 방문 혹은 입원했던 환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환자의 

가족과 방문객 33.9% 의료진 13.4%, 가족 외 간병인 4.3%, 의료진 외 병원직원 3.2%,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표 3-3-2). 

1차 감염자가 1명, 2차 감염자가 28명(15.1%), 3차 감염자가 120명(64.4%), 4차 감염자가 

26명(14.0%)이었다. 감염 장소는 병원이 92.5%로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되었으며, 확진환

자의 잠복기는 6.83일(95% 신뢰 구간: 6.31~7.36)이었다. 주요전파사건(Super-Spreading 

Event)으로 볼 수 있는 다섯 사례가 있었으며 의료기관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르스

를 전파하였다. 첫 환자로부터 28명, 14 번째 환자로부터 85명, 15 번째 환자로부터 6명, 16 

번째 환자로부터 23명, 76 번째 환자로부터 11명이 감염되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그림 3-3-6. 의료기관 CCTV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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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차 감염자는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발단환자), 2차 감염자는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 3차 감염자는 

2차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 4차 감염자는 3차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이다.(감염차수 불명확은 감염원이 여러 명으로 2차 또는 

3차, 3차 또는 4차 감염자에 해당 됨)

표 3-3-2. 메르스 확진환자의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

구    분 명 %

연령

10-19 1 0.5 

20-29 13 7.0 

30-39 26 14.0 

40-49 30 16.1 

50-59 40 21.6 

60-69 37 19.9 

70-79 30 16.1

80+ 9 4.8 

성별
남성 111 59.7

여성 75 40.3

케이스

분류

환자 82 44.1

의료진 25 13.4

가족/보호자/방문객

(요양보호사 포함)
63 33.9

가족 외 간병인 8 4.3

의료진 외 병원직원 

(구급차 이송요원 포함)
6 3.2

기타(감염경로 미상) 2 1.1

감염

경로1)

1차 감염자 1 0.5

2차 감염자 28 15.1

3차 감염자 120 64.4

4차 감염자 26 14.0

감염차수 불명확 8 4.4

미상 3 1.6

구    분 명 %

감염

장소

병원 172 92.5

집 2 1.1

구급차 3 1.6

집 또는 병원 6 3.2

미상(지표환자포함) 3 1.6

지역

서울 54 29.0

부산 4 2.2

대구 1 0.5

광주 2 1.1

대전 24 12.9

경기 70 37.7

강원 5 2.7

충북 3 1.6

충남 13 7.0

전북 3 1.6

전남 1 0.5

경북 3 1.6

기타(감염경로 미상) 3 1.6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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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충원을 위한 노력

역학조사관 부족이 메르스 유행 대응 부실의 하나로 지적되자, 정부에서는 일본, 중국을 방

문하여 외국의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을 조사하였다. 2015년 12월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증원을 결정하였으며,30) 2016년 7월 현재 30명의 역학조

사관(역학조사 담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그림 3-3-7. 메르스 감염 전파 흐름도

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 개정)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항에서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료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utbreak in the Republic of 
Korea, 2015.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6(4), p. 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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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메르스 환자의 역학조사 당시 이 질병에 대해서는 당시 국내 지침과 국외 정보들을 바

탕으로 비말로 전파되고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발생 양상은 상

당히 많은 2차 감염을 유발하였다. 감염병의 전염력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 환자의 행태, 노

출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이번 메르스 유행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최초 유입된 환자가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심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

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메르스 위험 지역 방문자, 일선 의료기관 담당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응급실, 외래 등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경

우 다른 환자들과 진료 장소를 분리하고, 진료하는 의료인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감염 예방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총평

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감사원 

-  결과적으로 추가 환자 발생이 많았던 첫 번째 환자와 평택성모병원, 14번째 환자와 삼성서울병원 

사례 등에 대해 초동 대응 부실을 주로 지적함.

•  첫 번째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보건소로부터 받고도 검사 지연 및 평택성모병원 등에 

대한 초동 역학조사 부실로 메르스 확산 차단 기회 일실(감사원, 2016, p. 62-68.)

•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15년 5월 29일 14번 환자가 발생하자 역학조사 기간 중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으면서 접촉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받아, 

이를 시도에 통보하여 격리 등 감시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5월 31일 접촉자(678명) 중 다수(561명)의 

주소, 연락처가 누락된 부실한 명단을 그대로 제출받았고, 5월 31일과 6월 1일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

(41번 환자 등 4명)가 의심환자로 신고되어 보호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감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그대로 두었다”.(감사원, 2016, 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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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5월 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인된 14 번째 환자로 인해 대규모 추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

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접촉자 명단 입수가 지연된 것과 삼성서울병원에서 협조하여 자체 관리

하고 있던 접촉자 모니터링이 방역 당국의 방임, 통제 관리 미흡으로 비춰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었음.

•   “5월 20일부터 삼성병원에서 통제 역학조사ㆍ방역 업무를 실시하였음. 삼성병원에서 역학조사의  

 조사 업무에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46.)

•   “업무 연속성이 없다는 데에 동의. 당시에는 환자 수가 적었으므로 역학조사관 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삼성병원에서 환자 급증 이후에는 역학조사관 부족”(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

위원회, 2015, p. 166.)

⊙ 언론 

-  첫 확진환자에 대해 메르스를 의심한 뒤 하루가 지난 뒤에 검사를 실시한 점, 평택성모병원 내 접촉자 

조사 시 ‘2m 내 1시간’이라는 밀접접촉자 정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점, 평택성모병원 접촉자 전수에 

대해 초기에 병원 단위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초동 대응 부실은 

현장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주로 있었고, 현재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 

신분이어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현장 대응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었음.

•   “질병 수사관 ‘34명 중 32명이 공중보건의…예산은’ 5분의 1 토막”, “전문성 부족으로 조사·방역 

‘초동 대처’ 실패”, “‘메르스 화’ 키운 보건 당국”(한국경제)31)

•  “정부가 부족한 역학조사관 자리를 공보의들로 채워 운영하고 있다 보니 ‘방역체계 구멍이 뚫렸다’는  

  책임론이 거론될 때마다 공보의들도 힘이 빠지고 있다. 공보의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장에 나가면 

여기저기 사건은 터지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숙련된 역학조사관도 없다보니 난감하다”며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청년의사)32)

•  “역학조사관 채용 ‘미달’ 사태…포스트 메르스 ‘삐걱’ :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데다, 의학계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역학조사관 공모가 ‘흥행’에 실패한 것은 예상 밖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채용할 공무원의 신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것이 큰 탓으로 보인다.”(연합뉴스)33)

31)   이승우·조진형·김주완. (2015. 6. 4.). ‘질병 수사관’ 34명 중 32명이 공중보건의...예산의 ‘5분의 1토막’. 한국경제. http://www.hankyung. 
 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314191 에서 2016. 2. 25. 인출

32)   김은영. (2015. 6. 16.). 역학조사 ‘땜질’ 나선 공보의들...“책임론 나오면 힘 빠져”.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175984 에서  

 2016. 2. 25. 인출

33)   김예나. (2015, 12. 28.). 역학조사관 채용 ‘미달’ 사태...포스트 메르스 ‘삐걱’.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5 
 /0200000000AKR20151225053700017.HTML?input=1195m 에서 2016. 2.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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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검사

요약

메르스 발생 이후, 약 4만 4천여 건의 메르스 검사가 실시되었고 186명(중국 확진환자 1명 

포함)의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가 보고되었다.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권고하는 두 개의 유전자 부위(upE, ORF1a)를 실시간으로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약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로 개발된 다중유전자검출시약을 주로 

사용하였다. 

메르스 대응 초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하여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개 수탁 검

사기관(전문 임상검사센터), 그리고 40여 개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검사기관을 확대하였다. 

확대 초기에 이들 기관에서는 선별 검사만을 실시하고 확진을 위한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메르스 선별검사 기관을 확대하였음에도 검사 지연이 지속

되자 국립보건연구원 외의 진단검사 기관에서도 메르스 감염 확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검사를 일원화 하였다.

메르스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국내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가능성에 대한 

분석 요구가 있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두 번째 환자의 객담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배양분리에 

성공하였고, 국내 연구진과 협력하여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완료하였다.34) 국내외 전문가

와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국내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

스가 기존 중동지역의 것과 거의 일치하여 변이가 없음을 발표하였다. 

2015년 7월 15일 5개 임상검사센터의 메르스 검사를 종료하였고, 12월 23일 메르스 유행 

종료와 함께 그동안 검사를 수행했던 의료기관의 검사를 종료하였다. 이후 발생하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 절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34)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full genome sequencing/whole genome sequencing)은 세포 또는 바이러스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으로 표기되었으나,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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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메르스 유입 전 진단 검사 준비 현황

  메르스 유전자 검사법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대한 첫 번째 세계 감염병 경고 및 대응

(WHO Global Alert and Response, WHO GAR)을 공표한 이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conventional RT-PCR) 검사법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같은 해 12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upE 유전자에 대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RT-PCR) 검사법을 확립함으로써 진단법의 감도를 증진시켰다. 또한 네덜

란드 에라스무스 대학 연구소로부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양받아(EMC strain) 진단 및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고, 실험실적 오염을 검증하기 위해 외래 유전자가 삽입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비감염성 표준 RNA를 자체 생산하였다. 

이후 내부 연구 과제를 통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내 자체(in-house) 방법의 유전자검사법을 

다중유전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통하여 기존 국립보건연

구원 내부용(in-house) 진단품의 표준화, 실용화 및 제품화를 목적으로 다중 실시간 유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4년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시약

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법을 기반으로 메르스 국내 유입 이전인 2013년부터 2015

년 5월 20일까지 메르스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메르스의 혈청학적 검사법 개발

메르스 발생 이전에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연구 과제와 정책용역 과제를 통하여 유전자 검사법 

이외에 메르스 혈청검사법을 개발 중에 있었다. 먼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에서 

확립한 혈청학적 검사법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 연구소로부터 분양받은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혈청내의 항체를 형광 물질로 검출할 수 있는 면역형광항체법(Immunofluorescence assay, 

IFA)이었다. 선별검사로 추천되는 효소면역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은 제품화된 2개의 키트35)를 적용하였다. 한 제품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1 항원을, 

35)  제조사: EUROIMMUN, 제품명: Anti-MERS-CoV ELISA IgG; 제조사: Alpha Diagnostic International, 제품명: Recombivirus 
Human Anti-MERS-CoV NP/S1 IgG ELISA



100    |    2015 메르스 백서 

다른 제품은 NP와 S1 항원 단백을 이용하여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이적인 IgG 항체를 

검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선별 검사(면역형광항체법 또는 효소면역분석법)에서 양성을 보인 

환자의 혈청에 대하여 항체의 확인을 위하여 중화항체검사법을 수행하였다.

 메르스 검사 네트워크의 질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메르스 검사 준비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검역소 검사 담당자 약 30명에 대한 검사법 교육이 총 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유전자 

시약이 2014년에 2회 배포되었으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유전자 검사 정도 

평가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역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에 1회, 2014년도에 1회 실시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실험실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방법, 특히 실시간 유전

자 검사법(real time RT-PCR)에 대해 2014년 3월 독일의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가 주관하는 정도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 결과를 평가받았다.

4.2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메르스 감염 첫 확진환자와 메르스 유전자 검사법

메르스 최초 의심환자(68세, 남성)의 검체는 2015년 5월 19일 21시 20분 호흡기 검체(폐기

관지삼출액)의 형태로 의뢰되었다. 해당 검체를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RT-PCR)

으로 3회 수행하였고 upE, ORF1a 유전자가 검출되어 5월 20일 14시 25분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을 발표하였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법과 차별화하여 메르스 감염에 

대한 선별 검사와 확인 검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발한 다중실시간유전자 검사법36)을 이용

36)    메르스 감염 선별 검사로 사용되는 유전자 up E와 확인 검사에 사용되는 ORF1a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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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메르스 대응 초기 메르스 유전자 검사 흐름도

결과 판독 및 보고(메르스 대책반)

검체접수

•검체 정보

• 검체 종류(호흡기검체, 혈액)

30분 소요

오염확인 : Gel Run

•upE/ORF1a 두개 유전자 양성의 경우

• upE PC와 NC, 검체 gel run

1시간

핵산추출(BL2)

1~2시간

호흡기 검체처리

(BL2 or BL3 BSC)

•감염위험 제거

• 핵산추출 후 반출

40분 ~ 1시간/개

Real-time PCR
(upE, ORF1a 유전자)

•환자 검체 중복 시험

• 실험 과정별 대조군 사용

2 ~ 3시간

- 검체 정보확인 : BSC 진행

- 검체 상태 : 적합 / 부적합

BL2 / BL3의 BSC에서 

 N95마스크, 1회용 실험복  

착용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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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메르스 감염 확인 검사 알고리즘

 upE gene ORF1a gene

Internal Control (+)

양성보고 미결정 음성보고

추가실험

RdRp, N gene
PCR/Sequencing
바이러스 배양

재검사 및

재채취 후 재검사

임상양상 고려

필요시 재채취 후

재검사 

+      + -      -
 +   - -   +

±, Any of two genes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내부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그림 3-4-3. 메르스 유전자 검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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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키트를 방역용으로 개발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포하였다.

 메르스 진단검사 체계 확대

국내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1일 검사 건수가 1~9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

이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만 메르스 진단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의심환자 발열 기준을 

38℃에서 37.5℃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심환자) 발

생이 증가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확진까지의 검사시간이 지연되었다. 검

사시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 검사 업무를 타 검사기관에 이관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

건연구원에서는 확인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체계를 이원화 하였다. 

2015년 5월 30일에 전국의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선별 검사 업무를 이관하였고, 6월 

그림 3-4-4. 메르스 검사체계 개념도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시

·

도

질병관리본부(감염병감시과, 역학조사과)

국립보건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검사센터

의료기관

① 보건환경연구원    ② 전문 임상검사센터    ③ 의료기관 자체검사 검사 의뢰 및 결과 보고 상황 보고

①

①

②

③① ②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MERS)대응 통합 행정지침(1-2판).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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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메르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및 채취 시기

검사방법 검체종류 종류 용량 채취시기 운송

바이러스 

분리 /

유전자 

검사

호흡기

검체

하기도
(객담, 기관지흡입물, 기관지 

폐포세척액 등)

상기도
(비인두도찰물, 구인두도찰물)

멸균 

용기

액체 :

3ml이상

고체 : 1㎤

증상 발현 후

7일이내

가급적 하기도 

검체채취 및 

즉시 송부

(4℃ 유지)

항체검사 혈액

급성기(1차)
EDTA 

튜브
5ml 이상

증상발현 후 

14일이내 채취 즉시 

송부 

(실온보관)회복기(2차)
1차 채취 

2-3주 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p. 41.

주.  위의 표는 메르스 유입 전 지침(2판)과 메르스 유행 중 배포된 지침(3판부터 3-5판)에 실려 있었으나 메르스 유행 종료 후  

 배포된 지침(3-6판)의 해당 표에서는 바이러스 분리/유전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

3일에는 임상검사센터 5개를 수탁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37) 6월 6일에는 40개의 지정 의

료기관에서 선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후 시도지사회의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메르스 확인 검사 권한 이양을 건의하였으

며, 6월 7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임상검사센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선별 검사와 확인 검

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확인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보고하고, 소분된 양성 

검체 1개를 검체 수송방법에 따라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검체 채취와 이송

메르스 진단에 사용되는 검체 종류와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하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에 기술하고 있으며, 제2판에서는 진단 검체로 호흡기 검체 및 혈액을 검사에 사용

하도록 권고하였다. 제3판과 제3-1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변화와 전문가 요청

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검체에 상기도 검체가 추가되었고, 제3-2 개정판에는 유전자검사 검체 

종류 추가 및 검체 우선순위를 기술하였다.메르스 진단은 유전자 검사로 실시하였고, 호흡기 

검체(유전자 검사용)의 채취 시기는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이다. 항체검사는 감염이력, 역학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며, 급성기 혈액 검체는 증상 발현 후 14일 이내, 회복기 혈액 검체는 1

차 급성기 채취 2-3주 후에 채취하였다(표 3-4-1). 

37)  서울의과학연구소,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4. 진단검사   |    105

03
 정

부
의

 메
르

스
 대

응
 과

정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

며,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임하도록 하였다. 채취된 검체는 3

중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포장 시 각 단계별로 소독 처리를 취하여야 하였으며, 포

장이 완료된 검체는 의료기관 관할 지역 보건소의 담당자가 직접 검사기관으로 수송하였다. 

호흡기 검체는 4℃를 유지하여 수송하고, 혈액 검체는 실온을 유지하여 이송하도록 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내 메르스 상황실 운영

국립보건연구원은 메르스 유전자 검사 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메르스 상

황실을 운영하였다. 연구원 내 상황실은 메르스 진단검사팀인 호흡기바이러스과의 검사 업무

를 지원하고,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개 수탁 검사기관 및 40개 지정 의료기관의 메르스 

검사 의뢰에 대한 검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공유하였다. 국

립보건연구원 상황실은 6개팀(검사지원팀, 유전체분석팀, 검체관리팀, 정보보고팀, 정보관리

팀 및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하였고, 검사 업무 지원 인력 49명을 포함하여 총 93명이 3교대로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 상황실은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정보관리팀만 유지하다가 7월 31일 해체하였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체 염기 서열 확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분리와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분리

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은 세포인 

Vero-E638) 세포, Vero 세포 또는 LLC-MK2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임상 검체로부터의 메르

스 분리주 확인은 배양물의 유전자 증폭 결과와 세포병변 관찰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한 

바이러스 검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5일 후 세포병변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배양물로부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확인하는 데 성

공하여 2015년 6월 6일 대국민 보도 자료로 배포하였다(그림 3-4-5). 

38)  원숭이 신장세포 유래 : African green 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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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두 번째 환자의 검체로부터 분리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을 

확보하였으며, 첫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인 EMC 표준주와는 99.5%, 2013년도 사우디아라비

아 분리주와는 99.8% 일치함을 6월 6일에 발표하였다.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 후 병원체 일부 유전자(RdRp, N)의 정보가 세계보건기구(WHO)

와 공유되었고, 미국생물유전자정보은행(GenBank)에 등록되었다. 또한 전장 유전체 염기 서

열 분석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는 바이러스 전

장 유전체 특성에 관한 해석과 바이러스 특성분석 협력을 위한 검체를 공유하고 물질이전계약

(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39)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메르스 최초 분리 전문 기관

인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연구소에도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특성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특이한 변이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연구진 및 국내 연구진과  공동 논문

을 제출하였다.

그림 3-4-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자료

39)  물질이전계약은 유형의 연구 자원을 소유한 자와 자원을 연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을 갖는 계약이다.(출처 :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hrpc.amc.seoul.kr/hrpc/faq/perform/view.do?id=360 
2016. 1. 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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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검체에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검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오염 범위 확인 및 전파 경로 추적에 활용하고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병실 등을 중심으로 환경검체를 채취하여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존

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사 원칙은 첫째,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즉시 시행(환경 소독 

전), 둘째,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직접 접촉이 의심되는 지점을 중

심으로 부위별 2개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다. 

검체 채취자는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하고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us Transport Media, 

VTM) 키트 내의 면봉(2개)을 이용해 직접 접촉이 의심되고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폭넓게 문

질러서 검체를 채취하여 면봉을 바이러스 수송 배지(VTM)에 넣고 냉장 상태로 5시간 이내 

신속히 실험실로 운송하여 인체 감염 진단검사법과 동일하게 적용한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

(real-time RT-PCR) 검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채취 장소는 환자 동선을 기준으로 환자 소품, 침대 손잡이, 전화기, 식탁, 화장실 손

잡이, 변기 손잡이, 병실 현관 손잡이, 공용 의료기기·물품, 에어컨필터 등 이었다. 메르

스 감염 확진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의 환경검체를 2015년 5월 31일에 채취

하였으며, 이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16개 병원과 1개의 공중목욕탕에서 총 23회 560

개의 환경검체를 채취하였다. 환경검체 중 upE와 ORF1a 유전자가 모두 검출된 경우는 43

건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다른 메르스 유전자 부위인 Spike와 RdRp 유전자를 검사하여 각

각 6건과 1건에서 검출되었고, 염기서열 분석 결과 기존에 보고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99.5~100%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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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검사기관 종별 메르스 진단검사 건수 추이

표 3-4-2. 메르스 검사기관 종별 1일 최대 메르스 진단검사 접수 및 처리 현황

기       관
접       수 처       리

일  자 건  수 일  자 건  수

국립보건연구원 5. 30. 305 5. 30. 224

보건환경연구원(17개) 6. 10. 287 6. 15. 300

수탁검사기관(5개) 6. 24. 700 6. 25. 700

민간병원(40개) 6. 23. 724 6. 23. 724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자료

4.3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메르스 진단검사기관의 진단검사 건수 증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 건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44,768건으로 국립보건연구

원에서 1,524건(양성 확진건수 133건),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791건(양성 확진건

수 37건), 5개 수탁검사기관에서 15,655건(양성 확진건수 15건), 40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20,798건을 검사하였다. 2015년 8월 12일 기준으로 검사기관 종별 진단검사 건수 추이는 <그

림 3-4-6>과 같다.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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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검사 기관의 질 관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후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메르스 확인 검사 질 관리 평가 계

획을 통보하였고, 의뢰한 검체의 3-5% 이내(양성, 음성) 검체를 국립보건연구원에 확인 의뢰

하도록 하였다. 

수탁 검사기관인 임상검사센터 확진기관 인정 여부는 양성 및 미결정(equivocal) 결과의 5

건 검체를 대상으로 호흡기바이러스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Ct 값40))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양

성 검체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위해 음성 검체를 포함하여 5건의 검체를 대상으로 호흡기바

이러스과와 실험결과를 비교(Ct 값)한 후에 각 기관별 확진 기관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시약 자체 평가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의료기관의 메르스 진단검사에 대한 질 관''''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따라 대한진

단검사의학회 중심으로 검사의 질 관리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필요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질 관리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 메르스 유전자 검사 시약 평가 및 검증, 임상검사

센터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지샘플을 이용한 질 관리, 객담 등 호흡기 검체 처리 표준화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실험실도 메르스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 대해 2014년에 국제적인 평가

를 받은데 이어 2015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오스트랄라시아왕립병리학회(The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RCPA)가 주관하는 정도 보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 결과를 평가 받았다.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 배양과 유전체 분석 및 공유

임상 검체를 사용하여 메르스 분리주를 확인하였으며, 2015년 12월까지 5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의 분리 배양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환자로부터 분리된 국내 첫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의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30,108bp는 2015년 6월 9일 미국생물유전자정보은행에 등록되었고,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 병원체 지정, 분리 신고 및 MERS-CoV(MERS-EMC) 보유를 신고하였다.41) 두 번째 

환자의 바이러스 분리주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40)  Ct(Cycle of threshold)값은 실시간 유전자 검사에서 PCR 증폭 산물이 검출되기 시작하는주기(cycle)의 수를 의미하며, Ct값이 적을

수록 초기 DNA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나 검체의 채취 과정에서 희석 방법 등에 따라 초기 DNA양이 달라질 수 있다.

41)  국내 첫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는 MERS-CoV/KOR/KNIH/002_05_ 2015로 등록되었으며, GenBank 등록번호는 KT029139임. 국

가관리번호는 1-001-MER-CO-2015001로 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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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행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사우디 등에서 이전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

운 변종인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메르스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공유를 요청하여 세계보건기구(WHO) 평가단에 결과를 발표하였고 

유전체 분석자료 토의가 이루어졌다.

 메르스의 혈청학적 진단

혈청 검사의 선별 검사로 사용될 수 있는 효소면역분석법(ELISA)과 함께 이번 메르스 발생 

후 환자,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감염 이력을 조사하는 혈청역학 연구에 사용되었다. 임

상증상 발현 약 9일 이후(효소면역분석법 기준)부터 양성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 및 밀접접촉자 중 선별 검사(효소면역분석법 또는 면역형광항체법)에서 양성을 보

인 환자의 혈청에 대하여 항체의 확인을 위한 중화항체검사법을 수행하였다. 고위험 병원체 

바이러스를 취급하여야 하므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SL-3)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실사단 권고사항으로 TCID50 및 PRNT 중화항체검사법을 확립하였고,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 성공 후 분리주를 이용한 중화항체검사법을 확립하였다.

메르스 혈청검사는 현재까지 항체반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여러 기관에서 시행했던 검

사결과의 의미가 서로 달라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는 적절한 시기에 채취한 두 개의 혈청(pair sera)에서 4배 이상 중화항체의 역가 상승이 일

어난 경우를 확진사례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WHO, 2015),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혈청검사를 진단의 목적이 아닌 감시나 역학조사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유럽연

합 질병통제예방센터(ECDC)도 핵산검출 없는 항체확인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이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알고

리즘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앞으로 메르스 항체 검사시약, 검사알고리즘, 결과의미 등에 대

한 국제적 표준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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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 : MERS-CoV/KOR/KNIH/002_05_2015
43)  검체 자원화 용역과제 중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일부 결과는 학회(2nd International Interscience Conference on Infection and 

Chemotherapy)에서 구두 발표되었다. 

 4.4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5개 전문임상검사센터의 메르스 검사가 종료된 후(’15. 7. 15.)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각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40개 지정 의료기관의 메르스 검사는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나 메르스 검

사 대상자 중 원인불명 폐렴환자와 메르스 확진환자와 병원에서 접촉자한 집단의 메르스 검사

는 축소되었고 의심환자와 중증 폐렴 환자 등, 감시 대상자 중심의 메르스 검사가 이루어졌다. 

40개 의료기관의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에 대한 질 관리는 진단검사의학회 중심으로 미지샘

플에 의한 수행 평가가 이루어졌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검사가 실시된 검체를 송

부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졌다.  

메르스 후기 대응에서 어려웠던 점은 확진환자로 격리되어 치료 중 메르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재입원한 후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재양성으로 판정된 악

성 림프종 환자(#80)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해석에 있었다. 80 번째 환자가 

다시 입원한 후 사망까지 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과 미검출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해 

악성 림프종 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질환자들에 대한 격리 해제를 판정할 유전자 검사 기준 재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2월 23일 메르스 종료 발표와 함께 그동안 수행했던 병원의 메

르스 검사가 종료되었고, 이후 중동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관할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조치되었다.  

 메르스 진단·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검체 자원화 사업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후속 연구를 위한 검체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4개의 검체 자원화 

용역 과제를 수행하였다. 메르스 재유입에 대비한 진단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한 자

원으로 활용하고자 메르스 확진환자 및 밀접접촉자의 말초혈액단핵세포, 혈장, 혈청, 객담 검

체를 수집하여 자원화 하였으며, 자원화 과정 중 밀접접촉자의 혈청에서 메르스 항체 보유 여부 

확인을 용역수행기관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였다. 메르스 항체 확인을 위한 검사는 선별검

사(효소면역분석법 또는 면역형광항체검사법)에서 양성을 보인 혈청에 대하여 메르스 바이러스 

분리주42)를 이용한 중화항체검사법(TCID50 및 PRNT)이었으며 그 결과 일부 혈청에서 양성 반응

이 확인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5a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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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후속 연구로 종전 진단제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진단제를 

개발하도록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으며, 메르스 치료 및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44) 또한 분리된 메르스 바이러스를 필요로 하는 국내 연구 기관에 

지속적으로 분양함으로써 백신, 치료 및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인지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내 진단검사 

관련 중점 과제는 신속 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국립보건연구원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SL-3) 진단실험실 확충 및 주요 검역소 내 진단검사실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감염병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검사기관에 진단기법을 전수하고 유행 확산 

시 건강보험 긴급 적용 등을 포함하는 신속진단 제도 정비, 긴급 요청 시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과 치료제 등을 즉시 사용하도록 하는 긴급대응 진단·치료제 도입 제

도 등이며 진행 중에 있다.  

총평

진단검사 영역은 메르스 유입 전에 검사법을 구축·확립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

자 검사 시약을 배포하는 등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검사 의

뢰 및 검사시간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수탁

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실시하였다.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좀 더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단법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메르스 유행 시 진단검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진단 체계 

구축 및 운영, 현장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진단제 개발, 병원체 분석 기술 등의 연구와 국제

44)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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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감사원 감사 결과

-  메르스 실험실 진단 체계 운영 부적정

•  신속한 검사를 위한 진단 체계 운영 미흡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주의 단계 발령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메르스 진단시약을 배포하거나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25일 오히려 경계 단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

하였음.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10일이 지난 5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메르스 진단검사는 메르스 환자를 확진할 수 있는 확진 검사가 아닌 선별 검사로서 선별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메르스 환자로 확진할 수 없었으나,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날로

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메르스 확진이 되는 등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감사원, 2016, p. 236-239.)

-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검체의 신뢰성 제고 노력 미흡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채취된 검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간격을 두어 검체를 채취하는 등 검체 표본을 확대하거나 검체 이송 시 검체의 적정 보관 온도(4℃)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감사원, 2016, p. 236-239.)

⊙ 지방자치단체 백서

-  대응 초기 국립보건연구원 중심의 확진 권한 한정으로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사례 보고 시간 지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안전 실험실 미비로 검사자 감염 노출 위험, 진단검사 의뢰기준의 모호성

으로 인한 무분별한 진단검사 요구 폭주 등을 지적함

적인 협력 등의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현재 진단

검사가 가능한 기관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시약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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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소통

요약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건당국이 신속하

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위기를 초기에 수습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

이다. 위기소통은 국민이 혼란을 느낄 정도의 위기 발생 시 정부와 국민 간 소통방식을 의미하

며, 성공적인 위기소통은 관계 당국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소통은 크게 ① SNS 괴담과 같은 새로운 소통 환경의 대두와 이에 대한 대응 ② 지방

자치단체와 정보 공유 노력 및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③ 일일 정례 브리핑 ④ 국

민과의 실시간 SNS 소통 ⑤ 핫라인, 메르스 포털 등 대국민 직접 응대 소통 창구 확대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언론에 대한 보도 준칙 준수 당부와 SNS 괴담 대응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와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시부터 위기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메르스 환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실제 위험보다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출입 기자단에 브리핑 및 보도 자료 배포 시 감염병 

보도 준칙45) 준수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대외홍보반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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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2012) 감염병 보도 준칙(부록 참조)

46)  KBS 9시 뉴스. (2015. 5. 21.). “‘감염우려’ 딸 요구 무시... 집으로 돌려보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80412 에서 

2015. 12. 15. 인출.

또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해외 사례에서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확산으로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동요가 있었던 것을 참고하여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확산되는지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를 닷새 넘게 간병한 딸의 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방송 보도를46) 기점으로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확진환자의 가족으로 밀접접촉자임에도 격리 대상에서 누락되어 중국으로 출장 간 

10 번째 환자가 5월 29일 중국 현지에서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로 판정되는 한편, 평택성모병원

에서 첫 확진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진환자로 판정되기 시작하면서, 5월 

말부터 인터넷과 SNS 상에서 괴담이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3-5-1. SNS에 퍼진 메르스 괴담 사례

결혼식 마스크 참석 괴담 근거 없는 확산 전파 괴담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공기전파 괴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즉각적으로 트위터와 그 외 SNS를 통해 괴담 

내용이 근거 없음을 전파하고 포털 지식인, 지식백과, 컨텐츠 검색 코너 등을 활용하여 괴담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조언을 얻어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와 같은 핵심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국의 공공장소에 배포하는 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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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정부의 SNS 메시지 대응

지하철 역사 상가 엘리베이터

  언론과 국민의 위기소통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가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이 전형적인 소통방

식이라면 메르스 감염 유행 상황에서는 국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시민사회의 자발

적인 소통 시도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고조되면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의 지역 정보가 SNS를 통해 공유되는 

등의 움직임이 정부 공식 발표 전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 스스로 정보를 취합해 공유하자는 취지로 「MERS Map: 메르스 확산 지

도」가 만들어져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6월 3일 공개되었으며 같은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조합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병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취합된 정보를 최대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메르스 상황판」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였다.47) 

그 외에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자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의 필요성,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한 신뢰도, 메르스 후속 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의

견을 취합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일례로 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은 전국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6월 2일 유포자 엄중 처벌방침 발표와 뒤이은 평택

성모병원명 공개, 확진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명 전체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SNS 괴담은 점차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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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손지은. (2015. 6. 4.). ‘메르스 비밀주의’화난 시민들, 집단 지성 모은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115188 에서 2015. 12. 15 인출

48)  리얼미터. (2015. 6. 5.). 국민 68.3% “메르스 정부 관리당국 신뢰하지 않는다”.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 에서 2016. 2. 
15. 인출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8.3%가 정부의 메르스 관리대

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하였다.48) 

그림 3-5-3. 국민이 만든 메르스 확산지도와 메르스 상황판

출처  손지은. (2015. 6. 4.). ‘메르스 비밀주의’ 화난 시민들, 집단 지성 모은다. 오마이뉴스.47)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 사이 국민은 물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부에서도 확진

환자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이미 SNS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명이 

공유되고  있었고, “공기로 전파된다”, “확진환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다”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다. 

2015년 5월 31일 개최된 보건의약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위험지역 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명단을 

의료진에게 공개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다음날인 6월 1일 중앙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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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본부와 감염 관련 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확진환자 관련 지역, 

의료기관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내과 전문의와 감염관리실로 제한하여 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제공되었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성

명서 발표(‘15. 6. 1)와 6월 3일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지시 이후, 6월 4일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추적 및 격리 중심의 관리대책이 아닌 선제적인 방역조치 수단으로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논의

되었다. 그 결과 평택성모병원 공개를 결정하고, 6월 5일 이를 공개하였다. 평택성모병원을 우

선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시 확진환자 발생 추이를 바탕으로 병원 내 감염 전파 양상을 확인하

였기 때문에 최초 의료기관을 우선 공개하고 누락가능성 있는 대상자 목록을 확보하고 관리하

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5년 6월 6일 4개(대전, 충남, 서울, 경기)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제2차 확진환

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인 6월 7일 24개 확진환

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전체를 공개하였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 지역 및 이름 등의 정보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으로 우선 발표한 평택성모병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이

미 여러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기관 정보 공개 전 해당 의료기관

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하였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 이후 소극적 진료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별진료소 설치, 국민안심병원 운

영 등의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메르스 핫라인(109번), 감염병 예방 수칙, 의료기관 이

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학교 및 주요 공공장소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  

정부는 메르스 초기 대응부터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지방자치단

체와 원활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미 6월 초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의뢰

가 폭증하여 검사를 도맡아 온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 과부하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진단검사 기관 확대와 확진 권한 이양을 망설인 주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진 권

한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원 보이스 대응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 확

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이후, 대책본부에 보고되기 전 “00지역에 확진환자 발



5. 위기소통   |    119

03
 정

부
의

 메
르

스
 대

응
 과

정
  

그림 3-5-4. 의료기관 정보 공개 관련 홍보 내용

메르스 핫라인 안내(5. 29.) 삼성서울병원 방문자 신고(6. 18.) 국민안심병원 이용 안내(6. 13.)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생”식으로 지역별로 기사화되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지역 주민과 지역 언론의 문의가 

쇄도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4일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환자(#35)와 관련하여 정부가 서울시와 정

보공유를 하지 않고 대책 마련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심야 긴급 브리

핑을 하면서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원 보이스(one-voice) 원칙이 무너

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 문제로 비춰지면서 보건당국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5.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일일 정례 브리핑과 대언론 공식 보도

정부는 메르스 대응 초기부터 수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렸으며 확진환

자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1일부터 공휴일도 없이 그 날 오전 6시 상황을 기준으

로 매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총 46회 실시하여 언론과 국민에게 그 날의 메르스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 브리핑은 7월 4일 이후 메르스 감염 신규 확진환자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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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015.6.16. - 2015.6.17일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브리퍼로 활동하였다.

50) ‘메르스 일일 현황’ 보도 자료는 보도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나, 2015.6.17일 이후 보도 자료로 변경되어 배포되었다.

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보건복지부 출입 및 등록 기자단과의 협의 하에 7월 17일에 

종료되기까지 7월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빠짐없이 실시되었다. 정례 브리핑은 메르스 확진환

자·사망자·퇴원자 현황, 자가 격리 조치 현황, 정부 관리 대책 등 메르스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창구역할을 했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전면 공개가 이루어진 2015년 6월 7일까지 정례 브리핑의 브리퍼

는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당시 기획총괄반장)이였으며, 6월 8일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

건의료정책실장(당시 총괄반장)이 브리핑을 담당하였다. 또한 6월 9일부터 정례 브리핑 중 메

르스 감염 확진환자 일일 현황, 신규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 등 확진환자 특이사

항 및 치료 현황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당시 현장점검

반장)이 담당하였다.4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언론에 동시에 양질의 정리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속보경쟁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례 브리핑은 그간 보건

복지부 출입 및 등록 기자뿐만 아니라 지역 기자(약 50여명), 상주 외신 기자(약 100여 명) 등

에게 균질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20일부터 총 289건의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5월 20일부터 10월 2일까

지 ‘메르스 일일현황’ 보도 자료가 매일 배포되었으며50) 그 후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보도, 80 

번째 환자 재입원과 치료 및 사망 관련 보도, 메르스 종료 관련 보도가 이루어졌다. 289건의 

보도자료 중 메르스 일일 현황 자료가 126건, 정부의 지원 정책, 대응 조치 등에 대한 보도 자

료가 104건,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담은 보도 설명 자료가 24건, 잘못되거나 부정

확한 정보에 대한 보도 해명 자료가 35건 배포되었다. 

  국민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소통 - SNS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채 추가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환자발생 및 상태, 정부 조치와 관련된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전달은 점차 힘을 발휘하지 못하

였다. 감염자 확산에 따라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서 쇼핑·외식·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 기피, 의심환자 등의 학교·학원 등교 문제, 휴교령 기준 문제 등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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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메르스 정례 브리핑 화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면서 이와 함께 메르스에 대한 괴담과 유언비어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었다. 

2015년 6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94건(평균 76,672 도달률), 트위터 193건(노출 3,918,125)

에 이를 만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노출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일일 브리핑에

서 발표되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실제 위험보다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

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감염학회 등의 조언을 얻어 ‘공기 전염 없다’, ‘완치 환자 인터뷰’, ‘안심 병원 안내’ 

등 메시지 전파에 초점을 두어 보건복지부 및 전 부처, 유관 기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 

집중 홍보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온라인 채널을 비롯한 모든 온라인 채널에서는 가급적 어려운 전문 용

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즉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

로 메르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명율이 높은 병이 아니며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리는 인포 그래픽을 제작하여 네이버·다음 

포털 콘텐츠 검색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오는 네티즌(누리꾼)들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여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기관 대표 채널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메르스 일일 현황(새 소식, 해명, 알림 등)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포털 등 온라

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핫라인 등을 통해 자주 질문 받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메르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카드 뉴스, 리플렛, 포스터) 제작 및 확산하는데 주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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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각종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생활 문화 개선, 병원 문화 개

선 캠페인 등도 추진하였다. 

특히 낙타를 통한 메르스 감염 사례를 보인 중동과 달리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병원 문화를 지적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에는 병문안 자제, 응급실 이용 

지양, 일차의료기관 우선적 이용 등의 메시지가 들어간 「감염병 예방 생활 문화 개선」 온라인 

배포용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기침 예절 캠페인

(어린이용 타요와 함께하는 캠페인 포스터, 성인용 캠페인 포스터), 손씻기 캠페인 포스터도 

메르스 포털 및 SNS를 활용해 동시 확산하여 국민의 생활문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메르스 관

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포스터를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청소년용 메

르스 홍보물을 교육부와 공유하였으며, 교육부 역시 블로그를 개설하여 메르스와 관련된 학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실시간으로 소통하였다.

  대국민 직접 응대 소통 창구 확대 - 핫라인 개설(109번), 메르스 포털 구축

국민의 메르스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고 의심환자 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

기 위해 2015년 5월 30일부터 24시간 메르스 핫라인(109번)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감염병 의심 신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메르

스 감염 유행 후 문의가 폭주하는 데 반해 기존 번호는 국민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

단하여 미래부와의 협조를 통해 109 핫라인 번호를 개설하였다. 핫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하

고 상담에 투입하였다. 5월 30일 6명(주간 4명, 야간 2명)으로 시작하여 6월 3일 62명(2팀 운

영, 팀당 주간 21명, 야간 10명), 6월 12일 148명 등 상담량 증가에 맞춰 상담 인원을 추가 배

치하였으며, 7월 초 이후 상담량 감소에 맞춰 인력 규모도 축소하였다.  

2015년 5월 30일 개설 이후 메르스 핫라인은 국민이 의심 증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

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대국민 대표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24시간 운영을 통해 야간에 보

건소 문의가 어려울 때 안내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5년 6월 10일에 개설된 메르스 포털(www.mers.go.kr) 역시 핫라인과 더불어 대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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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메르스 콜센터 상담건수 

출처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내부 자료

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핫라인이 주로 국민의 직접적인 민원 창구로 활용되었다면, 메르

스 포털은 메르스 관련 발표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공통의 정보 창구로서 기능하였다. 메르스 

포털을 통해 확진환자 경유·발생 의료기관 명단, 메르스 환자 진료 지침, 의료기관 안내, 선별

진료소 및 안심병원 운영 등의 주요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메르스 일일 현

황 자료를 포함한 포털의 주요 자료들은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 외신에게 제공하였다.

핫라인과 메르스 포털은 메르스 사태가 공식 종료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로 관리가 이관

되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 등을 위한 대외 창구로서 역할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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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소통 전문가 참여

메르스 감염 유행 상황에서의 위기소통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

복지부 차관 주재로 위기소통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3차례 진행하였으며, 한국헬스커뮤니케이

션학회와 민간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 업체 대표들이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기소통 전문

가들은 대응 관계자들과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에 대한 메시지 전달 방식 등을 논의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은 메시지 전략을 세우고 구현하였다. 위기소통 전문가와의 자문 회

의 이후 메르스 확진 및 격리 현황 보도에 대해 6월 17일부터 9시부터 엠바고51)를 걸고 환자 확진 

및 격리 현황이 보도 참고 자료에서 보도 자료로 변경되는 등 메시지 전달 방식이 전환되었다.

51)  기자를 상대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또는 기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 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림 3-5-7. 메르스 포털 홈페이지 화면

출처  메르스 포털(www.me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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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

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5.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위기소통 관련 법 및 제도 마련

메르스 감염 유행 경험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 경로,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

기관, 접촉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 7. 6.)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보 공개의 범

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제6조제2항).52) 또한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

편방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소통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총평

위기상황에 처하면 국민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와 지침

을 정부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제 때에 주지 못한다면 대중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위기는 그 실체보다 더 과장되거

나 오히려 위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대다수 국민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으로 동일

시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잘 유지하여 당국이 한 목소리(one-voice)가 되어 일

관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는 것이 위기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즉 「① 관계 당국이 한 

목소리가 되어 ②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③ 신속·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원 보이스 원칙이 단순히 시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

시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대두되었고 이 영

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되고 준비된 메시지를 신문과 방

송을 통해 전파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별개로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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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결한 메시지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SNS 등을 통해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소통 전문가를 

내부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향후 과제라 할 수 있다.

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정부의 ‘비밀주의’에 입각한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정보의 공개 지연

•  메르스 사태 초기에 감염병을 진료한 의료기관,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고수했고, 국민이 스스로 감염 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혼란을 야기했음. 특히 메르스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에도 공개하지 않아 병의원들이 메르스 접촉자임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없게 하는 등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을 크게 방조하였음. 

•   국민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감염 경로 등에 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 정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미흡

•  정부 부처 간(보건복지부, 외교부, 교육부 등)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와 의료

기관 간에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 체계 구축이 미흡함. 비밀주의는 메르스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총력 대응을 지체시켜 초기 대응의 역량을 약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 감사원 감사 결과

-  2015년 5월 28일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후 메르스 확진환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의료

기관명 등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지연 공개하거나 의료기관에 환자명 등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감염 방지 기회 일실

-  35 번째 환자 및 42 번째 환자의 메르스 확진 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 상황 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 

⊙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  질병 예방·통제 조치와 병행하여 국내·외에서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위기소통’ 강화가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행 상황, 조사 결과 

및 질병 통제 조치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정기적으로 제공 필요(WHO high-level 
message fo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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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삼희.(2015. 6. 13. 한삼희의 환경 칼럼-메르스, ‘위기 브리핑’의 기술.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5/06/12/2015061203732.html 에서 2015. 12. 15 인출

⊙ 언론 및 시민사회  

-  메르스 사태의 또 다른 단면은 공포였음. 공포에 대해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지식, 적정한 수준의 

준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 필요(Daum 
News Funding,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자’ 제3화)

-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의 실책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급급하여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남발함. 

난국을 극복하려면 국민 신뢰 절실한데 정부가 희망 과도한 메시지로 권위 잃음(한삼희, 2015.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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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촉자 관리

요약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잠재적 감염원인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자(이하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접촉자 모니

터링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와 관할 내 보건소를 관리 주체로 하고 접촉자별로 담당

자를 지정하여 일대일 모니터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등을 통한 이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시·

군·구는 격리 해제 시까지 1일 2회 능동감시를 실시하여 발열·호흡기 질환 및 격리 준수 여

부 등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문하여 상황을 관리하였다. 자가 격리 이탈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협조로 일대일 밀착담당 지정제를 실시하였고, 경찰청의 

협조 하에 연락 불능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대상의 이동 경로

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에 이동통신사, 금융감독원 파견 인력 

등을 포함한 위치관리팀 신설에 이어 접촉자 모니터링반을 신설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관리는 범정부적으로 확대되었다. 

접촉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결과는 메르스 대응 초기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

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촉자 모니터링 체계는 점차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하여 메르스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국민건

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대상자 조회 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통한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와 메르스 통

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국민안전처,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활용하였다.

이 절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접촉자모니터링반이 1차 작성한 원고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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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접촉자 관리 주요 경과

  접촉자 관리 개요

접촉자란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의미한다. 접촉자 유형은 역학조사

관이 역학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접촉자는 역학조사 외에 메르스 핫라인 또는 보건소로 신고·

접수한 사람들에서 추가적으로 발굴되기도 한다. 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표 3-6-1). 메르스 국내 유행 시 접촉자를 관리

함에 있어 접촉자 관리에 대한 주체는 실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3-6-1. 메르스 관리대상 접촉자 정의 및 관리 내용

구  분 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대  상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밀접접촉자)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였으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일상접촉자)

관  리

14일간 자택에 격리하며 증상 유무 확인 외출 가능하나 14일간 증상 유무 확인

•자가 격리 생활 수칙 안내, 통지서 발송

•격리 준수와 증상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증상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지  원

•온도계, 마스크 등 배부

•격리 물품과 의료서비스 지원

•요청 또는 필요 시 시설에 격리(지자체 확보)

•온도계, 마스크 등 배부

•기타 필요 사항 도움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015). 메르스(MERS) 대응 통합행정지침(1-2판). 

54)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에서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용어는 정의상 

혼동이 있다. 무증상 접촉자를 잠복기 동안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검역(quarantine)에 해당한다(천

병철, 2015).

접촉자 유형이 정해지면 보건소 일대일 밀착관리 담당자는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

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니터링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유한다. 모니터링은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이루어졌다.  

첫 번째 확진환자의 가족과 의료진 등 3명이 처음 자가 격리54) 대상자가 되었고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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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자 격리해제자(누적)

(단위: 명) 

그림 3-6-1. 메르스 관리대상 접촉자 및 격리 해제자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100명을 넘어 섰다.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 접촉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

여 6월 17일에 최고점인 6,729명을 기록하였다. 이후 신규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관리대상 

접촉자 수도 감소하였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추가된 7월 4일 이후 1,0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7월 27일 0명이 되었다. 총 누적 격리 해제자는 16,693명이었다(그림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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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관리대상 접촉자 여부와 메르스 발생 병원 별 확진환자 수

구분 계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기타

포함 105(56.8%) 15(41.7%) 45(50.0%) 13(92.9%) 9(81.8%) 23(67.6%)

미포함 80(43.2%) 21(58.3%) 45(50.0%) 1(7.1%) 2(18.2%) 11(32.4%)

계 185 36 90 14 11 34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접촉자 관리 확대 실시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직후 추가적인 감염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접촉자 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증상감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14일 동안 일일 2회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였다. 접촉자 모니터링 중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메르스 대응 지침 및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진료기관 또는 격리시설

로 이송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간 협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다가 감염이 확산되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확

대되었다. 그러나 접촉자를 관리하였음에도 당초 예상과 달리 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

고, 관리대상 접촉자가 아니었던 접촉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그 비율이 43.2%

에 이르렀다(표 3-6-2).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시시각각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접촉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새로운 방역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평택성

모병원 입퇴원 환자 전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기존의 감염병 방역조치보다 확대

된 접촉자 관리 방역조치들이 수행되었다. 지역사회 내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메르스 대응 

시기별 접촉자 관리 관련 주요 대응 조치는 <표 3-6-3>과 같이 점차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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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메르스 대응 시기별 접촉자 관리를 위한 주요 대응 조치

구분
메르스 접촉자 관리를 위한 대응 조치

접촉자 발견 및 관리 접촉자 관리 정보시스템 기    타

초기

대응

단계

5. 20.
~

6. 8.

• 첫 번째 환자와 밀접접촉  

의심자 전원 격리 조치 

(5. 19.~5. 21.)
• 평택성모병원 입·퇴원자  

및 접촉자 전수 재조사 및 

중동지역 입국자 모니터링

(5. 30.~)

• 접촉자 일일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대장 양식 제공 

(5. 23.)
• 수기로 관리 대장 작성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

본부)에 제출 

• 대응지침 수정 및 배포 :  

[3판], [3-1판](5. 25., 5. 26.)
• 메르스대책본부 보건복지부로 

이관·확대(5. 29.)
• 메르스 감염 의심자 자가  

신고를 위한 메르스 핫라인  

구축 및 운영(5. 30.~)

• 삼성서울병원 이용자 대상  

특별 모니터링(5. 27-29.)

• 자가 격리 대상자 출국 규제

(6. 1.~)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콜센터 활용한 

접촉자 전수 중앙 모니터링

(6. 2.~)
• 메르스 접촉자에 대한 일대일 

밀착담당지정제 실시(6. 5.~)
• 통신사, 금융감독원 등의  

빅데이터 활용한 관리대상 

접촉자 및 격리자 위치 확인 

시작(6. 8.~)

•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6. 3.)- 전담 입력팀  

신설(6. 4.)
• 메르스 접촉자 정보 의료기관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6. 6.~)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활용 

• 메르스 자가 격리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시군구 통계  

시스템 탑재(6. 8.~)

• 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시작(6. 3.~)
• 지방자치단체 자체 대응 :  

장덕마을 전면 통제 : 자가 

격리와 능동감시(6. 4~.)
• 관리대상 접촉자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서-보건소 핫라인 구

축(6. 8.)

적극

대응

단계

6. 9.
~

7. 27.

• 통자가 격리용 개인위생키트 

배포 시작(6. 10.~)
• 동탄성심병원, 건양대/대청병

원 접촉자 특별모니터링 

(6. 10.~)
• #76, #123, #14, #137, #138, 

#119, #143, #165  
접촉자 대상 특별 모니터링

(6. 17.~)
• 특정 기간 삼성서울병원  

외래 내원환자 전수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조치 요청 

(6. 18.~)

• DUR 통한 메르스 접촉자  

여부 확인 가능(6. 10.~)
• DUR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기관

에 중동 입국자 명단 제공 

(6. 18.~)
• 격리 유형(자가/병원 격리,  

능동감시) 조회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 개선(7. 1.)

• 전국 병원 폐렴환자 전수  

조사(6. 9.)
• 지방자치단체 자체 대응 :  

전남 보성군 주음마을 폐쇄 

(6. 10.)
• 메르스 격리자 및 유가족 심리

지원 실시, 병원 격리자  

가족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실시(6. 11.~)
• 보건소 업무에 군 인력 지원 

(성남 분당보건소, 대전 서구 

보건소, 6. 12.~)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6. 25.) :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근거 마련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

7. 28.
~

12. 23.

• 중동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지속 제공

• 정부 향후 조치 계획 발표 

(7. 28.) : 사실상 유행 종료

•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12. 2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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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관리 누락 사례

관리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열 번째 환자 중국 출국

첫 번째 확진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인 열 번째 환자는 5월 16일 평택성모병

원 8014호에 함께 체류하며 열 번째 환자를 간병하였고 세 번째 환자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

로 입원 시 동행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환자와 그의 딸인 네 번째 환자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 시 이러

한 접촉력을 파악하지 못하여 접촉자 관리대상에서 세 번째 환자의 아들이 누락되었다. 

5월 22일 그는 근육통으로 오산한국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체온은 37.7도 였다. 의료진

은 부친이 메르스 확진환자임을 알고 중국 출장 자제를 권유하였으나 출장 하루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중국 출장을 떠났고 5월 27일 발열과 오한 증세가 심해졌으며 5월 28일 혜주중심인민병원에 격리 입

원하여 치료 받았다. 이 과정 동안(5.20.~5.28.) 총 92명(자가 격리 대상 46명 포함)과 접촉하는 둥 타인

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었다.

자료  감사원. (2016). 감사 결과 보고서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p. 89-91.

6.2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초기 유입 단계(5. 20. ~ 5. 31.) : 방역조치의 혼선

2015년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첫 번째 확진환자가 증상이 발생한 5월 

11일 이후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 및 

가족 64명을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지침(2판)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격리하였다. 보

건소는 격리 조치된 접촉자들에 대해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수기로 작성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그러

나 확진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 또는 일상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 중 메르스 확진환

자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관리대상 밀접접촉자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촉자 관리 지침 변화

열 번째 확진환자 사례와 같이 관리대상 밀접접촉자에서 누락된 사람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져,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하여 대응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표 3-6-4).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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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접촉자 관리 관련 「메르스 대응지침」 수정·보완 사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

(2판, ’14. 12. 24.)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3판, ’15. 05. 25.)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3-1판, ’15. 05. 26.)

검역 및 접촉자 발열 기준

38℃ 이상

검역 및 접촉자 발열 기준

38℃ 이상

-  37.5 ~ 37.9일 경우 시간 간격 

으로 2회 측정

검역 및 접촉자 발열 기준

37.5℃ 이상

*  발열기준 확대로 적극적인 의심환자   

 및 접촉자 관리 추진

밀접접촉자 정의

• 확진 또는 의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

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

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일상접촉자 범위

• 밀접접촉자 이외에 의사·환

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밀접접촉자 정의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

갑,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 정의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

하지 않고 

-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 

 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접촉자 관리

• 유증상 밀접접촉자는 격리병상

으로 이송·격리

•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

• 일상접촉자는 격리가 필수적이

지 않으나 일일 능동감시는  

수행하여야 함

• 증상이 있는 일상접촉자는  

격리병상으로 이송

• 모니터링은 격리 5일, 10일,  

14일 세 번 시행

접촉자 관리

• 무증상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일일 2회  

능동모니터링(아침, 저녁 2회) :  

노출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

• 증상 발현시 국가지정입원처리 

병상으로 이송 조치

접촉자 관리

• 3판의 관리지침과 같음.  

단, 증상발현의 체온 기준이 

38℃ 이상에서 37.5℃로 하향

조정 

하여 접촉자의 범위를 넓혀 메르스의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

를 늘려 전파 가능성을 내재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보건소에서 접촉

자 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양식 또한 지침에 맞춰 <그림 3-6-2>와 같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대

응 초기에는 보고 양식이 수기로 작성하는 엑셀파일 형식이었다. 이로 인하여 정보 공유가 신속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접촉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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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메르스 접촉자 관리 수기 작성 보고양식의 변화

출처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2014).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지침 2판, p. 55.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3판).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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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확산 단계(6. 1. ~ 6. 8.) : 접촉자 관리 체계 구축

관리대상 접촉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대응 지침 내 관리

대상 메르스 접촉자의 기준은 완화되었고<표 3-6-4>, 메르스 대응체계가 중앙메르스관리대

책본부로 전환되면서 메르스 밀접접촉자 전수 재조사 및 중동 지역 입국자 모니터링을 실시

하는 등 메르스 접촉자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접촉자에서 누

락된 사람 중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로 진단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였다.

76 번째 환자의 밀접접촉자 누락 사례

76 번째 환자가 6월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머무를 때, 건너편 병상 환자의 요양보호사였

던 173 번째 환자와 6월 6일 76 번째 환자가 건국대학교병원 2일실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아들이었던 150 번째 환자를 역학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하여 자가 격리 대상

에서 누락되었다가 후에 메르스 확진환자로 진단 받았다. 173 번째 환자가 의심환자로 격리된 6월 

21일까지 17일 동안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었다. 

자료  감사원. (2016). 감사 결과 보고서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p. 93-96.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관리대상 접촉자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

소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접촉자의 절대적 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격

리자 생계 지원, 심리 지원 업무 등 메르스 유행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수록 보건소는 다양한 

업무를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접촉자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

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 접촉자 총괄관리팀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접촉자 관리를 위

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접촉자 관리의 효율성 향상

을 도모하였고, 접촉자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콜센터를 활용한 중

앙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 내에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탑재하여 접촉자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 공

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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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건복지부 공문(정보화담당관-4321). (2015. 6. 5.). 메르스 접촉자 관리 매뉴얼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활용

메르스의 급격한 확산 및 접촉자 관리체계를 강화화기 위해 보건소 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하여 격리자 및 이탈자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별 모니터링을 위하여 6월 2일 

접촉자 특별 모니터링 콜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하였으며, 6월 2일부터 메르스 접촉자 

전수에 대하여 메르스 증상 발현 유무 및 보건소 관리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관리대상 접촉자 일대일 밀착 관리 실시

관리대상 접촉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콜센터를 활용하여 접촉자 관리 체계를 이원화 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밀착 관리를 통한 접촉자 관리 강화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접촉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밀착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 방침을 강화하고 「메르스 접촉자 관리 매뉴얼」을 시도에 배포하였다(그림 3-6-3).55) <그림 

3-6-4>는 보건소 중심 접촉자 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3-6-3. 메르스 접촉자 관리 방법 변화 

종전(6월 2일 ~ 6월 4일)

관리체계 이원화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의 전화 

모니터링 → 필요 시 보건소의 현장 방문 등 조치

개편안(6월 5일 ~)

관리체계 일원화

• 접촉자별 보건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1:1 밀착관리 

: 모니터링 결과 시도 대책본부에 보고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015). 메르스 접촉자 관리 매뉴얼.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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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보건소 중심 메르스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흐름도

출처   대구광역시. (2015). 메르스 백서 : 대구광역시 메르스 유행과 대응의 기록과 반성. p 44.

증상(+)

* 밀접접촉자가 최대잠복기 이후에 증상발현으로 의심환자가 된 경우는 1, 2차 음성이면 격리 해제

잠복기 시작

(노출 시점)

잠복기 종료

(최대 14일)

치료종료 시 잠복기 관계없이 해제

(입원해제 : 증상소실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해제

해제

해제

해제

치료종료 후 

해제

확진환자

무증상

1차
검사

2차검사

(확진검사)
확진환자

치료종료 후 

해제

조치없음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2차검사

(확진검사)
증상(-)

해제

증상발현

(의심환자)

증상(+)
최대잠복기까지 
병원/시설격리

해제

해제

최대잠복기까지 
본인(자가)격리

증상(-)

최대잠복기까지 
병원/시설격리

최대잠복기까지 
본인(자가)격리

* 의심환자가 확진 판정 : 14일간 자가격리

*  의심환자가 1, 2차 검사 음성 & 증상(-) : 자가격리 즉시 해제

*  의심환자가 1, 2차 검사 음성 & 증상(+) : 최대잠복기까지 능동감시

확진환자

일상접촉자 무증상

증상발현 시 의심환자로 분류 조치 해제

능동감시

양성

양성양성

음성

음성

일상접촉

일상접촉

자가격리

본인자가격리

병원/시설

격리

일상접촉자  

가족 등 접촉자 

(밀접/일상)

능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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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메르스 대응 초기에 접촉자 관리 현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

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의 정확도가 떨어져 접촉자 관리의 한

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접촉자 현황 정보에 필수정보(개인식별정보, 최종 접촉일 등)가 누락되

어 접촉자의 격리 기간 설정과 모니터링 범위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실시간 자료 입력·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학조사관, 

대책본부 내 각 부서, 질병관리본부, 일선 보건소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2015

년 6월 1일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확진환자의 접촉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입력 항목을 구성하였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월 3일 시스

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촉자 정보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접촉자 정보 및 모니터링 정보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본 인적

사항, 접촉장소, 격리 형태 등 접촉자 관련 사항 및 일자별 발열·호흡기 증상 등 모니터링 결과 

입력이 가능하였다. 시스템을 통한 정보는 출국 금지 및 항공기 탑승 제한 요청, 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 현황 확인 자료 등으로 활용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당시에는 접촉자 등록을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서 하도록 하였으나,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해 6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과 장소를 활용하여 조직한 자

그림 3-6-5.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화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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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질 관리팀이 담당하였다. 역학조사팀 및 병원별 즉각대응팀, 이슈관리팀, 시도, 시·군·

구 보건소 등에서 접촉자 자료를 자료 질 관리팀으로 보내 등록을 요청하면, 자료 질 관리팀

은 이를 검토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등록 요청 당일에 입력하였다. 지

방자치단체의 해당 보건소 접촉자 관리 담당자는 접촉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후 통합정보

시스템에 모니터링 결과를 입력하였다.

  메르스 접촉자 조회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메르스 접촉력 또는 메르스 접촉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회 시스

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구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팝

업창을 통하여 바로 접속이 가능하였고 <그림 3-6-6>과 같은 흐름으로 조회가 가능하였다. 

이 시스템에 접촉하는 건수는 일일상황 보고 내에 포함되었다.

그림 3-6-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메르스 접촉자 조회 시스템

① 의료기관

③ 메르스 대상자 조회 사이트 접속④ 성명 또는 주민번호 조회⑤ 메르스 대상 조회

② 공단홈페이지 ‘법인인증서’를 통한 정보마당 접속

ⓐ 접촉여부  ⓑ 노출의료기관  ⓒ 최종접촉일  ⓓ 격리해제일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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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대구광역시의 자가 격리자 지원 체계

직접지원               

간접지원 및 행정지휘

자가격리 대상자

결과보고

구·군

복지정책관

• 구·군별 긴급생계비 예산 지원

(적십자)

•구·군별 생활필수품 수요파악

심
리

치
료

지
원

비
 신

청

보건건강과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

•심리지원(권역 정신건강 증진센터)

안전총괄과

•자가격리자 1:1 지원관리

- 관계카드 작성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결과 확인

구·군

•긴급생계비 전달

•생활필수품 전달

보건소

•1:1 전담지원 관리

-  1일 2회 이상 전화 관리, 건강 

 체크, 심리적 안정유지

•의료서비스 지원, 의약품 전달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동의 권유

•처방약 전달

관련기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 서비스 알림문자 전송

- 전화, 방문을 통한 심리평가

- 사후관리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연계

종합대책본부

시장 전수전화 격려

처
방

전
 전

달

출처  대구광역시. (2015). 메르스 백서 : 대구광역시 메르스 유행과 대응의 기록과 반성. p. 49.

대구광역시

  자가 격리자와 격리 가구 지원 체계 확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15년 6월 3일 격리 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적십자에 협조를 구하여 격리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지원하였고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격리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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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 범정부적 접촉자 관리 체계 구축

  대책본부 내 접촉자 관리 부서 확대

메르스 접촉자 범위 확대 등의 적극적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메르스 접촉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8

일, 무단이탈하는 자가 격리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격리 대상자의 파악을 위하여 현장관리반 내

에 위치관리팀을 설치하였다. 또한 6월 13일에는 현장관리반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한 조직이었던 

접촉자 총괄 관리팀과 위치관리팀을 접촉자 모니터링반으로 확대·개편하였다(그림 3-6-8).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중심의 접촉자 관리 확대

접촉자 관리 초기에는 관리 결과를 오프라인으로 보고하였으나 6월 3일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PHIS)을 활용한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병의원에서 접촉자 관련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활용하여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등의 메르스 접촉자 관리를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를 구축 및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방역 당국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6-8.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현장점검반

(5. 29.)
현장점검반

(6. 3.)
현장점검반

(6. 8.)
접촉자 모니터링반

(6. 13. 신설)

•역학 조사팀

•현장 조사팀

•진단 검사팀

• 접촉자 통합  

관리팀(신설)

•역학 조사팀

•현장 조사팀

•진단 검사팀

• 접촉자 통합 관리팀

•역학 조사팀

•위치 관리팀(신설)

•현장 조사팀

•진단 검사팀

• 모니터링 총괄팀

• 현장 이슈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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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메르스 접촉자 관리 흐름

격리해제 안내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대응 통합행정지침 1-2판. p. 33.

관리 대상 결정

시스템 조회

접촉자 방문

최초(자가격리) +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매일 2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

매일 2회 시스템 직접입력

접촉자 - 담당자 매칭

시스템 입력

메르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접촉자 관리

메르스 확진환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감염 위험성을 사전 파악하고 관리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소 중심의 접촉자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다. 즉, 보건소 중심 모니터링은 접촉자 관리 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보건소 중심 접촉자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3-6-9>과 같았다. 우선 매일 오전 통합정보시

스템에 접속하여 시·군·구·별 신규 접촉자를 확인하고, 접촉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이후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최초 자가 격리 시 방문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하

면 가구를 방문하여 격리 통보서와 자가 격리 생활 수칙을 전달하고, 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이때 보건소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 등 유증상일 경우를 대비하

여 개인보호장구를 지참하도록 하였다.

능동감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1일 2회 실시되었다. 보

건소 담당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현장 출동하

여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격리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 하에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자가 복귀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인 이탈이나 복귀 거부 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는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었다. <그림 3-6-10>은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보여준다.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집중관리병원 내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격리자의 정보도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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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와 대응지침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집중관리병원

그림 3-6-10.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흐름도

집중관리병원

보건소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 자료질관리팀

중앙 역학조사반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

통계자료 다운로드

신규 접촉자

격리 통지서

통보

모니터링

격리자 현황제출

모니터링 결과 보고

결과 입력

병원 격리자 현황 제출

이메일 송부

지역사회 신규 접촉자

등록 자료 제출

접촉자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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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자 명단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시·군·구별 접촉자 및 격리자 현황과 접촉자 모니터링 실적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하였다(그림 3-6-11).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촉자 정보 

공유가 필수인 여러 유관  기관에게 접촉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가 용이해졌다. 

6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메르스 접촉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구축한 것에 이어 6월 10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

하여 의심환자 내원 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3-6-12). 6월 12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격리자 진료 여부 파악도 가능하게 되었다.

메르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관리함에 있어 접촉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위

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경찰청, 통신업체와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하여 접촉자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메르스 국외 전파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 국토교통

부, 해양수산부 등과 연계하여 출국 금지, 항공기 및 여객선 탑승을 제한하였다.

그림 3-6-11. 시·군·구 접촉자 관리 현황 통계 산출 시스템 구축 화면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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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리대상자 특별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한 특별모니터링은 주요 관리대상 병원(평택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및 주요 환자(#76, #123, #170, #173 등) 관련 접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였다. 한편 요양 기관 이용 현황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격리 미 준수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철저한 관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접촉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3-6-12.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한 접촉자 확인 시스템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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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특별 모니터링 현황 및 결과

일자 구분 총계 이상무
이상징후 상담불능 등 

(입원, 부재 등)발열 등 기침 등 기타

6/9 삼성서울병원 1,086 739 4 7 3 333
6/10 삼성서울병원 1,054 888 2 7 2 26
6/11 삼성서울, 동탄성심, 건양대, 대청 1,946 383 8 13 6 365
6/12 삼성서울병원 등 2,507 1,052 6 25 7 912
6/13 삼성서울병원 등 3,097 1,632 13 23 11 1,281
6/14 삼성서울병원 등 2.770 734 11 17 3 1,194
6/15 삼성서울병원 등 2,876 515 7 9 10 2,335
6/16 #76, #123 695 585 5 6 3 96

6/17~18 #14, #36, #118, #137, #138 3,265 2,175 11 34 14 1,015
6/19 #118, #137 등 540 252 4 7 1 217
6/20 #137 부재자 등 420 308 4 2 2 104
6/21 #76, #119, #143, #165 2,104 1,183 9 15 4 464
6/22 #76, #119, #143, #165 464 236 2 4 1 221
6/23 #76, #170 292 186 4 102
6/24 #170, #173 1,062 666 8 2 7 379
6/25 #170, #173 452 264 4 6 178
6/26 #170, #173 4,673 2,873 21 75 12 1,692
6/27 #170, #173 1,098 529 6 15 15 545
6/28 #170, #173 146 81 2 63
6/29 #170, #173 (누적) 7,311 4,964 26 119 39 2,163
6/30 #170, #173 (누적) 8,009 5,647 39 114 42 2,167
7/1 #170, #173 309 184 1 1 123
7/2 #170, #173 81 58 23
7/3 #170, #173 33 26 7
7/4 #170, #173 33 26 7
7/5 자가격리자 678 466 4 2 206
7/6 자가격리자 664 506 5 1 152
7/7 자가격리자 481 380 1 5 1 92
7/8 자가격리자 643 514 4 3 122
7/9 자가격리자 593 498 2 93

7/10 자가격리자 495 418 2 75
7/11 자가격리자 447 368 1 1 1 76
7/12 자가격리자 420 321 1 98
7/13 자가격리자 405 322 1 82
7/14 자가격리자 371 293 1 77
7/15 자가격리자 292 236 56
7/16 자가격리자 232 189 1 42
7/17 자가격리자 135 103 32
7/18 자가격리자 82 66 16
7/19 자가격리자 53 45 8
7/20 자가격리자 7 6 1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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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전남 보성군 주음마을 통제 초소와 마을 소독 현장

출처   보성군.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대응 : 「보성군 메르스 대책」운영백서. p. 136.

서울시는 6월 4일 35번 환자의 동선을 자체적으로 공개하면서 6월 3일 35번 환자가 참석했

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565명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14일간 능동감시를 시행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중앙정부는 전체 

참석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감시 대상자 중에서 메르스 감염 확진환

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56)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board/view.sunchang?menuCd=DOM_000000107001002001&boardId= 

BBS_0000069&dataSid=42547에서 2016. 1. 15. 인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대응 : 중앙 정부와 엇박자

마을 전체 폐쇄와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 대한 조치

전라북도 순창군은 6월 4일 의심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환자를 전북대병원으로 후송 조치 

후, 1차 양성 판정이 나오자(#31) 2015년 6월 4일 밤 11시 30분부터 경찰서 협조를 받아 마을 

진입로를 통제하였다.56) 총 73가구 136명 중 62가구 102명이 자가 격리 대상자였고 나머지 

주민은 일상접촉자로 능동감시 대상자였다. 잠복기 14일 후인 6월 18일까지 장덕마을 주민 

중에서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라남도 보성군 주민 중에서도 6월 8일에 증상이 발생

한 메르스 의심환자가 6월 10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113). 이에 전라남도는 확진환자가 거

주하던 보성군 주음마을을 전면 통제(17가구 31명)하기로 결정하고 환자가 다니던 직장을 폐

쇄하였으며 직장 동료 40인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대 잠복기인 14일 

후인 6월 22일까지 전북 순창군과 마찬가지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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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메르스 관련 기관 및 부처 협조와 정보 공유 내용

구분 협조 및 정보공유 목적 협조 및 정보제공 내용

교육부 메르스 격리자 중 학생 및 교직원 파악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교육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

국방부

(병무청)
병역 내 메르스 확산 방지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병무청 | 입소 연기 통보 등

법무부 메르스 국외 외출 방지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법무부 | 출국 금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자가격리자의 국내 이동 제한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국토부 | 국내선 탑승 제한

해수부 | 연안 여객선 탑승 제한

경찰청 메르스 접촉자 신상 조사 및 현장 대응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현황

행정자치부

• 메르스 접촉자 관리 시스템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지방자치단체 1:1 접촉자 밀착관리 시스템 구동

행자부 | 정확한 주민등록 번호 제공

기획재정부 접촉자 경제적 지원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국세청 국세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국민안전처 메르스 접촉자에 대한 119구급활동 및 이송업무 목적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외교부 해외체류자 중 접촉자 관리 복지부 | 메르스 접촉자 명단

  관계 기관 및 부처 협조와 정보 공유

메르스 국내외 확산·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

밀접접촉자가 격리 지역 이동, 출국 함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 기

간 중 관계 기관 정보 공유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6월 8일부터 진료 및 각종 시험 및 행사 

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및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권한을 요청 기관(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 국세청, 교육부, 병무청, 국민안전처 등)에 부여하였다. 

정보 공유는 접촉자 정보 제공 및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권한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회 권한 부여는 국가시험, 법무부 신규 수용자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특

정일(예, 시험 당일 등)로 기간을 지정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다.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제3호이며, 행정자치부는 당해 조문에 따라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기타 관련부처와의 정보 공유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표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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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협조 통한 격리자 소재 확인

메르스 접촉자의 모니터링 초기에는 격리자의 비협조, 기관 간 격리자 정보 공유 부재 등 사

전  협조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격리자 무단이탈 또는 관리대상자의 소재 불명 시 즉각적

인 현장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협조를 통하여 

부재자 및 결번자에 대한 소재 및 증상 파악에 착수하였다. 2015년 6월 7일 메르스 접촉자 중 

연락 불능자에 대한 경찰청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고, 6월 8일 경찰서와 보건소 간 핫라인을 구

축하여 연락 불능자에 대한 보건소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250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였다. 즉, 경찰청은 자가 격리 이탈자 등의 

소재지 파악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과거 이동 경로 조사를 통한 

역학조사 지원 및 이동 경로 내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개인정보 파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

며, 동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1. 7. 시행)」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접촉자 출국 금지 및 항공기 등 탑승 제한

방역망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열 번째 확진환자와 같은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밀접접촉자들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 밀접접촉자가 

출국 또는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 기간 중 출국 금지 

경찰 광역 수사대 협조를 통한 격리 이탈자 신병 확보 사례

⊙ 당진시(1명) : 평택에서 찾아 평택 보건소로 인계

- 당진에서 타지로 3년 전 이사하였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음

⊙ 보령시(2명)

- 보령시(주소지) 1명은 보령 시내에서 찾아 재격리 조치

- 광주광역시에서 발견한 1명은 광주광역시 관할 보건소로 이송 후 격리 조치

⊙ 부여군(1명) : 6월 2일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 간의 기록.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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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board/view.sunchang?menuCd=DOM_000000107001002001&boardId= 

BBS_0000069&dataSid=42547에서 2016. 1. 15. 인출

등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5년 6월 1일부터 자가 격리자의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

졌으며 6월 23일부터는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이 시행되었고 6월 26

일부터는 여객선 탑승 제한이 이루어졌다. 출국 금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법무부에 

자가 격리자 명단 등 송부하여 출국 금지 실시를 요청(모니터링팀→검역관리팀→법무부)하였으

며, 탑승 제한은 국내선 항공기 및 연안여객선 탑승을 제한하여 자가 격리자의 지역 이동을 방

지하여 메르스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접촉자 위치 확인 및 관리

접촉자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서 위치 확인 또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국토교통부, 방송통신

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에 대한 후속 조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밀접접촉자 등을 신속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면접을 통한 역학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자가 격리 중이던 밀접접촉자들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문제들이 발

생하여 자가 격리자 관리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2015년 6월 7일 메르스 격리자 위치확인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총리대행 브리핑(휴대폰 위치 확인 방안 도입 포함)을 계기

로 휴대폰 등을 활용한 위치 정보 확인 업무가 착수되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 위치관리팀은 6월 8일 신설되었으며, 3개 이동통신사 및 금용감독

원 파견 인력 등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통신사 등의 위치 정보 회신 결과를 역학조사 결과와 대

조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보완하였으며, 과거 이동 경로, 장소 등 신원 확인 요청 접수 시 이통사 

및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협조 통해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팀에 제공하였다. 

개인정보 활용 등 휴대폰 위치 확인의 법적 근거는 당사자의 동의(「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또

는 동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57)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

기 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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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지방자치단체 백서 발간 : 자체평가와 반성

메르스 유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백서 발간 작업을 시작하였다. 

발간 또는 배포된 지방자치단체 백서는 다음 표와 같다(표 3-6-7). 각 백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 향후 발전 방향,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표 3-6-7.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가 발간한 메르스 백서 목록

구분 발간처 발간 연도 제목

광역

(8)

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

대구광역시 2015 메르스 백서 : 대구광역시 메르스 유행과 대응의 기록과 반성

대전광역시 2016 대전광역시 중동호흡기증후군 백서

인천광역시 2016 메르스(MERS) 백서 : 감염병은 계속 진행 중이다.

경기도 2015
경기도 메르스 백서 메르스 인사이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라남도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백서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간의 기록

제주특별자치시 2015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개선방안

기초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메르스 69일간의 기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간예정 강동구 메르스 백서

경기도 수원시 2015 메르스 일성록

경기도 부천시 2015 부천시 메르스 대응 30일 :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백서

경기도 평택시 2015
평택, 메르스를 넘어 희망을 쓰다 : 

환자 발생부터 종식 선언까지 62일, 그날의 기록

경기도 김포시 2015 2015 메르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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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12)

경상북도 경주시 2015 메르스(MERS) 백서

경상남도 창원시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 백서

전라북도 익산시 2015 메르스 백서

전라북도 순창군 2015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백서

전라남도 보성군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대응

「보성군 메르스 대책」 운영 백서 

충청북도 옥천군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시민

단체

(2)

대한적십자사

메르스 긴급대응본부
2016 대한적십자사 긴급대응 활동 종합보고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2016 인권중심의 위기대응 :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주. 1)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부천시 백서는 책자 형태로 발간된 것이 아니고 자체 보고서 형태로 배포된 것임임

 2)  경상남도 창원시는 책자 형태의 백서 발간을 보도기사(사진 포함)로 통해 알 수 있었고 전라북도 익산시 백서는 보도기사를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백서명과 발간형태를 알 수 없었음 

  그 외 백서는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에서 직접 확인하여 위의 표를 작성하였음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2015년 7월 27일 관리대상인 자가 격리자 수가 0이 되면서 메르스 유행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으나 정식 메르스 유행 종료 선언은 12월 23일 마지막 환자가 사망한 후 14일이 지난 후 

진행되었다. 7월 30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해산하고 메르스 후속 조치 추진단이 꾸려

졌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메르스 유행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개편방안 과제 중 접촉자 관리 관련하여 추진 중인 과제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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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메르스 접촉자 관리 관련하여 언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감사원 등은 

메르스 접촉자 관리 관련를 위한 접촉자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주로 지

적하였다. 즉, 접촉자 선정 기준이 메르스 대응 초기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접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역학조사관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주요 평가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적 사항과 동시에 접촉자 관리 관련한 권고 의견도 있었는데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국내 메르스 유행의 특징이 병원 내 감염과 전파라고 평가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철저하게 관리대상 접촉자를 조기에 찾아

표 3-6-8.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내 접촉자 관리 관련 과제 내용

중점 과제 내                         용

위험국가 입국 후 

모니터링 실시

사후검역 

- 위험국가 입국자는 보건소에서 잠복기간 사후 모니터링

스마트검역

-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조기예측  → 진단 → 관리 등  

 전 과정, 쌍방향의 정보수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

- 신종감염병 종류별로 특성, 대응요령 등 상세한 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 군대, 복지시설 등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훈련실시 

- 을지훈련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 대규모 실전훈련 주기적 실시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격리시설

-  중앙 및 17개 시도 별로 접촉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신종감염병  

  발생시 즉시 활용(감염병예방법 개정) 

•공공연수시설* 중심으로 지정하고 실전 

•훈련 등 대비 * 중앙 자활연수원, 건강보험인재개발원, 시도 공무원연수원 등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종합 관리  

* 중앙 및 지자체 공동 사용, 신종감염병 발생시 격리자 관리 활용

• 의료기관의 격리자 사전검색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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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메르스 접촉자 범위 설정 관련 지적 내용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와 감사원 감사 결과

•  방역 당국의 메르스 질환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오판으로 관리대상 접촉자 설정 기준을 협소하게  

설정함으로(2미터 1시간) 인하여 초기 대응 부실 초래

•  메르스 확진환자의 기동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와병 상태일 것으로 가정한 초기 역학조사 결과로 

인하여 관리대상 메르스 접촉자 누락

⊙ 국내 메르스 확산 요인과 접촉자 관리 관련 외부 평가 내용

-  한국-WHO 메르스 합동 평가단은 국내 메르스 유행 초기 확산이 병원의 응급실 혼잡과 다인

병실 구조, 닥터 쇼핑과 병문안 문화에 따른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통제 조치가 미흡하여 확산 된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병원 내 감염과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접촉력을 철저히 문진하여 조기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내고 격리 대상자의 경우 철저하게 이동 여부를 감시하고 국외 유출 차단을 위한 관리도 권고

하였다. 이에 대책본부는 관리대상 접촉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접촉자 관리를 위한 부서 확

대·신설, 접촉자 관리를 위한 상세 매뉴얼 마련,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접촉자 정보 

공유 등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하여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철저한 접촉

자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경찰청, 이동통신사, 금융사 등의 협조를 구하여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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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병원집중관리팀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요약

메르스 확진환자 및 격리자 수가 많은 병원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메르스대책관리본부에 병

원집중관리팀을 신설하였고, 6월 15일까지 13개 병원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13개 

병원은 환자발생으로 환자가 격리되거나 폐쇄가 시작된 날짜가 5월 20일부터 6월까지 다양

하였으며, 관리를 시작한 당시에 폐쇄 유형도 전체 폐쇄(평택성모병원, 메디힐병원(서울) 등), 

부분 폐쇄(삼성서울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격리 방법도 코호트 격리

와 1인 격리, 양자의 병행이 사용되었다. 이후 3개 병원(카이저병원(구리), 한림대학교 강동성

심병원, 강원도강릉의료원)이 추가되어 총 16개 병원이 관리 대상이 되었다. 집중관리병원에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에 기반한 감염경로 차단과 격리자 통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병원으로부터 매일 18시 기준으로 격리 현황과 주요 조치 사항 등을 보

고받고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상황 파악과 전체적인 관리 방향, 전략을 수립하였다. 

집중관리병원의 메르스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부와 전문가 간 협조 체계 

구축, 현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적절한 지시와 조치 시행, 정부와 민간병원 간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집중관리병원들은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병원 내 대상자가 모두 격리 해제되면 집중 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었는데, 삼성서울병원이 7월 20일 해제되면서 모든 집중관리병원이 해제되었다. 해

제 이후 각 병원은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재게하였다.

7. 집중관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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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환자가 경유한 병원에 질병관리본부 담당과에

서 인력이 파견되어,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5월 28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확진환자와 다

른 병실에 있었던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인지되고,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다수의 환자들이 

평택성모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앙메르스관

리대책본부가 구성된 후, 5월 30~31일 평택지역 관리 대상에 굿모닝병원(평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추가되었다. 5월 30일 평택지역 관리 거점이 평택성모병원에서 평택시 보건

소로 변경되었다.

대전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6월 2일 대전지역 관리를 위한 인력이 파견되어 

대청병원 및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관리가 시작되었다. 6월 6일 대청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굿

모닝병원(평택) 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중소병원, 특히 감염 내과, 

감염 관리실이 없는 병원의 감염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6월 7일부터 메

르스 환자 발생이 서울, 충남, 경남, 부산으로 확대되었다.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전담팀이 

배치되었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에 관리 인력이 파견되었다.

7.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메르스 초기 대응은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예 : 평택 사례)였으나, 환자가 타 병원을 경

유하면서 첫 번째와 14 번째 환자 사례와 같은 슈퍼전파사건(Super-Spreading Event, SSE)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중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병원 내 감염’을 통한 전파 확

산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별 조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6

월 중순 이후 집중관리병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다. 

6월 8일 즉각대응팀이 공식적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9일 메디힐병원(서울), 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 시작으로 병원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도 평가, 격리 구역 설정, 접촉자 분류 등 즉각대

응팀 활동을 시작하였다. 6월 10일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이 배포되었다. 6월 10

일, 11일 아산충무병원과 창원S&K병원에, 6월 13일 좋은강안병원(부산)에 관리 인력이 파견되

었다. 집중관리병원에 대한 현장관리 업무 내용과 절차는(표 3-7-1), (그림 3-7-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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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집중관리병원 현장관리 업무 내용

구    분 현 장 관 리  업 무  내 용

격리 범위 결정
위험도 평가(환자의 감염력·활동성·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

(병동, 층, 병실 등) 설정

격리 방법 결정
확진환자가 체류한 장소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1인 격리, 코호트 구역 격리)

폐쇄 결정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즉각대응팀에서 병원 폐쇄(일부/전체)를 

권고, 병원에서 폐쇄 여부 결정

격리자 관리

환자 중 접촉자는 원내 격리 대상으로 엄격(일반 마스크 착용(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1인실 격리), 발열·호흡기증상 여부 매일 모니터링) 관리(퇴원·자가 격리는 원칙

적으로 금지), 의료진/직원 접촉자는 접촉 강도에 따라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실시

(반드시 개인 보호장구(N95 마스크, 누보호장비, 긴소매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하고 격리 

구역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 해당 병동 외 환자진료는 최소화)

감염 관리
격리된 구역의 감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오염 구역 소독 실시, 

의료진 대상 감염 관리 교육 실시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병원집중관리팀 내부 자료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한 지역 단위 관리에서 중앙에서 병원을 직접 관리하는 대응 체계

로 이행됨에 따라 6월 13일 ‘병원’을 거점으로 감염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병원집중관리팀을 신

설하였다. 병원집중관리팀 신설 이후 사안 발생 시 병원별 담당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고 중앙-병원 현장 간 원활한 상황 관리와 의사소통

을 통해 병원별 대응 수준과 조치사항을 상시 공유하고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병원집중관리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현장에 파견된 인력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

통이었으며, 팀 신설 이후 최초 며칠은 관련 용어(격리의 개념과 범위 등)의 정의와 통일, 브리

핑 시에 공개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담보 등의 기본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리고 현장파견팀의 인력, 장비 등 지원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이 기본 역할이었다. 확진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던 6월에는 현장에 인력 파견이 원활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급한 경우에는 병원집중관리팀 팀원이 환자가 발생한 병원으로 급파

되기도 하였다.  

6월 15일 13개 병원이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되었는데, 집중관리병원에는 즉각대응팀과 즉

각이행팀이 파견되어 환자, 의료진, 병원직원 격리, 메르스 비노출자 이송,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으로부터 매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격리 현황과 주요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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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집중관리병원 현장관리 업무 절차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병원집중관리팀 내부 자료

수행주체 비      고업   무   단   계

담당 즉각대응팀원 및 

즉각이행팀원 현장 파견

즉각대응팀 권고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

확진환자의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병원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

의료진 및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실시, 소독·청소 등 철저

의료기관과 관련한 격리대상자가 없고, 

격리구역에 대한 소독 완료,  

감염 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즉각대응팀 집중관리병원 선정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격리 범위 및 방법 결정

집중관리병원 해제

병원 폐쇄(전체/일부) 조치

집중관리병원·병원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집중관리병원 해제를 위한 세부사항 점검

의료진 등 직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검사 실시

병원폐쇄(전체/일부) 해제 조치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진료재개 여부 결정

(확진환자 발생) 

병원

시도 및 시·군·구

집중관리병원

시도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시도 및 시·군·구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병원집중관리팀

시도 및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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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략을 수립하였다. 6월 16일 집중관리병원에 대한 최초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 및 지침 관련 개선사항 등을 병원집중관리팀을 매개로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에 요구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6월 16일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집중

관리병원」으로 관리’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집중관리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표 

3-7-2), 13개 집중관리병원 목록을 공개하였다.

표 3-7-2. 집중관리병원에 대한 방역당국의 첫 보도자료 내용

확진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

보건복지부 현장지원인력 파견하여 격리해제 시까지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내 추가적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15.6.15. 기준 83개 기관) 중 확진환자·격

리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들을 「집중관리병원」(누적 13개 기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집중관리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수의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

비·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   「집중관리병원」에는 보건복지부 현장지원인력이 구성·파견되어, 확진환자가 체류한 장소, 동선 특징, 의

료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 코호트 격리 등 관리(격리)방식을 결정하고, 격리자가 전원 격리 해제될 때까지 집

중 관리된다. 

*   1인 격리 : 접촉 환자를 1인 병실 등으로 엄격히 격리하고 의료진, 보호자 등은 보호구, 가운 등을 착용하고 출입, 

접촉 환자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

*  코호트 격리 :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소 병동 또는 층 단위로 설정

하여 관련 구역 내 접촉자 전체를 격리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 시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  “현재 13개 「집중관리병원」외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15.6.15. 기준 83개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2015. 6. 16). 확진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

6월 20일 즉각대응팀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즉각대응팀의 조치 권고를 받아 실행하

는 즉각이행팀(현장 관리인력)이 개념화되었다. 6월 21일 카이저병원(구리), 6월 22일 한림

대학교 강동성심병원, 6월 23일 강원도강릉의료원이 집중관리병원으로 추가되어 총 16개 병

원이 집중관리병원으로 관리되었다. 평택성모병원과 카이저병원(구리)을 제외한 14개 병원에 

코호트 격리가 실시되었고,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등은 1인 격리가 병행되었으며, 일부 병

원에서는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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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집중관리병원 일일보고, 서울시 메르스 방역 대책 백서 p. 50-5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6. 15.)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재활병원인 카이저병원(구리)은 복합 상가 건물에 위치하여 코호트 격리가 의미가 없어 환

자와 보호자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

였고, 병원이 7월 5일 격리에서 해제된 후 구리시로 재이송하여 카이저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메르스 감염 고위험군인 투석환자의 감염 예

방이 문제가 되었다. 외래 투석환자에 대해 전원 입원 조치 및 1인 격리를 추진하였으며, 격리

를 기피하는 일부 환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입원시켰다. 또한 격리된 환자의 투석을 위한 장비

와 인력이 지원되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14 번째 환자가 확진된 이후 계속적으로 환자, 의료진 등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였고, 6월 

13일부터 즉각대응팀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환자 병동 근무자와 

일반환자 병동 근무자를 구분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6월 14일 부분 폐쇄를 결정하여 입

원환자 치료 및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환자 치료는 지속하고 일반 외래 환자

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6월 15일 민간 전문가, 보건복지부 방역관, 역학조사

관 등으로 구성된 메르스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시켜 병원의 역학조사

와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방역 관리 점검·조사단’도 파견해 민관 합동 즉각대응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7월 20일 부

분 폐쇄가 해제되었다.58)  

확진환자의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격리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집중

관리병원 조치가 해제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의료진 및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실시, 소독·청소 등 철저) 하

였으며, 시도에서 의료기관과 관련한 격리 대상자가 없고, 지침에 따른 격리 구역에 대한 소

독 완료 및 감염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하였다. 

6월 23일 메디힐병원, 을지대학교병원이 격리 해제되었고, 6월 26일 대청병원과 건양대학

교병원이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되었다. 6월 28일 격리 해제 기준, 사후 관리 방안, 집중관리

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이 명시된 집중관리병원 업무절차가 메르스 대응 통합행정

지침에 반영되었다. 7월 20일 삼성서울병원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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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집중관리병원별 격리기간 및 격리방법

연번 병원명
집중관리병원

격리 시작일~해제일

격리 방법

1인 격리 코호트 격리

1 평택성모병원 5.20.~5.29.

2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5.31.~6.15. ◯ 

3 을지대학교병원(대전) 6.9.~6.23. ◯

4 메디힐병원(서울) 6.9.~6.23. ◯

5 굿모닝병원(평택) 5.30.~6.23. ◯ ◯

6 창원S&K병원 6.11.~6.25. ◯

7 건양대학교병원 6.12.~6.26. ◯

8 대청병원 6.2.~6.26. ◯

9 좋은강안병원(부산) 6.12.~6.27. ◯ ◯

10 아산충무병원 6.10.~7.2. ◯ ◯

11 카이저병원(구리) 6.21.~7.5.

12 건국대학교병원 6.7.~7.6. ◯ ◯

13 강원도강릉의료원 6.23.~7.6 ◯ ◯

14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6.22.~7.7. ◯ ◯

15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6.7.~7.11. ◯ ◯

16 삼성서울병원 5.31.~7.20. ◯ ◯

주.  해제일 기준으로 순번을 정리함. 집중관리병원 격리 시작일과 해제일은 집중관리병원 격리 현황 일일 보고 등에 근거하였음. 

격리 해제일은 당일 0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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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충무병원59)

A(#119) 환자는 폐렴 증상으로 6월 5-9일 아산충무병원에 입원하였으며, 6월 9일 단국대

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전원되어 6월 10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메르스 확진에 따

라 환자가 거쳐 간 아산충무병원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역학조사 과정 중 일부 환자들

이 퇴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역학조사 후 119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7층 병동과 7층에 있던 

일부 환자들이 이동한 6층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다. 119 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 또한, 7층 병동에 코호트 격리되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였다. 6월 17일 의료진 1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어 즉각대응팀과 시도관계자 등의 

대책 회의를 통해 코호트 격리자 전원에 대한 1인 1실 격리를 결정하고, 3층부터 7층까지 1인 

1실로 격리하고 응급실과 외래를 폐쇄하였다. 1인 1실 격리를 위해 기존 환자들을 다른 병원

으로 전원하였는데, 일부 환자들은 전원할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7월 2일 0시 기

준으로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60)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병원 출입구에서 직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검

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기순환 방법을 실외 공기 100% 유입식에서 실내 공기 100% 배출식으

로 전환하였다. 6월 6일 응급센터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 진료를 시작하였고, 6월 15일부

터 병동 방문객을 제한하고,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였다.  

B(#173) 환자는 K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76 번째 환자와 접촉하였으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자가 격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8일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외래 방문 

후 입원하였고, 6월 22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6월 22일 환자 확진 전 외래 소개를 시

작으로 병동(10병동)과 외과계중환자실(Surgical Intensive Care Unit, SICU)를 봉쇄하고, 

고위험 접촉 환자 및 의료진을 격리하였으며, 외래부 전 층을 환경 소독하였다. 6월 24일까지 

10병동 환자 전체와 고위험 접촉 의료진에 대해 1인 1실 격리를 완료하였고 외래부 전체를 2

차 환경소독하였다. 7월 5일까지 전체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및 증상을 모니터링 하였

59)  충청남도 메르스 대응 백서(2015)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60)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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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격리되었던 직원이 근무에 복귀

한 경우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를 하여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 23명, 환자 87명, 가족 20명, 간병인 및 기타 인력 14명, 총 144명이 병원에 격리되었

으며, 다수의 의료진, 직원, 환자 등에 대해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였다. 7월 6일 즉각

대응팀이 강동성심병원의 진료 재개를 결정한 후 7월 8일 서울시에서 진료 재개를 승인하였다.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61)

C(#76) 환자가 6월 5-6일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며, 6월 7일 메르스로 확진되어 응급의료센

터를 일시 폐쇄 하였다. 6월 8일부터 강동경희대병원 내 메르스 관련 비상대책본부, 외래 선

별진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6월 9일부터 격리병동(10B)을 지정·운영하였다. 6월 13일 

자가 격리 대상 직원 중 2명(#133, #145)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고, 6월 16일 자가 격리 대

상 직원 1명(#160)이 추가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

인공신장투석환자인 D(#165)씨가 6월 16일 입원하였고 6월 17일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인공신장실을 폐쇄하고 코호트 격리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도관계자 등

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투석실 환자 노출 관련하여 합동 역학조사실시 및 격리투석실 운영을 

위한 투석간호인력, 투석기계,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PCR검사) 시행, 자가 격리 환자 이송 

지원 등을 협의하였다. 

6월 19일 E(#167)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되었다. 인공투석실 노출 투석 환자 전원 1인실 격

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고 투석 환자에 대해 무증상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PCR검사)를 실

시하였다. 6월 20일부터 투석환자 전용 격리병동을 8~13층까지 운영하였다. 6월 24일 격리

병동 진료 의료진에 대하여 무증상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PCR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 투석입원환자 동선 분리를 위해 8층과 13층에 격벽을 설치하였다. 

자가 격리 후 복귀직원  전수에 대하여 업무투입을 위한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PCR검사)

를 실시하여 6월 26일에 병원 직원 1인(#182)이 추가 확진되었으나 이후 추가환자는 발생하

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7월 9일 즉각대응팀이 강동경희대병원의 집중관리병원 해제를 결정

하였으며, 7월 13일부터 병원 진료를 재개하였다. 

61)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르스 백서 및 즉각대응팀 일일상황보고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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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병원(구리)62)

F(#170) 환자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대퇴골절 수술 후 재활 병원인 경기도 구리시 소재 카

이저병원에 재활을 위해 6월 20일 입원하였다가 21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로 확진되었다. 카이저병원은 구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어 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의미가 없었으며 이곳의 환자는 치매 등 중증재활환자가 많았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병원을 폐쇄하고 시설 격리가 결정된 환자와 보호자를 다른 병원으

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송할 병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경기도의료원 파

주병원(46명),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25명), 국군대전병원(24명),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10

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1명)으로 입원환자 및 가족을 이송하였다. 많은 수의 중증 환자를 단

시간에 이송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받아 적절히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6월 26~29일 병원 내부를 소독하였는데, 용역업체가 소독을 기피하여 구리시 공무원 

400명이 투입되었다. 카이저병원(구리)은 7월 5일 격리 해제되어 7월 7일 진료를 재개하였다. 

그림 3-7-2. 집중관리병원 관리 현장 : 격리 병동 설치

62)    집중관리병원 일일보고, 경기도 메르스 백서(p. 127-130.),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 지원단 운영보고서(p. 377-390.)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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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집중관리병원 관리 현장 : 병원 소독 그림 3-7-4. 집중관리병원 관리 현장 : 병원 출입 제한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및 병원 격리자에 대해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메르스 관련 입

원·진료비 및 식대를 지원하였는데, 병원에서 환자 진료비를 청구하면 급여 공단부담금은 건

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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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2015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으며, 48개 중점과제 중 병원감염 방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과제가 지정되었다. 응급실 내 감염 관리 강화 3개 과제,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3개 과제, 병원 내 감염 전문 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6개 과

제, 의료 전달 체계 및 병원 문화 개선 2개 과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63)를 구성하였으며, 12월 추진 권

고문을 발표하고, <표 3-7-4>와 같이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

를 추진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63)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의료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전문학회ㆍ기관 (의료관련감염관리  

학회, 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계(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위원 16인과 위원장(대한의학회 회장)으로 구성되었다.

표 3-7-4. 의료감염 관리 취약점 개선을 위한 10개 추진 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내   용

I. 조기 추진 과제
(1) 병문안 문화 개선

(2) 응급실 감염 관리 강화

II. 단기/중장기 과제

(3) 포괄 간호 서비스 확대

(4) 감염 관리 인프라(병원감염 관리실 설치 등) 확대

(5) 의료인 진료 환경 개선

(6) 전문 치료 체계 구축 및 감염 정보 공유

(7) 감염 관리 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8)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개선

(9) 감염병 신고·감시 체계 개편

III. 추가 논의 과제 (10)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29.). ’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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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장에서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역학조사관, 시도 대책반, 보건소, 병원감염관리팀 

등 메르스 환자가 발생 혹은 경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병원 조치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로 환자의 추가 발생과 지역사회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과 관련된 감염 경로를 철저

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메르스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중관리병원에 입원한 일부 환자들은 코호트 격리에 반발하며, 퇴원 등을 요

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는 즉각적

인 대응과 이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와는 별도로 병원 관계자와 환자, 국민들을 설득하는 업무

가 병행되었다.

총평

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64) 김양중. (2016. 6. 19.). 메르스 확진 줄어들고 있지만 집중관리 병원들 여전히 ‘불씨'.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6772.html 에서 2015년 12월 13일 인출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집중관리병원 선정 배경, 병원 폐쇄 권한, 집중관리팀과 병원과의 협조 등에 대해 지적하였음.

•  “즉각대응팀은 특단의 조치를 권고했고, 삼성병원이 스스로 부분 폐쇄했으며, 나머지 집중관리병원도 

해당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것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102-103.)

•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완전 폐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 삼성서울

병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185-186.)

•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 초기에 병원 등에 대한 엄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의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역학조사 등 공무원의 감염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214.) 

⊙ 언론과 지방자치단체 백서 

-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집중관리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조치, 확진환자 발생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 

거부로 인한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음.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삼성서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물론 메르스 환자가 투석 

치료를 받은 강동경희대병원 등도 여전히 유행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한겨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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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엔 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병원장도 감염학 전문가이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 사태를 맞아 병원 측이 스스로 대처하도록 허용하면 병원 측은 ‘국민 전체의 안전’에 

앞서 ‘병원 손실(損失)의 최소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알아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 범위를 정하고, 격리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내버려뒀던 것이다. 

그 바람에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는 감염 후 10일이 넘도록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응급 이송 요원은 

병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뿌려댔다.”(조선일보)65)

• “아산충무병원 입원 환자 3명이 회의실을 무단 진입하고 고성과 욕설로 병원은 통제가 어려운 상황 

발생, 경찰 인력을 지원 받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환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퇴원요구는 

통제가 안 됨. 또한 역학조사 시작 단계에서 병원 내 체류자의 감염 범위 파악이 안 되어 질병관리

본부, 충청남도, 아산시, 병원 측 어느 누구도 환자들의 퇴원 범위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

이라서 소동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짐.”(충청남도 메르스 대응 백서, 2015, p. 143.)

65) 조선일보. (2015. 6. 16.). [사설] '삼성 메르스', 방역 당국은 그동안 뭘 하다 이제야 움직이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5/2015061503443.html에서 2015년 12월 1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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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지역거점 병원에 확보된 

음압격리병상에서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하였으나 5월 말부터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서

울·경기·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로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을 지정하여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격리 치료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확보된 격리병상을 음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동형 음압기 및 음압 텐트

를 구매하여 각 감염병 관리기관에 공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8.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관리대상 접촉자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 중 의료인에 의해 감염

이 인지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가 접촉사실을 새롭게 인지하면서 증상

을 호소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졌다.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 담당자는 시도 

대책본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건소 구급차 또는 119 구급차를 타고 의심환자 발생 장소로 

출동한 뒤, 대상자의 체온을 확인하여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대상자

를 의심환자로 정의하고 격리병상을 보유한 거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의심환

자를 인지한 경우 해당 환자를 즉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였다. 보건

소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격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응 지침

8. 격리병상 및 자원 관리

 이 절은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원관리반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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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또는 격리병상을 보유한 지

역거점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치하였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지역거점 격리병상 활용의 한계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초기 감염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음압격리

병상 설치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17개의 의료기관에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지정·운

영하였다. 2015년 메르스 국내 유입 당시 운영 중인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총 538병

상(음압 104병상, 비음압 434병상)이 있었고, 이 외에 2개의 병원(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

교병원)이 추가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음압 15병상, 비음압 46병상) 운영을 준비 중

이었다. 그리고 시도별 거점병원 중 32개 병원 격리중환자실 내 음압병상 101개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는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준비하였던 것으로, 

5월 20일 메르스 감염 첫 확진환자 발생 시부터 메르스 초기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중심

으로 환자를 격리 치료하였다. <표 3-8-1>은 충북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메르스 대응 과정에 활용되었던 병상현황이다.

표 3-8-1.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현황

연번 지역 병원 명
총 병상

(음압/일반)

음압 일반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1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68(18/50) 3 5인실 3개 1
6인실 5개
3인실 1개
2인실 8개

2 서울대학교병원 26(6/20) 2 2인실 2개 -
4인실 1개
5인실 2개
6인실 1개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3(5/18) 5 - 2 2인실 8개

4

경기

국군수도병원 19(3/16) 3 - - 4인실 4개

5 명지병원 26(6/20) 2 2인실 2개 1
5인실 3개 
4인실 1개

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5(5/20) 1 2인실 2개 - 4인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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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25(5/20) 1 2인실 2개 - 5인실 4개

8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25(5/20) 1 2인실 2개 - 5인실 4개

9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35(10/25) 2
2인실 1개
3인실 2개

- 5인실 5개

10 충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35(5/30) 1 2인실 2개 3 3인실 9개

11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6(5/21) 1 4인실 1개 6 5인실 3개

12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25(5/20) 1 2인실 2개 -
2인실 5개
5인실 2개

13 전남 국립목포병원 50(10/40) 2 4인실 2개 - 4인실 10개

14 경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38(5/33) 1 2인실 2개 -

7인실 4개
5인실 1개

15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43(5/38) 1 2인실 2개 -

2인실 1개
4인실 3개
6인실 4개

16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25(5/20) 5 - 2
2인실 3개
6인실 2개

17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35(7/28) 1 2인실 3개 -
4인실 2개
5인실 4개

18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26(5/21) 5 - -
4인실 4개
5인실 1개

19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24(4/20) 2 2인실 1개 - 5인실 4개

총  계 599(119/480) 40
31개실

(79 병상)
15

114개실

(465 병상)

출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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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가 5월 30일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 관리대상 접촉자 수도 따라 증가하여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거점병원 외 격리병상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중

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각 시도에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시도별 거점병원 등 격리병

66) 보건복지부공문(공공의료과-4124). (2015. 6. 1.) 메르스 격리병상 현황 파악.

표 3-8-2. 시도별 거점병원 격리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현황

지역 병원 명 병상 수 지역 병원 명 병상 수

서울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3

경기

동수원병원 3

삼육서울병원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4 굿모닝병원(평택) 3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3 명지병원 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4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4 남양주 한양병원 3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3 강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3

부산광역시의료원 3 충북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3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3 충남 천안충무병원 3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3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3 전남 목포기독병원 3

인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3

경북
차의과대학교 구미병원 3

길병원 3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3

광주 광주기독병원 3
경남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3

울산 서울산보람병원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3 제주 제주한라병원 3

소    계 51 소    계 50

주.  시도별 거점병원은 메르스 유행 전 전국 77개 의료기관(2014년 10월 기준)이었고66)이 중 격리중환자실을 구축하여 음압격리 

병상을 운영 중인 기관은 위 표와 같이 32개 기관이었음(2015년 12월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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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그 외 민간 의료기관 병상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병상 포화가 

진행되어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병

상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야만 했으나 지역 간 환자 이송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당 지역의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환자

만 격리 치료하고 다른 지역 소재 환자는 격리 치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

혀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에 6월 1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료원연합회에 환자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병상 활용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공문을 전달하

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 결국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병원을 메

르스 환자만 전담 치료하도록 지정하거나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

었다.  

 격리병상 동원 노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환자 증가에 따라 격리병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해졌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5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실정에 맞는 대응 관리단

을 구성토록 하고 메르스 환자를 위한 거점병원 및 격리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6월 9일에는 각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메르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할 경

우 즉시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병원이 신고한 음압병상 수와 실제 활용 가

능한 음압병상 수 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6월 11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민간 의

료기관의 음압병상 수를 직접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음압격리병상 활용 가능성, 의료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조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

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및 시도별 거점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하여 활용하였다. 메르스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은 메르스 발생이후 이용 가능한 격리병상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총 47개 병원, 239병실, 348병상으로 증가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음압병상 수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메

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4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입원 병상 관련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지침 3-3판을 배포하였다.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음압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8. 격리병상 및 자원 관리   |    175

03
 정

부
의

 메
르

스
 대

응
 과

정
  

환기 차단, 공조 차단, 이동형 음압기를 창문으로 설치하여 외부로 병실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 

일반 격리병상에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확진환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 회복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다인실에도 입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중앙메르스관리대

책본부, 2016(3-3판), p. 38).

 격리시설 운영 시도

방역 당국은 의심환자가 아닌 격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령과 증세 등

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접촉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설 격리를 추진하였다.67) 격리시설

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먼저 운영하고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였다. 중앙정부는 격리시설로 5월 3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156실) 및 자활연수

원(130실)을 지정하였고 6월 1일 국군수도병원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각 광역 시도별로 교육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밀접접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 및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격리자의 요구도가 높지 않아 격리시설 활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은 7월 2일 해제되었다.

67) 보건복지부공문(공공의료과-4124). (2015. 6. 1). 메르스 격리병상 현황 파악.

그림 3-8-1. 레벨 D 보호복 착용 의료진과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평면도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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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격리병상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노력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격리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

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였다. 먼저, 6월 4일 국립중

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전국 감염병 관리기관의 진료 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지원하는 한편 메르스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및 서울적십자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의 기존 입

원 환자 전원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 119구급차 지원을, 국방

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간호장교 파견을 요청하였다. 국립중앙

의료원은 환자 전원, 병원 내 기존 음압격리병상 외 격리병상 추가 확보, 투석·방사선치료·

퇴원(전원) 환자 지원을 위한 임시 진료실 구축 등을 거쳐 6월 11일부터 메르스 환자만을 전담

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많으나 음압병상은 부족하였던 대전·

충남·충북 지역에 별도 공문을 통해 메르스 경증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여유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 12일 각 지역별 감염병 관

리기관과의 진료 공조 체계 확립 및 메르스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메르스 거점의료기관 실

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역사회 메르스 집중 치료 및 환자 격리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 신청 및 병원별 인력·음압병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메르스 유행 시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은 지정 목적과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메르스 치료병원은 메르스 확

진환자를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노출자 진료병원은 의심환자를 검사하는 

동안 (임시)음압 1인실 등에서 격리하여 진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의료기관이고, 집중관리

병원은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으로 메르스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코호트 

격리나 병원 폐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였던 의료기관이다(표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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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3.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목록

구분 지역 연번 의료기관명 병원종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서울 1 국립중앙의료원 종합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28개소

(집중관리병원

2개소 포함)

서울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종합병원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종합병원

4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상급종합병원

6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종합병원

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종합병원

부산
8 동아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9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구 10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천 1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주 12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대전
13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4 건양대학교병원 종합병원(집중)

울산 15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경기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7 국군수도병원 종합병원

18 명지병원 종합병원

19 굿모닝병원(평택) 종합병원(집중)

강원 20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충북 21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충남 22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북
23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4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경북 25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종합병원

경남

26 경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28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종합병원

제주 29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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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연번 의료기관명 병원종별

노출자 진료병원

21개소

(집중관리병원

2개소 포함)

서울

3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종합병원

31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3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병원

부산 33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대구 34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인천 3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대전
36 국군대전병원 병원

37 대청병원 종합병원(집중)

경기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39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4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강원 41 강원도 강릉의료원 종합병원(집중)

충북
4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4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충남 4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전북
4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46 전주예수병원 종합병원

전남 47 국립목포병원 병원

경북 48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경남 4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종합병원

제주 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집중관리병원

(10개소)

서울

51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종합병원(집중)

52 건국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집중)

54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종합병원(집중)

경기

53 메디힐병원 병원(집중)

55 카이저병원(구리) 병원(집중)

56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종합병원(집중)

부산 57 좋은강안병원 종합병원(집중)

대전 58 을지대학교병원 종합병원(집중)

충남 59 아산충무병원 종합병원(집중)

경남 60 창원S&K병원 병원(집중)

주.  녹색 음영으로 칸이 채워진 의료기관은 메르스 유행 시 집중관리병원으로 코흐트 격리가 이루어진 의료기관임.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집중관리병원은 14개소로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당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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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백서 (2015)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격리병상과 물품자원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조 요청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부족한 격리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6월 8일 국민안전처 회의

를 통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교육부에는 지역별 대학병원 각 1개 입원병동을 격리 

병동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병원 또는 최소 1개 병동 

이상을 격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국방부에는 국군수도병원을 메르스 치료병원으

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방역 물자 지원 노력68)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격리병상 운용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는 

일반 병실 또는 야외에서도 음압병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동형 음압기, 음압 텐트 등의 장

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16일 예비비로 이동형 음압기 구매 비용 

432백만 원, 음압텐트 구매 비용 2,270백만 원 등 총 2,702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국립중앙의

료원에서 의료기관별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 구매한 후 지원하였다. 이로써 지정된 감염병 관리

기관이 환자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메르스 환자 중 중증환자 치료 시 필요한 장비인 전동식 호흡기 장치(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및 후드의 수요가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는 중에 높아졌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원반을 구성하여 감염병 관

리기관 지정 병원과 그 외 병원을 대상으로 전동식 호흡기 장치(PAPR) 공급 및 수요 현황 등을 

조사하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필요한 수량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

로 9개 기관에 전동식 호흡기 장치(PARR) 167대, 후드 3,725개를 지원하였다(표 3-8-4). 

또한 6월 10일부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음압격리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메르스 감염

병 관리기관 및 집중관리병원에 이동형 음압기 등 장비를 지원하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

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형 음압격리병실의 정의 및 시설기준, 지원계획 등 「이동형 음압기

(portable duct)를 이용한 음압 격리 병실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동형 음

압기를 이용한 격리병실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총 14개소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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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4. 방역 물자 자원 지원 실적과 기술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의료기관명 PAPR 후드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이동용)

에크모
기술
지원

메르스

치료

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 1,085 7 - - ◯

서을특별시 보라매병원 15 685 - - - -

서울대학교병원 22 630 - - - -

부산대학교병원 - - 5 - - -

경북대학교병원 - - 7 - -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 8 - - ◯

전남대학교병원 - - 8 - - -

충남대학교병원 10 300 5 2(2) 2 ◯

울산대학교병원 - - 12 - - ◯

강원대학교병원 10 120 - - - ◯

충북대학교병원 - - 5 4(1) 1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0 190 5 - - -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 - 5 - - -

경상대학교병원 - - 4 -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8 - - ◯

노출자

진료

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 - 2 - - ◯

건양대학교병원 - - 13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 - ◯

강원도 강릉의료원 25 250 4 - -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 10 - -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 10 - -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 5 - - ◯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 12 - - ◯

집중

관리

병원

삼성서울병원 40 400 10 - - ◯

아산충무병원 - - 4 - -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15 65 9 2(2) - -

기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 2 - - -

계 167 3,725 160 8(5) 3 14

주.  2015년 7월 기준 현황임. 기술지원은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원하는 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중 신청하는 기관 위주로 시행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15). 2015 메르스 비상 대응 백서. p. 383, 389-39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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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관이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건축 및 기계설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여 기관에 최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각 시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비축 물품이 

있었지만 N95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보호물품이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고 감염병 예방 물품 

배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앙 방역당국에서는 레벨 D 보호구 세트 등 개인보호구와 N95 마스

크 등을 확보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의료기관, 기타 기관 등에 공급하였으며, 7월 9

일 기준 누계 총 공급량은 개인보호구는 993,826개, N95 마스크는 1,511,280개였다. 각 광역 

시도에서도 물품 부족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특별교부세 등으로 물품 확보에 나섰다.69)

 인력 지원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일부 의료인이 밀접접촉로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메르스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부족

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군과 민간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파견 및 지원하였다. 이 업

무는 6월 20일 이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되었다. 국립중앙

의료원은 의료인력 수요조사, 모집, 계약, 교육, 파견, 인건비 정산까지 업무를 총괄하였다. 

결과적으로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에서 파견된 인력은 9개소에 총 118명이었다(표 3-8-7).

69)    전라남도의 경우 1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물품확보 및 보급하였다(전라남도, 2015, p. 34.)

표 3-8-5. 메르스 대응에 필요한 국가비축물자 배부 현황 
 (단위 : 누계, 개)

구분 합계 광역자치단체 보건소 의료기관 기타(경찰청 등)

개인보호구 993,826 269,200 350,116 274,180 100,330

N95 마스크 1,511,280 461,000 461,000 589,280 0

주.  7월 9일 이후 추가 공급량은 많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표 3-8-6. 충청남도 방역 물품 확보 및 배부 현황 
(단위 : 세트, 개, 병)

구분 보호복 N95 마스크 체온계 세정제

확보량 29,271 71,119 2,872 102,146

배부량 19,304 47,749 1,632 85,843

출처  충청남도.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 간의 기록.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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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음압격리병실 확충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원 음압병상의 부족으로 메르스 확

진환자 및 의심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메르스 확산 차단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

기 발생 상황 시 감염병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격

리)병상, 특히 음압병상을 확대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추경 예산(269억 원)

을 편성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9월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5).70) 질병관리본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유행 대응 당시 

71개 음압병실에서 166개 음압병실(1인실 147개, 다인실 19개)로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

며 2015년 12월 기준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70)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 (2015). 2015년 추경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대설치” 계획.

표 3-8-7. 메르스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군 의료인력 민간 의료인력

계 의사 간호사 행정 계 의사 간호사

지원

인원
118 54 14

39
투석(1)

1 64 2
62

(투석 32)

지원받은

대상

(지원

기간)

9개소

대청병원(6.2.~6.29.) : 의(3), 간호(20),  

행정(1)

아산충무병원(6.22.~7.3.) : 의(4), 간호(13)

천안단국대병원(6.24.~7.8.) : 의(5)

강동경희대병원(6.26.~7.4.) : 간(1)

강릉의료원(6.28.~7.7.) : 의(1), 간(5)

성남분당보건소(6.12.~6.23.) : 의(1)

천안단국대병원(6.16.~7.6.) : 간호(8)

대청병원(6.19.~6.27.) : 간호(2)

건국대병원(6.24.~7.4.) : 간호(4)

국립중앙의료원(6.24.~7.1.) : 간호(2)

서울의료원(6.24.~7.1.) : 간호(2)

강동경희대병원(6.19.~7.4.) : 간호(27)

강릉의료원(6.25.~7.6.) : 의(2), 간호(17)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2015). 2015 메르스 비상 대응 백서.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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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201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는 공중보

건위기 시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표 3-8-8).

표 3-8-8.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내 격리병상과 자원관리 관련 과제 내용

구분 중점과제 주요 내용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 국립보건연구원 내 노후화 장비 교체 및 첨단 검사장비 도입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및 검사시설 확충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실험실 진단능력 강화

신속진단 제도 정비

- 표준검사법 제도 마련

- 감염병 진단법 교육 및 정도관리 강화

- 신종감염병 진단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도입 제도

정비

- 의약품 안전공급 대응체계 구축

-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 현행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1인실  

음압병실 추가 설치

-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신규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 

병상 운영 의료기관 확대 추진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격리병실(일반, 음압) 및 중환자

격리병실 설치 의무화(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 감염병 전문치료를 위한 전문치료병원 지정·운영

-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수급계획,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물자 

사용 전략, 물자 장기 보관시 품질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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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언론 및 외부 지적사항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예산집행 및 관리 부적정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설치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설치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음압병상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

원하면서 1인실뿐만 아니라 다인실에 음압병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음. 그 결과 19
개 의료기관 119개 음압병상 중 40개는 1인실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79개는 다인실(2~5인
실)에 설치되었음. 다인실은 환자감염 우려 때문에 음압병상에서 1명만 치료할 수밖에 없어 병상 운

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감사원, 2016, p. 46.)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 관리 부적정

•  점검대상 의료기관들이 음압병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누기밀봉 조치, 헤파필터박스 

개·보수, 음압병실 출입전실 설치 등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보수 및 

수리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감사원, 2016, p. 46.)

⊙ 지역별 거점병원 활용 및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업무 등 부적정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업무 부적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1항38조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제외된 거점병원들이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거나 직접 검토하지 않고 서울·경기 지역의 18개 거점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제외함  

(감사원, 2016. p. 53.)

메르스 국내 유입 이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지역거점 격리병상이 갖춰져 

있었으나 대응 과정 초기부터 격리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부 지역에 환자와 격

리 대상자가 몰리면서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격리병상 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

되어 있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격리병상 확보를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

스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격리병상 문제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지정된 격리병상의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

나 담당 기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격리병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위기 시 동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과 관리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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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생 후, 6월 중순경까지 지속적으로 메르

스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7월 5일 이후에는 확진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

적으로 186명의 확진환자(중국 발생 1명 포함)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격리자가 총 16,693

명, 사망자 38명으로 치명율은 약 20.4%였다. 

첫 환자 발생 후 방역 당국의 당초 예상과 다르게 메르스 확산 양상이 나타나자 메르스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밀접접촉자 기준과 의심환자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격

리병상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내 메

르스 감염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지원 매뉴얼」, 「메르스 응급

의료 대응지침」,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소독·청소 지침」,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비 대

응지침」,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 실무 대응지침」 등 지역사회 내 확진환자 치료 및 일반 지역

사회 진료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를 구축

하는 동시에 확진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에 필요한 관련 의료 장비, 보호구 등을 의료기관

에 배포하였으며, 메르스 치료 관련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하여 사후 보상하였다.

9.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이 절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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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치료 개요�

�메르스�확진환자�특징과�치료�내용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중국 발생 환자 포함 총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

한 격리자가 총 16,693명이었다. 186명 중 38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약 20.4%였다. 시도별

로 살펴보면 총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고(환자 주소지 기준) 그 중 서울

과 경기지역의 환자 수가 총 확진환자의 6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전(12.4%)이었다. 

메르스 감염이 발생한 병원별 확진환자 수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이 36명

(19.4%)이었고 이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14)로부터 유행이 일어난 삼성서울병원의 발생 환

그림 3-9-1. 의료기관별, 확진환자별 메르스 전파 관계도

주.  네모 안의 숫자는 메르스 감염자의 확진 순서임    

출처  대한예방의학회. (2015).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보고서. p. 67-69.

아산서울의원 1명

365열린의원 1명

서울아산병원 1명

한림대동탄성심 6명

양지서울삼성 1명 가족 1명

강릉의료원 1명 경로조사중 2명

아산충무병원 1명

강동경희대병원 5명

운송 - 구급차 2명

건국대병원 4명

송태의내과 1명

좋은강안병원 1명대청병원 14명

건양대병원 11명

평택굿모닝 4명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1명

36명

1
6 17

평택성모병원

26 14

15

16

118

123

76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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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1.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 경로 특성별 환자 수 
 (단위 : 명(%))

계

①

병원

환자

② 환자의

가족/보호자 /

방문객

③ 병원 관련 종사자
④ 

기타의료인

(의사/간호사/방사선사)

기타 직원

(간병인, 이송요원 등)

186 82 63 39 25 14 2

(100) (44.1) (33.8) (21.0) (13.4) (7.5) (1.1)

주.  (의료진) 의사 8명, 간호사 15명, 방사선사 2명 (병원 종사자) 이송요원 1명, 구급차 2명, 간병인 8명, 청원경찰/안전요원 2명, 

전산업체1명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71)  환자의 폐를 대신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첨단의료장치. 산소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가 치유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수는 91명(48.9%)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3-9-1)(대한예방의학회, 2015, p. 67-69). 발단 

환자(Index case)에 의한 2차 감염자와 이들 2차 감염자 중 3명에 의한 다른 병원의 3차 감염

자와, 3차 감염자 중 1명에 의한 4차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87.6%를 차지하였다.

국내 메르스 유행은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동일한 병동에 입

원하였거나 같은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가 82명(44.1%), 환자의 가족, 또는 방문객이 63명

(33.8%), 병원 관련 종사자가 39명(20.9%)에 이르고 있다(표 3-9-1). 즉 국내 메르스 유행의 

특징은 병원 내 감염전파이면서 동시에 환자들의 병원 이동에 따른 병원 간 감염 전파라 할 

수 있으며 메르스 확진환자의 치료와 진료에 대한 대응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진료는 1인 격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의료진은 레벨 D 보호구

를 착용하였다.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는 증상에 맞춘 대증적 치료 및 경험적 항바이러스제 병합 

투여와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가 주로 행해졌으며 필요 시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71) 치료와 혈장 치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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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환자 진료 및 치료 기관 지정과 역할 부여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시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당국은 확진환자를 격리하고 

검사와 치료를 시행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2007년부터 지정·운영하였다. 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19개 의료기관에 총 599병상(음압 119병

상, 비음압 480병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시도별 거점병원 중 32개 의료기관 격리중환자실에 

음압병상 101개가 구축되어 운영중이었다. 메르스 국내 유입 시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

자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입원시키고 치료하였으나 유행 초기 환자 수가 예측보

다 빠르게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 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격리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 

지역 거점병원의 격리병상까지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병상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메르스 관련 진

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 간 환자 이송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여,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

기관과 지역별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을 지정하고, 선별

진료소 지정·운영,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메르스 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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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 진료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종류와 기능

지정 시기 지정 명칭 지정 목적과 기능 비고

메르스 

유행 전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7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 발

생 시 감염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과 특수 설비가 설치된 감염병 관리 시설로 2007년부터 

지정·설치·운영(2015년 19개 의료기관 599병상)

지역별 거점병원 

H1N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 감염병 환자 외래 및 

중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총 77
개 의료기관이 메르스 유행 전 지정되어 있었고 이 중 격

리 외래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71개였고,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격리중환자실 갖춘 의료기관은 32개(101병상)

2014년 10월 

기준

메르스 

유행 중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스 확산에 따라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함. 

지역 간 환자 수요 불균형,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선정

국립중앙

의료원 지정

메르스 감염병 관리

기관

지역사회 메르스 집중 치료 및 환자 격리 기능을 수행토

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 신청 및 병원별 인력·음압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73) 

기능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구

분하였고 집중관리병원 또한 이에 해당함

해당 의료

기관 명단은 

<표 3-8-3> 
참조

메르스

치료병원

메르스 확진환자를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치료하는 병

원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노출자 진료

병원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하여 검사하는 동안 임시음압 1
인실 등에서 격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의심환자를 주

로 진료하고, 확진환자 판정 시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전

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집중관리

병원

다수의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

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관

리를 목적으로 지정함

선별진료소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

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또는 의료기관) 출입 이전

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병원 내 감염 예방, 

의료진 보호 목적)

전국 236개 

설치·운영 

국민안심병원

국민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폐렴 등 중증

호흡기환자가 병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격리 진료되는 의료기관으로 선별진료소

등의 기준에 부합 시 지정

주.   감염병 관리기관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메르스 환자의 치료·진료 및 격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7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의 용어로 혼재 사용

73)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305), (2015. 6. 17).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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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치료 현황

메르스 확진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여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거나 확진 판정 시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현황과 특성은 <표 3-9-3>과 같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중앙거점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병원은 메르스 

치료병원이 아닌 노출자 진료병원임에도 확진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19개 국가지정입원

치료(격리)병상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185명74) 중 101명(55%)에 대하여 격리입원 치료를 수행

하였고, 나머지 메르스 확진환자 84명은 삼성서울병원(38명) 등과 같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

병상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74)    중국에서 확진 판정 후 치료 받고 입국한 환자 1명 제외

표 3-9-3.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특성

지역 격리병상 의료기관명 기능 구분

서울

국가지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거점 의료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메르스 치료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지역거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민간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해당없음

삼성서울병원 집중관리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집중관리병원

부산
국가지정 부산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지역거점 동아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대구 지역거점 경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인천 지역거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광주 국가지정 전남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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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지정 충남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지역거점 건양대학교병원 집중관리병원

민간 을지대학교병원 집중관리병원

경기

국가지정
국군수도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명지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지역거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굿모닝병원(평택) 집중관리병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민간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해당없음

아주대학교병원 해당없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집중관리병원

강원
지역거점 강원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국가지정 강원도 강릉의료원 노출자 진료병원

충북 국가지정 충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충남 국가지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전북
국가지정 전북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지역거점 원광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경북 국가지정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경주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경남 지역거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주.  1)  ‘국가지정’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지역거점’은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격리병상, ‘민간’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보라매 병원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여기에서는 격리병상 분류 기준에 맞추어 민간으로 표시하였음)

      2) 건양대학교병원과 굿모닝병원(평택)은 메르스 치료병원이면서 집중관리병원이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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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응�과정

국내 메르스 유행은 병원 내 감염 전파와 병원 간 전파 양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료와 치료의 역량과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병원 내, 병원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메르스 진료제공체계 구축

이 필요하였다. 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치료와 지역사회 환자에 대한 적

정 진료를 위하여 <표 3-9-4>와 같이 대응을 확대하였다.

표 3-9-4.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치료 관련 주요 대응 내용

구분
확진환자 치료 및 지역사회 진료를 위한 대응

환자 치료 및 지역사회 진료 대응 체계 구축 지침 마련, 관련 자원 동원

초기 

대응 

단계

5. 20.
~

6. 8.

•확진 87명, 퇴원 2명, 사망 6명 

• 메르스 관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  
관리책임자 지정 협조 요청(6. 3.)

• 중앙거점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지정 
(6. 4.)

• 감염전문가 대상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  
공개(6. 4.~)

• 메르스 접촉 관리 대상자 조회 시스템 가동 
(6. 6.,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확진환자 관련 병원 정보 전체 공개(6. 7.)
• 선별진료소 설치·운영(6. 8. ~)

•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가동 및 진료 준비  
요청(공중보건위기대응과; 5. 20., 5. 25.)

•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안내(5. 24.)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이송지원  
매뉴얼(국민안전처, 5. 29.)

•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지역 거점병원 격리
병상 현황 파악 및 격리병상 활용 협조 요청(6. 1.)

•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소독·청소 지침 배포(6. 4.)
• 메르스 환자 장례 및 시체처리 절차 안내(6. 5.)
• 메르스 응급의료 대응 지침 배포(6. 5.)

적극

대응 

단계

6. 9.
~

7. 27.

•확진 99명, 퇴원 136명, 사망 30명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시스템 통한 접

촉자 조회 시스템 운영(6. 10.)
• 보건소별 관할 내 고열·호흡기 환자 진료  

가능 병·지정 지시(6. 10.)
•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 계획(6. 12.)
• 지역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6. 17.)
•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6. 22.)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증메르스환자위기대응센터 

설치(6. 27.)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기간 만료(7. 16.)

•메르스 진료를 위한 개인보호장구 지원(6.9.)
•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비 대응 지침 배포(6. 9.) 
•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실무 대응 지침 배포(6. 

11.)
• 메르스 감염관리 지침 배포(6.12.)
• 시도 메르스 치료병원 운영지침 배포(6. 12.)
• 중소병원 메르스 대응 지침 배포(6.12.)
• 국민안심병원 지침 배포(6.13.)
•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방처리 지침(6.16.)
•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장비 지원계획 (6.23.)
• 메르스 대응 지침(혈액투석기관용) 배포(6.24.)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

7. 28.
~

12. 23.

•확진 0명, 퇴원 9명, 사망 2명
• 80 번째 환자 재입원 및 재양성 판정 

(10.11.-12.)

•중동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지속 제공

• 정부 향후 조치 계획 발표(7. 28.) : 사실상 유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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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국내 메르스 유행 초기,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진료와 치료 과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관리지침(2판)」에 따라 진행되었다(그림 3-9-2). 그러나 치료병상 배정이 지연되고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대응이 요구

되었다.

� �메르스�중앙거점�의료기관�지정·운영�시작

<그림 3-9-2>와 같이 메르스 환자를 이송하고 진료하였으나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와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수행할 전담 의료기관이 필요하여 2015년 6월 4일 국립중

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음압격리병상 현황 관리, 기타 환

자 진료 관련 자원 지원·관리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거점 의료기

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5일부터 의료원에 입원하여 있던 메르스 외 환자들을 전원 조치하

고 전 병상을 격리병상으로 활용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을 설

치·운영을 시작하였다.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그림 3-9-2. 메르스 유행 초기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과 격리 과정

보건소

의료기관�

검역소

지역사회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메르스환자 발생

보고

병상배정 협의

병상배정

보고

이송·격리

이송

격리

신고

시·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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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

둘째, 메르스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셋째,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 역할 수행

넷째, 전국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 총괄·관리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6월 8일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6

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 거점 의료기관 실무 대응 지침(version 1.0)을 마련, 지역 의료기관

에 배포하였다. 

그림 3-9-3.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 체계

상황요원 필수 확인사항

•중동지역 방문여부

•최근 의심환자와 접촉여부

•37.5℃ 이상의 고열, 폐렴 발생 등

•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의심 시, 신고자 인적사항  

관계기관 통보 및 확인

• 관할보건소 비상연락망 구축 

질병관리본부 ☎ 043-719-7777

상황요원 필수 확인사항

•관리대상 이외의 자 119구급대로 이송

•관리대상자 : 보건소 이송

• 관리대상자 관할 보건소 이송요청 시, 

- 구급차 및 기간원 지원 조치 

- 보건부서 감염(방역)관 동승 요구

* 공통사항 :  119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보호복, 고글, 마스크 등)  

 착용 안내
* 관리대상 : 확진판정 접촉대상자

의심환자 신고접수

의심환자 판단

관할보건소

질병관리본부

※ 예외적인 경우 보건소에서 119구급대 지원 요청 가능

신 고 접 수 � 처 리 절 차 확인 및 조치사항

*관리대상 포함

보건소 이송

관리대상 이외의 자

119 구급대 이송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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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의심(확진)�환자�이송�체계�구축

메르스 유행 초기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 이송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2

판)」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하여 국민안전

처는 2015년 5월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이송 지원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

체와 소방본부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또한 6월 5일에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소방본부

와 구급대원을 위한 「메르스 응급의료 대응 지침」 배포하였다. 그러나 <그림 3-9-3>과 같이 확

진판정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의 이송 시에는 보건소 구급차가 격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는 근처 보건소에서 1시간 이내에 격벽 설치된 구급차를 보내줄 수 없을 때 등 부득이하게 보건소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하였다. 메뉴얼의 한계와 지

역사회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 �의료기관�내�감염�전파�예방을�위한�선별진료소�설치·운영

 메르스 감염이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 양상을 나타내자 응급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

여 방역당국은 2015년 6월 5일에 「응급실 운영 기관 메르스 대응지침」을 배포하였다. 또한 6

월 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전국 총 535개 응급실 중 236개 기관(44.3%)을 선별진료

소로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였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

된 진료 시설로, 메르스 의심 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이다. 이는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메르스 병원 내 감염의 위험

을 낮추고 일반 응급환자 및 병원 내원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였다.

메르스�의심·확진환자�이송�시�발생�문제�사례

사례 1.  격리병상 및 실시간 병원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이송 지연

사례 2.  의료기관의 의심환자 진료 기피로 인한 이송 지연

사례 3.  메르스 의심환자 인지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이송 대원 감염 위험

사례 4.  확진환자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

자료  충청남도. (2016).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29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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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 �메르스�감염병�진료제공체계�구축

국민안심병원

메르스 감염이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국민들이 이로 인하여 불안감을 표출하

고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감염환자 접촉자 추적 관리와 이에 대한 정보를 의료계

와 정보 공유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대형 의료기관 내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국민들이 메

르스 불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체계 구축과 대규모 병원 내 감염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

단하기 위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을 계획하였으며 1차 지정된 87개 의

료기관이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림 3-9-4.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운영 개요

중환자실중환자실

외래 응급실

※  만에 하나, 메르스환자가 발생   

 하더라도 병원내 감염 최소화

호흡기질환

감염 걱정없이 진료

보다 안전하게 진료

【 국민 】

【 호흡기 환자 】

메르스 검사

선별진료소

1인실(1인1실)

(발열시 메르스검사)

입원실

(다인실)

일반환자

폐렴의심

중증폐렴

출처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76). (2015. 6. 12).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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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메르스 환자의 적정 치료와 감염방지를 위하여 6월 17일 시도에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음압 병상, 격

리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였으며 메르스 환자 진료 관련 이동형 음압기 설

치 등에 대한 비용과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치료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은 기능적으로 메르스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감염병�관리기관�기능

메르스 치료병원 | 음압 격리실을 보유하고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특히 메르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

노출자 진료병원 |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확진환자 판정시 치료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253). (2015. 6. 16.)  메르스 감염관리기관 지정 계획.

보건소 활용한 선별 진료

병원급 의료기관 내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대응 조치 외에 메르스로 인

한 지역 일차 의료기관의 감염 방지와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일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계획하였다. 지역 보건

소 선별진료소는 지역 상황에 맞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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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메르스 접촉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 흐름도

출처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626). (2016. 6. 22).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안내.

해당 환자가 선별진료 

소로 전화를 통해 연락

해당 환자의 자택으로  

보건인력 파견

•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열

(37.5℃)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발열(37.5℃)이 있고, 문진 결과 메르스 발생 및 

경유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인력이 해당 환자를 지역 내 노출자 병원으로 이동

노출자�진료병원 의�����������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메르스 대응 관련 

인력 대기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송되어 온 메르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및 진료 시행

• 일반호흡기 질환 접촉사실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제외, 능동감시만 해당) 고혈압 등 타 질환 진료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

중증 메르스 환자 위기대응센터 설치

메르스 환자의 완치율 제고를 위해서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메르스 대응 시에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로 환자 다수가 입원 당시 

확보가 용이한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우선 배치되었다. 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

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초기 발병 입원 시부터 적정병원(병상)에 배치될 수 있도록 「메

르스 환자 중증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6월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증 메르스 환자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활용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상을 배치하

고 필요 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물자, 인력, 재정 지원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와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

도록 대응 의료인력, 관련 물자(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를 지원하였다. 국군수도병원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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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군의관, 간호 장교) 등 필요 인력 파견 요청을 하고 혈액투석 등 환자 관리에 필요한 

간호사를 간호협회 협조 하에 모집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였다. 메르스 환자 치

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메르스 환자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가 이루어졌

다. 메르스 병원 격리자 가족 돌봄 서비스, 메르스 사망자 가족 임종 참관 및 장례 비용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9.4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2015년 7월 27일(마지막 자가 격리자 해지 시점), 전문가들의 “메르스 감염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의견과 범정부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7월 28일 ‘메르스 후

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메르스 관련 모든 상황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운영,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필

요한 모든 대응 체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메르스 유행 종료를 

선언한 12월 23일까지 유지하였다. 정부는 감염병 관련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9월 1일 발표하였는데, 추진 계획 48개 중점 과제 중 환자 치료와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표 3-9-5.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의 의료기관 관련 과제 내용

①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②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③ 전문 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④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⑤ 응급실 내 감염 관리 강화

⑥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⑦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⑧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 문화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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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메르스 대응을 직접 경험한 일부 의료기관들은 백서 

발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의료기관이 발간 또는 배포한 백서는 <표 3-9-6>과 같다. 각 백서

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험과 대응 당시의 어려움, 대응의 평가와 반성, 향후 발전 방향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외에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

회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에서도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료기관 내 

종사 직원의 안전 측면에서 백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표 3-9-6.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의 메르스 대응 백서 발간 목록

구분 발간처 발간 연도 제목

의료

기관

(6)

국립중앙의료원 2015 2015 메르스 비상대응 백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15. 2015 메르스 대응백서 : 서북의 열정, 두려움을 넘어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15 47일, 열정이 만든 기적!

명지병원 2015 명지병원 메르스 백서 : 메르스 400일의 성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2015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르스 백서 : 모두가 하나되어 이룬 

메르스 극복, 36일간의 기록

단국대학교출판부 2016
단국대학교병원의 ‘메르스 대응 기록’ : 눈물과 헌신의 

71일

관련

협회

(2)

대한병원협회 2015 2015 메르스 대한병원협회의 기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2016 MERS 메르스 백서

시민

단체

(2)

의료연대본부 2015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 백서 : 현장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MERS 사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2016

인권중심의 위기대응 :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주.    1) 명지병원은 책자 형태로 출간하지 않고 웹으로 백서를 구현하였음. http://mers.muh.or.kr 에서 확인 가능

 2)  대한병원협회 백서는 보도기사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이고 그 외 백서는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에서 책자 또는 웹에서 

전문을 확인하였음

 3) 의료연대본부의 백서는 issuu.com/kptu-healthsol/docs/healthsol_mers100/1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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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시 의심환자, 확진환자와 메르스와 관련 없는 일반환자 진료에 대한 

대응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은 호흡기 신종감염

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 메르스 유행 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이 559개나 되었으나 호흡기 신종감염병 

치료를 위해서는 1인실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함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가용한 병실은 79개

뿐이어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지정입원치료(격

리)병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한 적절한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

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

가 나빠지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감염병 환자 진료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언론�및�외부�지적사항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음압병실 부족 등 공공보건 의료 시설과 유관 인력 미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패

⊙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최적화되지 않았음

⊙ 감사원 감사 결과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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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원과 보상

요약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

이 이루어졌다. 메르스 확진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된 입원비, 치료비 및 식비를 지원받았

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과 퇴원 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심리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은 심리 지원 및 장례비 지원을 받았다. 

격리자는 심리 지원 및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자가 격리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 생계물품 지원, 병원 격리자는 병원 내 격리로 소요된 입원비, 치료비, 식비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대상 보상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메르

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조

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 233개소에 총 1,781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격리실 급여, 특정감염

전문관리료, 요양급여 비용 조기 지급 및 선지급75)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자원관리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보험

급여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 보완하였다.

75)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은 감염병 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및 경유병원 총 138개소(6월 30일 기준), 선지급 금액 기준은 2015
년 2-4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치 평균금액. 지급 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7. 1.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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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 �확진환자,�유가족�및�격리자�지원�시작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 지원 시작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감염병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타당한 격리

조치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사람이 속한 가구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보건소의 일일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는 등 격리 조치 위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지원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 절차 

및 방식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였다.

5월 말부터 시작된 메르스 격리 조치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일용직 가구가 생계 곤란을 호소함

에 따라 정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5년 6월 3일 긴급 생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의 격

리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76) 등을 적용하여 생계비를 지

원하였다. 

긴급 생계 지원은 지원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긴급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가구원 

수별로 정액 생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인 가구는 409,000원, 4인 가구는 1,105,600원을 지원

받았으며, 1회에 한해 1개월분을 지원하였다.

표 3-10-1.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기준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76)  소득·재산 기준 : ①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1인가구 114만원 이하, 4인가구 309만원 이하, ②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이

하), 중소도시(8,500만원 이하), 농어촌(7,250만원 이하), ③ (금융)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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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감염�사망자�장례�지원�지침�및�절차�마련

2015년 6월 1일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50대 여성을 검사한 결과 메르스 바이

러스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첫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 시신 처리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여 지침이 완성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

황이 있었고, 이에 따라 메르스 감염 사망자 시신 처리 행정절차 및 처리 기준이 당일 마련되

어 사망자 장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초안이 구성되

었는데, 지침에는 장례의 범위 및 역할 분담, 장례절차, 운구 및 장례 등 제반 사항 규정이 포

함되었다.

그 이후 이루어진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장례 지원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

서 시신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메르스 환자의 임종 준비부터 병실 등에서 사망한 사망자 

시신의 밀봉, 운구, 보관, 화장, 소독 및 시신 처리를 위한 유족과의 협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

였다.77)

메르스 사망자 장례 지원은 메르스 환자의 임종 임박 단계에서부터 사망 후 시신의 화장 종

료 시까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장례문화진흥원,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와 장사업무 담당자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장례 지

원을 총괄하였으며, 장례문화진흥원은 사망자 화장 예약, 장례 진행 상황 점검 등 현장을 지

원하였다. 의료기관은 임종 임박 단계에 장례식장 및 보건소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후에는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설명하고 장례절차 등을 협의하였으며, 보건소는 감염 확산 방

지를 위해 유족, 장례 지도사, 운구 요원 등에게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병원 병실, 장례식

장, 화장 시설 등 시설 및 장비를 소독하고 방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사 담당자는 장례식장을 점검하고 화장 시설을 지원하였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은 앞서 언급한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진행되었고,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기관, 장례식장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노력으로 메르

스 감염 사망자 38명 모두 화장을 실시하였다.

77)       MERS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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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 �확진환자,�유가족�및�격리자�지원�확대

메르스 관련 진료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와 제68조를 근거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진료

비 지원이 6월 9일 확정됨에 따라 각 지방에 진료비 지원 방안을 송달하였다. 지원 부분은 메

르스 관련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약 20%, 사례별로 다름) 

및 비급여부분이었다.

지급 방식은 메르스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

하도록 하였다. 전국 255개 보건소를 전달체계로 활용하였으며, 격리된 의료기관 관할 보건

소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송부하여 의료비 지급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후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재송부하여 진료비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에 진료비를 송부하였다. 확인서 및 청구서의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관련 여부를 판단

하여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기존 

요양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0-1.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입원
의료기관�

격리�치료�등
진료비�청구 진료비�지급

환자 의료기관 / 보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격리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공단부담금 →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 관할 보건소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비급여등 |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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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은 의심 및 확진환자, 병원 격리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일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 메르스 관

련 치료비, 식비를 지원하였으며, 메르스 관련 병원 격리환자의 경우 입원비 및 식비를 지원

하였다. 간병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입원비 등을 지원하진 않았으나 긴급 생계 지원을 지원

하였으며, 간병인의 경우에도 1인실에 별도 격리된 경우 입원비 및 식비를 지원하였다.

�메르스�유가족·격리자�심리�지원

메르스 격리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마음 돌봄 가이드라인’이 2015년 6월 15일 우선 마련되어 배포되었다. 그 이후 국립서울병원의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5개 국립병원 및 14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이 이루어졌다.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상담 등 심리 지원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제공되었으며, 메르스 감염 치료 후 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제공되었다. 

심리 지원은 24시간 핫라인(☎1577-0199)을 구축하여 항시 지원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소, 경찰, 소방과 협력하여 현장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메르

스 대응팀’을 중심으로 유가족 대상 상담 및 정신과 전문의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

다. 이처럼 심리 지원은 유가족, 완치 후 퇴원자, 격리 경험자 및 일반인78)을 대상으로 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정신과 전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치료 연계 및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였다.79)

78)       유가족, 완치 후 퇴원자, 격리자나 격리 경험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의미한다.

79)       메르스 대응 관계자와 병원 종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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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 구성도

재난위기 

대응팀

찾아가는 

힐링 서비스팀

스트레스 전문

관리팀

인력 현황

• 재난/사고 위기 

대응 서비스

•  재난/사고 대비 

체계구축

• 아웃리치 프로그램

• 힐링캠프 

(소방공무원 등)

• 스트레스 클리닉  

운영(TMS, EMDR, 
Neurofeedback, HRV)

• 입원환자 대상  

안정화 프로그램  

제공

구          분 인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재난심리전문요원 
9명

합계 12명

공공정신보건사업단

심리위기지원단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그림 3-10-3. 메르스 심리 지원 전달 체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립서울병원심리위기지원단

5개 국립병원 의협/신경의학회

【 민간자원 활용 】

심리상담, 24시간 핫라인 구축,

‘마음지킴 가이드라인’ 홍보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유가족, 격리 대상자  

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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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격리자�긴급�생계�지원�확대

정부는 메르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자가 격리 등 격리 조치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격리

로 인한 생계 유지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메

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격리·입원자에게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여 보이스피싱 응대 및 대처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시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하

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관리법령 및 지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 조치한 

경우 전액 지방비로 지원(국고보조금 제외)토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미등록자 중 입국 시 국립검역소에서 감염병관리법령 및 지

침에 따라 격리 조치되거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격리자 등에 대해서도 긴급 생

계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의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 지원’ 확대 정보가 많이 알려지면서 격

리조치 사각지대에 있던 메르스 의심자들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역체계 내로의 유인 

및 추가 확산 방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무단 외출 등 격리조치 위반 시 기 지급한 긴급 생

계비 환수조치 등을 통해 격리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등 긴급 생계 지원이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메르스�감염�사망자�장례비용�지급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15. 6. 25.) 보고한 후, 2015년 6월 29일부터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메르스

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유족이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은 유족과 장례식장, 화장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사망자 1명

당 1,300만 원을 한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다. 유족에게는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

하여 화장했을 경우, 감염 방지 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메르스 사망

자 1명당 정액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 실제 장례를 치

른 유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6호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

존속 등)에 따라 유족 1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해 시신 밀봉, 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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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1명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여 유족의 추

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장례비용은 메르스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유족 등에게 장례비용 지급 신청을 받

아 질병관리본부 관련 부서에 지급 요청을 하고 장례비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면 관

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메르스 사

망자 38명에 대한 장례비용으로 총 450,830,600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사망자 38명의 유족

에게 380,000,000원이 전액 지원되었으며,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70,830,600원이 지원되었다.

�기타�지원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대

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다. 범정부대책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담당, 보

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체계를 활용하여 가족 중 병원 격리자가 있어 일시적으로 아동이

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급식 지원, 가사 지

원,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생에 

실업급여(최대 4만 3천원/일), 훈련비(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31만 6천원/월)를 지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의 고용지원 대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아이 돌봄 서비스 및 긴급 위기가족 돌봄)가 제공되었다.80)

�손실보상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

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

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81)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80)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긴급 위기가족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81)       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자시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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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피해는 문화, 공연, 관광, 외식 업종 등 전 서비스 업종에 광범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병상 등 여러 자원을 동원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 차

원에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상은 치료

와 진료 및 병원의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였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 손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한한병원협회 등은 손실

보상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16일 국무회

의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 원을 책정하였다. 의료기관별 손실보상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상 의료기관별 상세 조사가 필요하였으나 메르스가 확산 중인 

시기였으므로 의료기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손실보상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

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메르스 환자 치료와 진료 및 격리, 병원, 병동 폐쇄를 이행한 각 감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

로 병원 규모, 환자, 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 치

료, 노출자 진료병원 21곳을 선정하여 손실보상금 예비비 160억 원을 2015년 7월 7일까지 지

급하였다. 그러나 예비비만으로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아 정부는 추가 손실보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피해지원 추경예산 1,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

여 2015년 7월 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의료기관별 지원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비우거나 폐쇄·격리한 병상 수, 차출한 인력 규모 및 병상당 단가, 기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피해지원 예산 1,000억 원이 국회에 제출된 후 대한병원협회 등은 지원금의 증액

을 요구하였고 특히 직접 손실 외에 환자 감소 등 간접 손실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손실보상 대상인 메르스 치료 및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발생·경유 의료기관 외에 같

은 상가 내 약국·매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자체적으로 각 의료기관별 손실액을 제출받아서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 원으로 추산하였다.82) 대한병원협회 측은 이에 대해 메르스 발생 이전과 비

교하였을 때 메르스 발생 이후부터 해당 의료기관 대상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손

82)       대한병원협회. (2015. 7.) 메르스 치료 및 피해병원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 건의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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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비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접 손실로 보는 방식으로 계

산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의료기관 측의 손실보상 요

구를 반영하여 당초 정부가 요구한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을 증액 의결하여 5,000억 원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의료기관 피해지원액은 총 2,500억 원으로 조정되어 2015

년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추경 1,000억 원에 목적예비비 1,500억 원으로 구

성되었다. 이에 따라 1,000억 원에 추가하여 1,50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시에는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와 별도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 진료 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 대

상으로 메르스 관련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확대하였다. 확진환자 뿐 아니라 의심환자까지 

음압 격리실 및 일반 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으로 확대하고 격리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일

반 입원실에서 단독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격리실 급여를 인정하였다〔보험급여

과-3167(’15. 6. 9.), 보험급여과-3341(’15. 6. 16.) 관련〕. 또한 메르스 환자 진료 시 감염 관

리노력이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감염전문관리료’를 신설하여 적용하였다

〔보험급여과-3386(’15. 6. 18.) 관련〕. 통상적으로 감염전문관리료는 입원 30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는 수가이나 메르스 확진·의심환자에 대한 특정감염전문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를 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금융대

출 특례지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실시하였다. 요양기관이 진료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통보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송부

하면 공단에서 통상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청구 후 지급까지 통상 22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메

르스 환자 확진 또는 경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환자들이 감염의 우려로 방문을 기피하거

나 휴원 등의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메르스 직접 관련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과 약국까

지 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모든 요양기관을 대

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95%)을 조기 

지급하기로 2015년 6월 18일 결정하였고, 6월 18일 이후 청구분부터 조기 지급을 실시하였

다. 지급 소요 기간을 22일에서 7일로 15일 단축함에 따라 조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2조 3

백억 원이며, 2014년 동기 지급 금액 대비 135% 증가한 규모였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에 대하여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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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한도를 부여하는 특례 지원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BK기업은

행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 메디칼론) 기존 고객과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금리를 1%p 자동 감면하고 신규고객의 약정 

금액 총 3,000억 원을 조성하였다. 대출한도는 각 의료기관의 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 금액

인데, 병·의원은 3억 원, 약국은 1.5억 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여, 대출한도가 이에 못 미

치는 요양기관에도 최소 3억 원(약국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108개 기관에 315억 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15. 6. 25. ~ ’15. 7. 23. 기준)하였고 기존 고객

에게는 약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하여 1%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메르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가 발생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도 

시행하였다. 의료기관이 메르스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여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

기 위함이었다. 2015년 2~4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을 7월과 8월에 총 2개월분을 선지급 후 해

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균등상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3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의결하였고, 2015년 7월 7일부터 총 152개 대상 

기관 중 48개소가 선지급을 신청하여 2,893억 원의 금액이 1차 지급되었고, 2015년 8월에도 

2,888억 원을 2차 지급하였다.   

10.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 �확진환자,�유가족�및�격리자�지원�후속조치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 지원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후속 조치 관리 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메르스 긴급 생계 지원 중단 및 

후속 조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15. 7. 31.)하는 한편, 중동지역 여행 입국자 중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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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스 확진 판정 시 확진환자 및 밀접접촉자에게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다. 2015년 10월 31

일 기준으로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통해 총 16,616가구 47,535명에게 약 142억 원(국비+지방

비)을 지원하였다.

감염병 환자의 사망 시, 시신의 장사 방법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 후 사망자 시신 처리 지침 및 장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지침이 완성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상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시신의 장사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15. 12. 

29.).83) 이 조항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차단과 확

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미리 설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장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화장 시설의 

설치·관리자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손실보상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30일부터 메르스 손실보상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TF는 기획

총괄팀, 조사팀, 집행팀으로 이루어졌다. 손실보상 TF는 대표적인 치료·진료병원 및 집중관리

병원으로서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

학교병원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서면실태조사 자료 작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8월 3~4주에 

‘서면실태조사’를 행하였으며 2015년 9월 1~2주에 대상 의료기관 신청·접수 및 현장 실태 

조사를 행하였다. 

서면조사에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 수(경증/중증 구분), 메르스 치료용 병상 수(사용병상/

빈병상 구분), 폐쇄병상(사용병상/빈병상 구분), 2014년과 2015년 진료 수입 및 요양급여 등을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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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각 의료기관별 제출 자료와 실제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자

료 외 별도 사항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서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하였

으며,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인 1조로 이루어졌다. 현

장조사에는 대한의사협회 26명, 대한병원협회 13명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르스 치료·노출자 진료병원 및 집중관리병원 중 133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4주 1,000억 원을 개산급으로 다시 한 번 지급하였다. 손실

보상금 개산급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

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정부는 당초 2015년 9월까지 손

실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측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중하게 자

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손실보상이 최초로 있었던 사례인 만큼, 정부 또한 기준 설

정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9월 내 손실보상을 완료하기란 사실상 곤란해졌다. 그러나 의

료기관이 처한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손실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 금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 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손실규모를 정확히 계측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정부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원회가 2015년 10월 5일부

터 구성·운영되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법률·의료전문가 및 대한의사협회·대

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

원 이사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손실보상위원회는 2015년 10월 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손실

보상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였고, 그 사이에 4차례 소위원회(소위원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가 개최되었다.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은 총 1,78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중 1,160억 원은 개산급으로 7월과 9월에 거쳐 기 지급되었고, 621억 

원이 논의 결과에 따라 12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 지급되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하여 메르스 확

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176개소, 정부가 건물을 폐쇄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

가 명단 공개, 휴업, 자가 격리 등을 지시하여 휴업한 약국 및 상점 57개소로 정하였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약국과 상점은 손실보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

상이 어려웠으나 12월 국회에서 의료기관 이외에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주체에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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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위원 목록

구분 소속 및 직위 비고

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차관 공동위원장

전문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공동위원장

이해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해 관계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해 관계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소위

이해 관계자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겸 사업이사 소위

전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 소위

전문가 정부법무공단 기조실장 소위

전문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소위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소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소위

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TF 반장 소위/간사

비고 총 12명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손실보상 기준은 메르스 당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각 의료기관 등이 투입한 비용으로 하였다. 

의료기관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일부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

의 경우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 약국과 상점은 손해사정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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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및�외부�지적사항

⊙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환자, 보건 의료 종사자, 격리자, 의료기관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 바,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하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 

•  국가 감염병 지정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한  

손실을 보상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언론 및 시민사회 

-  의료기관 손실보상 증액 필요. 추경액 확정 이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손실보상액을 삭감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 논평을 발표하는 등 이해 관계자 

단체의 손실보상 증액 요구가 있었음. 

-  메르스 진료와 관련해 손실을 입거나 선의의 피해를 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필요

(국민일보, ’15. 6. 11.)84)

84)  국민일보(사설). (2015. 6. 11.). 사설 :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 벌이는 의료진에 격려를.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
view.asp?arcid=0923113662&code=11171111&sid1=ch 에서 2016. 1. 15. 인출

총평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가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졌다. 비록 초기의 제한적인 지원 대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도 하였지만, 유행 대응 과정에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에 상당

히 기여하였으며 향후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 및 가족 대상 지원의 기준과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및 정부 방역조치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요구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능력 간 일정 수준

의 괴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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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사회와 함께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세계

보건기구(WHO)는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한국-WHO 메르스 합

동평가단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평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다. 메르스 발병을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선진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갖춘 미국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경험을 전

달하고 메르스 역학에 대한 토론과 협력 연구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사회와 국내 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메르스 포털포털(www.mers.

go.kr)을 운영하였고 보건복지부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제보건규

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근거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사례를 세계보건

기구(WHO)에 보고하였고, 특히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서 중국 보

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메르스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시켰으며, 출국 금지 전 출국자에 대해서는  ‘국

제보건규칙(IHR) Focal Point(즉각적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책)’88)를 통하여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항공사, 현지 한국공관, 공항 및 상대국 

보건당국의 광범위한 협력 활동이 전개되었다. 

11. 국제협력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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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초기 대응 단계(2015. 5. 20. ~ 2015. 6. 8.)

� �국제보건규칙(IHR)을�통한�국제협력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정보 제공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시부터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IHR Focal 

Point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의 IHR Focal Point85)에 이 사실을 통보한 후에, 정부는 메르스 해외 확산 방지를 위

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질병관리본부의 IHR Focal Point는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2015년 5월 20일부터 80 

번째 환자가 사망한 11월 25일까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IHR Focal Point에 총 224건

을 보고하였는데 이중 186건은 환자 사례, 38건은 사망자 사례였다. 보고 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IHR Focal Point와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당

일 또는 익일 세계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중국 위생부와의 협력

메르스 10 번째로 확진된 A씨는 2015년 5월 16일 메르스 환자였던 아버지를 병문안 한 며

칠 뒤 근육통과 두통, 발열 증상이 있었으나 감기몸살로 생각하였고, 밀접접촉자에 대한 출

국 금지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으로써 그 이전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국내 IHR 

Focal Point는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이 사실을 알고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및 

중국의 IHR Focal Point에 A씨의 출국을 즉시 통보하였고, 중국은 메르스 검사를 실시, 5월 

29일 확진하였다. 2015년 6월 26일 퇴원 및 귀국까지 중국 정부는 메르스 10 번째 환자의 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과에서 1차 작성한 원고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수정·보완하였다.

85 )  IHR Focal Point : 국제보건규칙은 2005년 5월 제 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당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으로 각종 감

감염병의 예방, 감시 및 통보 등 국제공조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원국은 24시간 내에 평가를 거쳐 세계보건기구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세

계보건기구와 즉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하는 일종의 연락담당관(IHR Focal Point)을 지정해야 한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분석·국제협력과(3인), 위기대응총괄과(1인), 감염병관리과(1)로 연락담당관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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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중한국대사관과 광저우한국영사관에 10 번째 환자의 상황에 대

해 수시로 알려주었으며 보건복지부,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위생부, 주한중국대사관은 수시

로 대면 접촉 또는 전문 전달, 유무선 연락을 함으로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교환하였다.  

� �한국-WHO�메르스�합동평가단�운영�합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홍콩을 경

유하여 중국으로 출장 간 한국인 남성 1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제사회 공동 대응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6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서 전문가 파견 등 한국과의 공조 의사를 전달한 이후,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의 협의 

하에 6월 4일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을 운영하

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이 전문가적 조언을 받으면서 국제사회

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월�4일�위기�평가�회의�결과

-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없어 국내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

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임(○○○ 전 질병관리본부장)

- 국제 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전달과 설명이 필요함(△△△ 전 질병관리본부장)

 11.2  적극 대응 단계(2015. 6. 9. ~ 2015. 7. 27.)

� �세계보건기구(WHO)와의�협력�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되어 5일간(’15. 6. 9. ~ ’15. 6. 13.)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종구 소장(서울대 의과

대학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과 케이지 후쿠다(Keiji Fukuda)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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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활동 현장

장이 공동 단장직을 맡았고 평가단 활동 종료 시점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 결과와 권고 

사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바이러스 분석, 역학조사 및 감염 관리, 환자 임상 경과 

분석, 위기소통으로 전문 분야를 나누어 토론, 현장 방문, 보고서 작성 등 활동을 하였으며,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날 기

자회견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고 메르스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

과 공유하였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핵심 메시지(High-level Messages :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for Government)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메르스 초기 확산 요인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최적화되지 않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 

관행, 간병·문병 문화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현 단계에서 한국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되었거나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 증거는 없음. 

•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예방 및 통제 조치 강화,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한 메르스 연관성 확인,  

학교 수업 재개, 접촉자 격리 및 이동 제한, 위기소통, 인프라 구축 등 대응능력 강화 등을 권고함.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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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위기 상황 여부 등 판단을 위하여 제9차 WHO 메

르스 긴급위원회를 전화회의로 개최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과 한국 및 중국 

등으로부터 메르스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현 상황이 국제공중보건위

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요건에 미달하여 위

기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내렸다.

아울러, 마가렛 찬(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간호사대회 참석차 방문하여 국내 메르스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낮고, 학교 휴업 등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6월 24일 청와대 세계보건기구(WHO)/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의 고위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해 메르스 대응 현황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 26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비

한 방역체계 개편 관련 자문이 이루어졌다. 

2015년 7월 4일 이후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7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메

르스 유행 종료 기준 및 대외 의사소통 전략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7월 19일  세

계보건기구(WHO)회의 결과 및 신규 조치,‘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도 좋다’는 메시지

가 발표되었다.  

� �메르스�관련�양자�협력�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2012년부터 메르스 발생을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제

공을 위하여 보건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Ali M. AlBarrak 박사)을 대표 단장으로 한 8명

의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다.

2015년 6월 12일 한-사우디 전문가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메르스의 역학적, 임

상적 특성 및 치료, 메르스 실험실 진단 방법, 엑스레이와 전산화단층활영(Computed 

Tomography : CT)상 특징 분석을 통한 메르스 영상학적 진단, 병원 내 메르스의 감염 관리, 

메르스 대응 체계 소개, 위기소통 등에 관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무증상 감염을 

통한 질병전파 가능성, 실험실 진단에서 위양성 가능성,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 알고리즘,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기준, 사회 혼란 감소를 위한 다각도의 위기소통 방

안, 양국 간 메르스 환자의 치명률 차이나 역학적 특성 차이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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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방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

학회 주최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국내 전문가

들에게 전달하였고 메르스 역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협력

선진 감염병 대응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협력을 위하여 

한·미 양국은 한국-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메르스 기술협력 대표단(이하 ‘기술협력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5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활동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학 및 호흡기질환 센터의 수잔 거버(Susan Gerber)박사 등 7명과 질병관리본부의 

면역병리센터장 등 5명이 참여하였다.

기술협력 대표단은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인천공항 검역소를 현장 방문하여 메르스 대응 현황에 관하여 관계자 및 전

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특히 강남세브란스병원 방문 시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이 미국의 메르스 유입사례, 병원감염 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미국 측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역학조사와 실험실 연구조사 결과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 규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메르스에 대한 양국 간 

향후 협력 연구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국제사회와의�메르스�대응�경험�공유와�다국어�정보�제공

국내 메르스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주한 외교관 대상 메

르스 설명회를 2회(2015. 6. 8., 2015. 7. 20.), 주요 주한외국상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

명회(2015. 6. 12.)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내 메르스 유행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

력 방안 모색을 위한 ‘아세안+3 보건장관 메르스 특별회의’가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아

세안 10개국86) 및 한중일 3개국의 보건부 각료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86)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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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보건복지부. 2015. 7. 27. 보도 참고자료. ‘메르스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3‘ 보건 장관 특별 영상회의 개최’ 부록 참조

(WPRO), 동아시아지역사무처(SEARO)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 회의 결과, 지역 내 메르스 예

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 정보 공유, 접촉자 추적·조사 협력 등의 협력 방안을 명시한 공

동성명이 발표되었다.87)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외국인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이 1,400만 명

을 상회하고 우리 국민의 출국도 1,6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제 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과도한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메르스 정보 전달이 무

엇보다 중요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14년 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을 차지하고 약 2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국어 정보 제공만으로는 메르스 사각지대가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메르스의 위험과 대처에 대한 정보를 메르스 포털(www.mers.

go.kr), 보건복지부 영문 홈페이지(english.mw.go.kr)를 통하여 다국어로 제공하였다.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메르스 통계, 메르스 노출병원 리스트,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평

가결과 및 권고 사항, 안심병원 리스트 등을을 영문으로 게재하였고,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안내 및 지침 자료를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다국어로 

제공하였다. 

표 3-11-1. 메르스 포털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어 정보제공 실적 
(단위 : 개)

구분
메르스 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록 자료 수 조회수 합 등록 자료 수 조회수 합

메르스 보도자료 25 18,272 24 11,409

메르스 통계 14 5,534 13 5,234

기타 메르스 정보 27 17,175 24 9,146

합    계 66 40,981 61 25,829

주  2015년 5월 20일부터 2015년 7월 5일까지 제공 실적임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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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메르스 격리 대상자로 분류 전 출국한 사전 출국자 통보 현황

기간 통보 국가 수 인원 수 

6. 8.(월) - 6. 14.(일) 4개국 12명

6. 15.(월) - 6. 21.(일) 7개국 14명

6. 22.(월) - 7. 4.(토) 1개국 1명

합    계 9개국(중복제외) 27명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 �해외�확산�방지를�위한�국제�공조

메르스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격리 대상들의 

출국으로 인한 해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출국한 국가의 IHR Focal Point에 출국 

사실을 신속히 제공하고 현지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상대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접촉자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에 출국한 경우 또는 역학조사 이후

에 추가로 발견된 격리 대상자로 출국 전 격리 대상자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사전 출국자88) 는 

발생이 불가피하였다. 6월 전반기에 주로 발생하였는데 총 27명의 격리 대상자가 사전 출국하

였고 해당 12개국의 IHR Focal Point에 출국 사실을 통보하였다.

‘IHR Focal Point를 통한 사전 출국자 즉시 통보’ 이후에는 통보된 사전 출국자가 소재하는 해

당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다. 해당국은 자국의 기준

에 따라 각기 상이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병원 격리와 검사가 곧바로 진행되는 국가부터 자유로

운 이동을 허용하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었다.

정부는 해당국 보건당국의 기준과 결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였으나 격리 대상자의 출국목적

에 따른 이동, 언어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신속한 대상자 소재 확인, 발열 등 의심 증

세 발현 여부 확인, 항공기 탑승 제한, 호텔 격리, 자가 격리 생활 수칙 안내, 격리 해제일 안내 등

을 실시하였다. 관리 대상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격리자

의 한국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항공사, 현지 한국공관, 공항 및 상대국 보건당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88)     사전 출국자는 격리 대상자로 확인되어 공항 검역당국의 출국 금지 리스트에 등록되기 전에 출국한 격리 대상 메르스 접촉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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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선정 절차와 출국 시 통보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진환자의 접촉자 명단 작성

2. 접촉자 중에서 위험도를 평가, 격리자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3.  출국 금지 자가 격리자 중 출국자 발생 시, 법무부에서 출국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국

일, 출국 도시명, 편명 등 정보를 보건복지부 대책본부로 회신

4.  회신을 받은 즉시 IHR Focal Point가 출국자에 대한 정보(여권명, 여권 정보, 생년월일, 

출국일, 격리 기간 등)를 해당국 IHR Focal Point에 즉시 통보(상황 발생 직후 통상 1시

간 이내 소요)

-  출국자에 대한 상세 정보(출국자의 접촉력, 주민번호, 관할 보건소, 연락처 등)를 관

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 수집, 외교부를 통해 해당국 보건부와 한국 현지 공관 

등에 공식문서로 전달(통상 2-3시간에서 길게는 1일 정도 소요). 

5.  출국자가 한국인인 경우 출국자의 연락처를 확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고 증상 발현 여

부를 확인하고, ‘자가 격리 생활 수칙’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하고 격

리 기간 동안 현지 한국 공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

11.3  후기 대응 및 복구 단계(2015. 7. 28. ~ 2015. 12. 23.)

� �한국�메르스�대응�경험�국제사회�공유�노력

2015년 9월 7일부터 3일간 제 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 회의가 이루어졌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는 ‘보건 안보’라는 새로

운 접근 하에 감염병 위협이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전사회적 이슈임을 재확인하고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GHSA의 정신과 비전을 담아 감염병 대응 3대 전략인 예

방·탐지·대응을 위한 각 국의 협력과 이행 노력을 약속한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89)

89)        보건복지부·외교부·국방부. 2015. 9. 9.보도자료.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고위급 회의 3일차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

사회 최초의 약속, GSHA 정신과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문” 발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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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계기로 한-미 보건장관 양자 회담이 2015년 9월 8일 개최되었

으며 양자 회담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 국가 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 

미국 측의 방역체계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담 결과 우리의 메르스 백서와 

미국의 에볼라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메르스 유행 종료 기준 관련 논의 및 80 번째 환자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의 2015년 9월 8일 80 번째 환자 상황

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화회의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9월 9일에 개최된 한국-세계보건기

구(WHO)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 방역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자회담에

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체계 개편에서의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메

르스가 의료관련 감염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응급실에서의 선별진료(triage) 개선과 포괄 간

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 26일 한국과 세계보건기구(WHO) 간 

메르스 관련  종료 선언 관련 상황 점검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5년 11월 29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90) 또한 최근 메르스 발생

으로부터의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 공유 및 향후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시스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 15일부터 이틀간 ‘2015 신종감염병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그림 3-11-2.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현장

90)       보건복지부 2015. 11. 29. 보도 참고자료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부록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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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한국의 선진적인 보건 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통해 한국 보건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경험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국제사회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노력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메르스에 대응하면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부서는 해외 보건당국이 주목한 한국-WHO 메

르스 합동평가단,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국 보건 당국과의 한국인 환자 치

료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과 성과를 이루었다. 보건복지부의 전방위적 메르스 대응 조치들

에 대한 다국어 정보제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잠복기에 있는 감염자에 의한 해외 전파 

등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유입 신종감

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협력을 통한 원활한 국제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이번 메르스 사태가 시사하고 있다.

언론�및�외부�지적사항

⊙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등과 효과적인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여 

해외 감염병 대응 필요

-  국제사회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보건 안보 분야 국제 공조에 

기여 요청



228    |    2015 메르스 백서 

요약

중앙정부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하여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책정한 예산은 총 

9,223억 원 규모이며,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예산 508억 원을 편성하였다. 메

르스로 인한 진료비용으로 약 140억 원 정도가 사용되었다. 메르스 관련 예산에서 실제 지출

된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메르스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파악되지 못하였다. 향후 메

르스로 인한 직접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2.1  메르스 대응 예산 현황

� �메르스�대응�예산�출처별�금액

2015년도에 메르스 관련 책정된 예산은 총 9,223억 원이었으며, 이 중 추가경정을 통해 책

정된 예산이 7,838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예비비를 통한 지출 1,126억 원, 예산의 이용

이 254억 원, 예산의 전용이 5억 원 가량이었다. 

12. 메르스 대응 예산

표 3-12-1. 예산 출처별 메르스 관련 예산 
(단위 : 백만 원)

예산 출처 예        산

예산의 전용 500
추가경정예산 783,880

922,388

예산 출처 예        산

예비비 112,614
예산의 이용 25,39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6. 2.)

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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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정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메르스 대응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4개 사업, 응급의료기금 1개 사업, 건강증진기금 3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7,838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

년 7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거쳐 7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복지부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관련은 메르스 환자, 병원 등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300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763억 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1,645억 원), 의료기관 피해 

지원(1,000억 원), 의료기관 융자(4,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메르스 대응을 위해 질환 극

복 기술 개발(R&D) 30억 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R&D) 70억 원.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R&D)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표3-12-2).  

표 3-12-2. 메르스 관련 2015년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           산

계 783,880

일반

회계

긴급 복지 30,000
감염병 예방관리 76,365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164,515
의료기관 피해지원 100,000

응급의료기금 의료기관 융자 400,000

건강증진기금

질환 극복 기술 개발(R&D) 3,000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R&D) 7,000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R&D) 3,000

주  2015년 11월 16일 기준 추가경정예산 내역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2016. 2)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 메르스 관련 2015년 신규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내역과 메르스 

감염병 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한 2015년 추가경정예산 내경은 다음과 같다(표 3-12-3, 표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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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4. 메르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 주    요    내    역

선별진료소 물품지원 11,490 •선별진료소 물품 지원(국민안심병원 지원) 11,490백만원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23,400

•음압 병상 확충(5개 중점병원) 15,000백만원

•음압 병상 확충(14개 병원) 8,400백만원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48,200
•중환자 진료 장비 지원 25,293백만원

 * (국회증액) 치료·진료병원 장비 지원 10,700백만원

•개인보호장비 지원 22,907백만원

감염병 안심 응급실 구축 26,268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 격리병상 시설 비용 15,408백만원

•감염병 환자 대량 발생 대비 장비 지원 2,160백만원

•중증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특수 구급차 8,700백만원
 * (국회감액) 응급실 내원환자 실시간 정보 관리 체계 구축 △1,020백만원

119구급대 감염 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
15,036

•119구급대 감염 관리실 확대 설치 13,816백만원

•119구급대 감염 방지용 보호복 구입 1,220백만원

보건소 장비 지원 28,821
•일반 장비 254개소 10,185백만원

 * (국회증액) 개소당 지원액 35 → 60백만원 4,255백만원

•구급차 254개소 18,636백만원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확충 5,8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지원 3,800백만원

 * (국회증액) 지방의료원 19개소 시설·장비지원 3,800백만원

•적십자병원 시설·장비지원 2,000백만원
 * (국회증액) 적십자병원 5개소 시설·장비지원 2,000백만원

인천공항검역소 격리시설 확충 5,000
•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시설 개별 관찰실 증설·확대  

4,150백만원

•인천공항 검역소 검사실 BL3 구축 850백만원

감염병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500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 용역 400백만원

•역학조사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 100백만원

합계 164,51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표 3-12-3. 메르스 예방관리 관련 신규 편성된 2015년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예  산 주    요    내    역

감염병 

예방 관리

방역 비축물자 65,500
•개인보호장구 10,000백만원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입 55,500백만원

메르스 검사·치료비 2,595
•메르스 검사비 450백만원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격리 치료비 2,145백만원

 * (국회증액) 메르스 의심·확진환자 격리 치료비 600백만원

감염병 실험실 1,000
•진단용 Digioal PCR 구입 960백만원

•실체 현미경 40백만원

합계 69,09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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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정부는 2015년 6월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한 메르스 거점

병원 지정·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및 국가비축 방역 물자 수급 등을 위한 예비비를 요청하였

다. 요청금액은 의료기관 손실비용, 인력·물자지원 등 총 1,571억 원이었다. 제25회 국무회

의 심의(‘15. 6. 16.)를 거쳐 대통령 재가(’15. 6. 18.)를 얻어 예비비 504억 원의 지출을 결정하

였다. 메르스 관련 예비비의 구체적 내역은 <표 3-12-5>와 같다. 

표 3-12-5. 메르스 방역 및 사후 지원과 보상을 위한 예비비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합   계 50,473

메르스 치료병원 장비 지원 2,702
감염병 관리기관에 메르스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

감염병관리기관 

전문인력 지원

의사 1,000 감염병 관리기관에 메르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사,  

간호 인력 지원 간호사 500

즉각대응팀 330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에 민간역학전문가(예방의학 

교수, 전공의, 보건학·간호학 전공자 등)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 보강중앙코호트관리센터 380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 격리 치료비 1,387
메르스 의심환자 확진환자의 메르스 입원, 진료비의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지원

마스크,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수급비용
15,000

개인보호구(레벨D세트), N95급 마스크,

일반용 마스크 구입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진료 지원 6,280
메르스 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의료진 충원을 위한  

인건비, 의료장비 및 의료비품 등을 지원

선별진료실 운영 기관 장비 및 

운영비 지원
6,894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개소 당  

36백만원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메르스치료병원 손실보전 16,000
메르스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 치료병원·노출자  

진료병원 등 감염병 관리기관 중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21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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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메르스 관련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요 산출 근거 비고

콜센터 설치·운영

450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6월 12일 ~ 7월 11일) 전용

219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7월 12일 ~ 8월 11일) 이용

129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8월 12일 ~ 9월 11일) 이용

381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9월 12일 ~ 12월 31일) 이용

질본 운영비

368

•핫라인, 검사지원반, 비상근무 매식비 : 47,568천원
•핫라인, 검사지원반, 한-WHO합동평가단 지원물품 : 
   8,560천원
•메르스 핫라인 구축 및 운영 비용 : 165,080천원
•메르스 현장조사 인력 출장 여비 : 119,998천원 
•메르스 관련 업무추진비 : 7,500천원 
•메르스 핫라인(7777회선) 구축비용 : 18,860천원 

이용

50
•핫라인, 검사지원반, 비상근무 매식비 : 30,937천원
•메르스 현장조사 인력 출장 여비 : 18,952천원 

전용

방역 물자 12,300

•N95마스크(1,000천개) 1,500백만원/개당 1,500원
•수술용마스크(3,000천개) 3,000백만원/개당 1,000원
•Level-D보호구(500천세트) 7,500백만원/세트당 15천원
•Level-C보호구(200세트) 300백만원/세트당 1,500천원

이용

기타 소요 8,266

 - 진단검사 외부 위탁 668
•2,000건×100천원 = 200백만원(1차)
•468백만원(2차)

이용

 - 진단시약 등 824
•(진단시약) 809백만원 = 25천명×32,360원
•(염기서열분석키트) 15백만원 = 10세트×1,500천원

이용

 - 격리자 위생키트 480 •8,020세트 ×59,850원 이용

 - 검역관리 511

•중동지역 입출국자 감염병 예방홍보물 : 171백만원
•검역강화 특근매식비 : 17백만원
•검역지원 국내여비 : 17백만원
•고열자 색출용 열감지카메라 : 260백만원
•의심환자 이송용 구급차량 : 40백만원
•업무추진비 : 6백만원

이용

-  역학조사 및  
 예방 홍보 

135

•대국민 손 씻기 홍보 : 50백만원 
• 중앙·시·도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과 

소속 역학조사요원 국내여비 : 60백만원
•메르스 긴급 연구 용역(1개 과제) : 25,300천원

이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메르스 관련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258억 원 발생하였다. 예산의 이용은 2015년 6월 2일 처음 

발생한 후 21회 발생하였다. 예산의 이용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항목은 방역 물자로 총 123

억 원의 예산의 이용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생물안전작업대(BSC) 등 장비와 메르스 진단 시험 연구비 

43.7억 원 민간의료기관 메르스 유전자 검사비로 31.3억 원 등의 예산 이용이 있었다(표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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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및 진단시약 등 4,373
•생물안전작업대(BSC) 등 장비 19종 : 2,023백만원
•메르스 진단 시험연구비 : 2,350백만원

이용

-   글로벌바이오뱅크 
 운영

670 •메르스의 국가 연구 자원 확보(시험연구비) 이용

-  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520

•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한 시신 처리 등 비용 : 

3,000천원*40명 = 120,000천원
• 장례식장 대여료 등 사망자 장례 비용 :  

10,000천원*40명 = 400,000천원

이용

 -  메르스 핫라인  
 정보화 지원

85

• 메르스 관련 문자 전송료 : 12백만원 
-  메르스 관련국 출입국자 문자전송 : 1,000건/일 x 26.8원  
 (장문) x 30일 x 6개월 = 4,824천원

   -  메르스 발생병원 이용자 증상확인 조사용 문자전송 :  
 45,000건/원 x 26.8원(장문) x 6개월 = 7,236천원

• 메르스 대국민홈페이지 추가개발 : 18백만원
• 7777회선 구축 장비 구매 : 55백만원 

- PC 및 모니터 50대 x 1,100천원 = 55백만원

이용

 -  민간의료기관 메르스  
 유전자 검사비

3,131 민간의료기관 메르스 유전자 검사비 이용

 -  메르스 등 대응  
 긴급상황실 설치

600 메르스 등 대응 긴급상황실 설치 이용

합   계 25,89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표 3-12-7. 사용처 구분에 따른 메르스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메르스 관련 예산의 사용처별 구분에 따라 예산을 구분하면 의료기관 융자가 4천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회수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융자에 따른 이자 

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지출이 이루어진 사용처는 방역 물자 부문이다

(표 3-12-7).

사용처 구분 예산

검역 340
밀접접촉자 관리 480 
방역 물자 374,681 
역학조사 85.3 
연구 14,170
위기소통 221

사용처 구분 예산

의료기관 융자 400,000 
조직 및 운영 체계 100,771.9 
진단검사 8,996 
피해 시설 보상 78,141
확진자 치료 및  

지원 관리
34,502

총합계 922,388.2 

자료   정부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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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메르스 관련 진료비

메르스 환자를 진료비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15년 5~12월에 심사

한 건강보험청구자료(진료월 2015년 5~9월)를 분석한 결과 총 환자 수는 4,779명, 진료비용

은 139억 원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60.2억 원, 경기지역 22.3억 원, 대전지역 

18.9억 원, 충남지역 13.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12-8, 그림 3-12-1).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보면 5월 말부터 진료비용이 증가하여 6월 중순 경 가장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으며, 

7월 중순 이후로는 메르스 관련 진료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그림 3-12-2).

표 3-12-8. 메르스 환자 성별 1인당 평균 진료비, 입원일 수 및 환자 수

구분
인당 총요양급여비용

(단위 : 원)

인당 보험자부담금

(단위 : 원)

평균

입원일수
건수 환자수

총요양급여비용

(백만원)

남  3,199,008  2,717,231 10 2,825 2,506 8,016

여  2,631,861  2,215,141 9 2,554 2,273 5,982

주  2015년 5월-9월 명세서(진료월 기준)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료(2016월 1월 기준)

그림 3-12-1. 지역별 메르스 환자 요양급여비용 
(단위 : 십만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료(2016월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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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요양개시일 기준 메르스 요양급여비용 
(단위 : 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자료(2016월 1월 기준)

12.3  국가방역체계 개편 관련 예산

정부는 2015년 9월 1일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

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으로 508억 원을 편성하여 2016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

보면, 1)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국제공항검역소(인천공항95), 제주) 

격리시설 및 진단검사실 설치·장비 보강 등 114억 원, 2)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

율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긴급 상황실 신설,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 26억 원, 3) 국

내·외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지원 및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368억 원으로 나타났다.

95)  인천공항검역소 격리시설 및 진단검사실은 2015년 추경예산(50억)에 편성되어, 국가 방역 제주공항검역소 격리시설 추가, 제주공항

검역소 BL3 검사실 설치  및 진단 장비 확충, 열감지카메라 등 검역 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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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메르스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메르스 대응 과정에 책정된 예산, 메르스 환

자 치료비와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한 예산으로 약 9,876억 원에 해당된다. 이

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관련 예산을 더하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메르스 대응을 위해 발생한 예산 투입과 

환자치료 등 직접적 비용 이외에 메르스로 인한 경제 각 분야에서의 소비위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언론�및�외부�지적사항

⊙  편성된 사업의 집행 가능성

-  이번 메르스 사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4,000억 

원)은 사업 대상자인 의료기관의 융자금 필요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도 1,200억 

원(기금계획변경 200억 원 및 추경안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대출을 시행

하고 있으나 7월 5일 현재 대출 신청 의료기관 및 신청액은 48개소에 138억 원에 그치고 있음. 

-  R&D 사업의 경우, 7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이 되어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이 시작될 

것이므로, 사업 공고 및 접수, 평가·심의, 협약에 의한 연구 개시 등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평균 

4∼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중 이를 구체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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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메르스 대응 조직과 협력 체계

들어가며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대응 조직과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준비 상태와 대응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것처럼 메르스 감염이 처음 확진된 이후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범정부대응을 총괄하였다.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직접적이었다. 

민간전문가들은 방역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현장 대응과 

역학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메르스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방역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에 초점을 두어 다루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간의 협력 체계도 분석하였다. 또한 메르스 유행 전 중앙정부의 대응 준비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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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르스 대응 준비 현황과 인식  

  메르스 대응 준비 상황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단계로 

돌입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대책반을 꾸리게 된다. 중동지역에 2012년 9월에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2014년 6월 13일 기준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수준은 ‘관심’단계가 되었고 「중동호흡기증

후군 [MERS]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91).  

메르스 유행 전 만들어진 지침에는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은 밀접접촉에 따라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메르스 유행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표 4-1-1).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작성 

■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구축  

■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위기 대응 전략과 조직 체계 

■ 역학조사를 포함한 각종 세부 지침

■ 메르스 환자 진단에 필요한 실험실 진단 기술과 절차92) 

■ 메르스 유행 관리에 필요한 감시·정보 체계 및 관련 서식

91)   질병관리본부 종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20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92)   2014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7월에 바이러스 주를 받아서 바이러스 배양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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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준   비   상   황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 병상 
16개소 516병상(음압 99개, 일반 420개), 2014년 6월 기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구성

(주의단계) 

반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총괄부서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감염병관리과 언론 대응 및 환자 관리 전산시스템 

검역지원과 입국자 발열 감시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감염병감시과

국내 환자 발생 감시 및 발생 현황 보고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진단·신고 기준 전파 및  

신고 독려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역학조사과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 교육 

감염원, 감염 경로 규명 통한 국내 유행의 역학적 특성 분석

호흡기바이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검사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분석 등 검사 관련 기술 지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표준 검사법 확립

세부분야별

관리방안 

해외여행자 관리
위험지역(중동지역) 여행자 입국 시 관리 및 조치

중동지역 여행자 대상 홍보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관리

지역사회 의사 및 환자 관리 

환자 격리, 이송, 입원환자 정보 관리,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의료인과 역학조사관 감염병 예방수칙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시체계 및 진단

감시 체계, 신고 시 조치 사항 

역학조사 지침 

실험실 진단 방법

서식 

입원환자 정보 관리 대장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역학조사서(보건소·검역소용)/역학조사서(역학조사관용)

접촉자 관리 대장/접촉자 능동감시 관리 대장

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대응 사례 제공
기내 증상 발생자 입국상황에 대한 사례 제시 

표 4-1-1.  메르스 유행 전 국내 준비 상황

자료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반. (20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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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2009년부터 공중보건 위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대국민 교육 전문가의 기술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공중보

건위기대응사업단을 운영하였다.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보고서에는 사업단의 중·장기 발전 

계획, 외국의 감염 예방 관리사례 조사, 국가 의료자원(인프라)의 비상 가동성 평가, 대국민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시나리오가 개발

되어 있었다(최보율 외, 2015).

 

  병원감염 대비 상황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은 2014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대비와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병원감염에 대비할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최보율 

외, 2015, p. 9-18).93)

“MERS 등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대응에 치중해야 한다. 일반 개원가는 잘 모르므로 

대국민 홍보보다는 먼저 의료인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은 2013년 9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비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간담회에는 국내 환자 발생 시 입원과 치료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 

3개소,서울지역 거점병원 6개소,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의료기관 15개소 등 24개 병원의 

감염병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최신정보, 국내 유입과 원내

감염 시나리오 대응 전략, 실험실 진단 등을 논의하였다.94)

93)  2014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 최종보고서(최보율 외, 2015) 내 제 1-1세부 과제인 「중장기 발전계획 및 위기 거버넌스  

체계 제안」 중, p. 9-18.
94)   서울시 보도자료(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2013. 9. 6.).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대응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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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대응 훈련

보건복지부는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에 의거하여 201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도상훈련으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해, 위기관리 매뉴얼 및 대응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수준

이었다(그림 4-1-1).  

그림 4-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신종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자료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6.)

사고 발생 위치(도면) 사고 분야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 (상황1) 2013년 11월 4일 15:00
 -  전파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신종감염병 환자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첫 발생,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뒤 7일 후 사망 

• (상황2) 2013년 11월 23일 10:00
 -  첫 환자 발생 이후 요르단, 카타르 등 중동지역에서 유사  

환자 집단 발생, 총 25명 발생 중 6명 사망

• (상황3) 2013년 12월 1일 08:00
 - 공항, 항만 등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 대두

 -  영국에서 중동지역 여행 후 유사환자 발생(3명), WHO 위험

지역 여행자제 권고, 중동지역 환자 발생 가파르게 확산 

• (상황4) 2013년 12월 8일 14:00
 -  국내 서울 ○○구에서 원인 미상 호흡기질환 감염환자 집단 

발생(4명) 

• (상황4) 2013년 12월 21일 10:00
 - 전국적인 유행 확산 징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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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미흡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유관 기관 상호 협력 조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감염병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 되면 보건소는 

이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시도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명단을 파악한 후 이를 시도를 거쳐 보건소에 통보하여 격리 및 능동

감시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그러나 감사원(2016)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사이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공유 및 접촉자 관리에서 업무 배분과 

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감사원, 2016, p. 80-88).95)  

  메르스 대응 준비에 대한 인식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관계자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 

감염’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메르스 감염’은 

2013년에 처음 나타난 신종감염병으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못

했으며, 다수의 민관관계자들이 메르스 대응 지침이 있었으나 실제 상황에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병원감염 발생에 대한 준비가 부실했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병원 내 감염이 그토록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메르스 같은 전염

병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9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지역사회감염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도 주요

한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했으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체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95)   감사원(2016). 감사결과보고서 :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p. 80-88.
96)  강지남. (2015년 10월호).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퇴임 후 최초 인터뷰] “우리 좀 편하게 살자고 자식에게 빚 떠넘겨서야”.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3/all/13/150893/1 에서 2016. 1. 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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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메르스 유행 전 신종감염병 대응 준비 충분성에 대한 인식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는 게 무서운데 8층에 환자가 있고 7층에서 환자가 나왔으면…(중략)…가정을 

수정하여 분석했어야 하는데…(중략)…수정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민간전문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관계자 역시 정부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준비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메르스 발생 전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59.8%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그림 4-1-2).

 

국내에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가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정부관계자 면담이나 논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역시스템 구축에 소홀한 

근본적 한계와 함께 학문의 주체성이 낮고 외국에 의존하는 풍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행정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시스템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중략)…맨파워(질병관리본부)가 왜곡된 것에는 보건복지부 인사정책의 

책임도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

“학문의 주체성, 무슨 일이 터지면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을 보거든요…(중략)…우리

한테 뿌리 깊이 박혀있는 현장을 아는 학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의 부작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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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다음 스토리펀딩 : 메르스 한국 의가들에게 묻다 1회: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건지, 참석자 중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인터뷰 지승호) https://storyfunding.daum.net/ episode/1677#, 2015. 12. 25. 인용

98)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심각’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99)   감사원 보도자료. (2016. 1. 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

1.2  실제 대응

 중앙 메르스 대응 체계의 확대·개편

대응 체계 확대·개편의 필요성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그러나 

열흘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되었다.98) 중앙 정부

가 사전에 규정된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대책본부를 세운 것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메르스 대응 기록과 관계자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메르스 유행 초기에 방역 본부는 메르스 감염지수가 낮고 2차 이상 전파가 어렵다는 

가정에 기초해서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초기 가정에 오류가 있어서 환자 발견은 물론 평택

성모병원 역학조사를 포함한 방역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감사원(2016)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99)

최초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지체(34시간)하고, 최초 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하여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같은 층 다른 병실 등에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하여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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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그림 4-1-3.  지휘 관리 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둘째, 초동 조치의 문제로 메르스 유행이 예상한 것과 달리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시급히 수정해야 했는데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상황 파악에 문제가 

있어 전면 대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5월 28일 새벽에 동일 병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가 나오고, 전파 경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 훨씬 더 전파효율이 높을 수 도 있다는 점…(중략)…가까운 곳에서만 전염된다는 가설을 무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종합하면 신종감염병의 정확한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본부 관계자들은 메르스로 인한 감염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조치를 취했으며 대응 역량도 부족하였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

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휘관리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17.8%가 ‘매우 그렇다’, 58.6%는 ‘그렇다’로 응답하였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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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준비 상황과 초기 혼란

5월 28일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국·과장급 공무원 등이 정부 대응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준비된 상태에서 

대응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으며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5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체계로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의 참여는 사실은 ‘ready’

상 태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입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이나 대응 활동

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 만이 신종감염병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그림 4-1-4). 

 

보건복지부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제대로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민간전문가는 초기에는 일정한 체계가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였다. 중앙 컨트롤타워에서는 매일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르스 유행곡선’이 6월 7일이 되어서야 나왔다는 것이다.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그림 4-1-4.  메르스 유행 전 신종감염병 지식과 경험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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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 대응과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한 총괄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응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협조와 조정이 요구되었으므로 국민안전처가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부지원대책을 총괄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 조직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관협력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정부가 지난 10일 동안의 초동 대응과 위기소통에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메르스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무빙 타겟’으로 정확한 의사결정과 

신속 대응이 안 되면 국가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전문가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관종합대응TF는 메르스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병원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즉각대응팀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즉각대응팀은 감염내과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었

으며 이들은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였다. 병원 현장에서 즉각대응팀과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와 병원장 등이 모여서 감염환자 치료는 물론 접촉자 격리 등과 

같은 방역조치를 논의하였다. 

한편, 메르스 감염 초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역학조사관들이 병원에서 역학

조사를 담당했으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예방의학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예방의학 교수와 전공의들이 민간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역학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밀접접촉자에게 ‘자가 격리’를 명하게 되면 

14일 동안 일상생활이 정지되거나 병의원, 숙박업소의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되려면 행정력이 필요한데 민간역학조사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민간전문가 활용의 득과 실

정부조직 내 메르스 감염 대응관련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민간전문가를 활용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대응에서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다 갖추기 어려우므로 

상시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비상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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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9%가 민간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포함한 대응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즉각

대응팀 활동은 84.0%, 민간역학조사관 참여는 79.3%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 관계자 대다수는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1-5).  

그림 4-1-5.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인식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반면에 민간전문가가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존재한다. 한 민간전문가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일종의 전쟁으로 민간인의 역할은 

자문을 하는 것이며 전략적 결정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보고서에 의하면 민간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을 

담당한 김우주 교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각대응팀장은 국가 요청에 의해서 맡은 것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에서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p. 63-64.)”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민간관계자는 민간인에게 행정권한이 없으므로 병원 폐쇄와 같은 

중대한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가 민간전문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병원을 잘 아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질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대책본부내 의사결정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
(즉각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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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본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민간전문가와는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공중보건 위기단계와 위기분석 체계

공중보건 위기단계의 경직성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 2014)에 명시된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경보 

체계와 실제 대응과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보고서(2014)에서는 

감염병 위험 평가기준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불확실성, 예방 및 치료 가능성 및 

대중적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표 4-1-2). 향후에는 앞서 언급된 요인을 복합적

으로 고려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별로 위기 단계 및 대응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2.  감염병 위험 평가 도구의 평가 영역과 기준에 대한 제안

평가 영역(안) 정의

발생·유입·전파 가능성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국내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영향력

인체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큰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영이 얼마나 큰가?

사회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

불확실성

질병발생 기전(pathogenesis)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

역학적 정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

위험 요인, 집단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가

치료예방 가능성
예방 가능성이 있는가?

치료 가능성이 있는가?

대중적 관심
대중의 관심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해관계자의 관심의 수준은 어떠한가?

자료   최보율 외. (2015). 2014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최종 보고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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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14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 최종보고서(최보율 외 2015) 내 1-2 세부과제 「위기관리체계 및 인체감염 예방 관리 대책 수립」 

중, p. 78의 <표 38>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01)  Simpson J. (2010). Memorandum submitted by the Health Protection Agency (SAGE 28).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
pa/cm201011/cmselect/cmsctech/498/498we11.htm 에서 2015. 10. 30 인출.

공중보건위기 분석 시스템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감염 위험이 낮게 평가되었음을 발견하고도 대응 전략을 곧바로 수정

하기 어려웠다. 2015년 6월 4일 개최된 메르스로 인한 위기평가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평택

성모병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었으며, 자문위원으로부터 감염병 유행 평가 

지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메르스 첫 환자 발생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흘렀

지만 감염 위험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분석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감염병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며, 초기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략 수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위기

사건대응체계(Incident Management System: IMS)는 전문가를 조직 자체에 확보하고 있

으며 위기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Scientific Section’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와 다르다(Papagiotas SS 외, 2012). 영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위기상황 분석

과 예측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Scientific Pandemic Influenza Advisory 

Committee: SPI)를 운영하였고 모델링, 위기소통, 임상지표 등에 대한 3개 분과를 두었다. 

이들이 만든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문서는 전략 상황실 회의에 제출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자문그룹(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SAGE)을 두었으며, 임상과 

실무에 필요한 자문위원회(Pandemic Influenza Clinical and Operational Advisory Group: 

PICO)를 운영하였다(Hine, 2010). 이와 관련된 영국 의회 자료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자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impson J 외, 2010).101)

⊙ 보건의료국장(Chief Medical Officer)과 과학자문그룹(SAGE 등)은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 자문위원회(SAGE, SPI, PICO) 간 활동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과학적 근거, 역학적 모델링의 한계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

⊙ SAGE는 미디어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핵심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  정부는 감염병 대응 기획에 사용된 가정(assumption)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 제기 및 수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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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과 컨트롤타워

책임지는 리더십 부재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국가 공중보건위기에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리더가 없는 문제가 지적

되었다.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위기 대응에는 행정력과 과학적 전문성, 다른 말로 하면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한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과 달리 질병관리본부(보건

복지부)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전체 상황을 책임지는 리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

부관계자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야전군사령관이 없다보니 이를 외부에서 보완해야 했고 

컨트롤타워가 복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현장을 파악하고 책임을 지고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방역관이 없어서 아쉬웠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102)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발생을 계기로 공중보건위기에 적합한 대응 체계로 Incident 

Management System(IMS)를 구축하였다. IMS 조직에서 위기관리자(incident manager)는 

앞서 언급한 야전군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전문가(Subject Matters Expert, 

SME)가 담당하며 주로 상급 과학자나 의사 출신 공직자들이 된다.

향후에는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 전문성과 행정적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을 양성하고 이들 중에서 역학조사와 평가를 포함한 이론과 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리더가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102)  다음 스토리 펀딩 :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다 : 3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인터뷰. 

http://storyfunding.daum.net/episode/2178 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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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 지휘 체계 및 권한의 명확성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 기능을 ‘방역조치에 필요한 전략적 결정과 직접 

대응에 대한 지휘’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의 즉각대응팀 모두가 포함된 ‘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합 컨트롤타워’는 일사불란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며 일정 시기까지 계속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는 정부 내 대응 조직이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대책반, 국민안전처의 범정부메르스대책

지원본부와 즉각대응팀 TF 등 산발적·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컨트롤타워 간 기능 중복, 부실

한 운영, 업무 혼선 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응에 필요한 실무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

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무적 결정과 중앙부처의 협력 체계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

만, 메르스 대응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메르스는 정부가 한 번도 직접 대응해본 적이 없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감염’이며 

대응체계가 정비되기까지 일정 기간 혼란이 존재하였다.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들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내 지휘 권한 혹은 의사결정 구조가 한동안 명확하지 않았다고 

술회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고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보고 대상이 불분명함’ 혹은 ‘보고 대상이 

많음’,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 보고 많음’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4-1-6).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그림 4-1-6.  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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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조정과 급증 대응역량(Surge capacity) 부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정부관계자와 민간전문가가 연합

해서 생긴 대응 체계였다. 따라서 상호 이질적인 집단 간에 업무수행을 위한 조정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민간전문가는 정부 조직에 속해 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으

며 정부관계자도 민간전문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생소한 일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즉각대

응팀장을 맡은 김우주 교수에 대한 보직이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공동본부장 → 즉각대응

팀장 → 총리특별보좌역으로 변화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는 대외협

력지원반, 기획총괄반, 현장관리반. 접촉자모니터링반, 자원관리반, 대외홍보반이 구성되었

고, 250명 정도의 정부관계자가 투입되었다. 대부분은 평소 감염병 업무를 하던 인력이 아니

었으므로 초기에 운영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초기 단계의 업무 조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자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차출되어 온 과장과 사무관들이 

자신의 것만을 아는 상황이어서 파편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초기 상황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업무 분장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이해

하는데 걸린 기간을 질문한 결과 1~2일 이내 17.8%, 일주일 이내 21.9%로 낮은 수준이었고 

54.4%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활동한 팀(과)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2.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걸린 기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1-7).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그림 4-1-7.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걸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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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 대응역량 문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참여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24시간 근무를 

지속하였고 장기간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신체적 피로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투입되어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를 

지켜본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급증 대응역량(Surge capacity)에 대해 언급하였

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6월 13일 발표한 메시지에는‘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역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급증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에 투입된 인력에게 휴식을 

주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되었다.103)

103)  Additional staff (for “surge capacity”) are urgently required for the response and to provide relief for staff already working on the 
outbreak. (한국 -WHO 합동평가단 핵심전달 내용) 2015. 6. 13.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병원과의 협력 체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다른 중앙부처 간 협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위기 단계는 ‘주의’로 유지하였다. 범정부적 

대책 기구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국민안전처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였고, 국무

총리가 범정부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교육부는 메르스로 인한 학교의 휴업 혹은 휴교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주의’ 단계를 ‘경계’로 격상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휴교나 휴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바이러스 변이가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감염 가능성은 낮으므로 휴교나 휴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는 중앙부처 간 협력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타 부처와 협력 및 의사소통이 원활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찰청과 외교부는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며, 국민안전처와 교육부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긍정적 응답이 적은 편이었다(그림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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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총리실 및 타 부처 간 협력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201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35 번째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

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서울시는 35 번째 환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는데 민관 대응관계자에 대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환자를 관찰해본 

결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전파 위험이 낮다고 보았다. 대부분은 증상 발현 후에 폐렴이 

생기고 기침 가래가 심한 사람이 전파를 시켰다고 하며, 35 번째 환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5 번째 환자는 소위 말하는 슈퍼전파자의 특성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중략)…기껏해야 15분 

짧은 시간 가만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1,500명 전체를 격리시킨다는 것은.(보건복지부 관계자)”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 참석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한 참석했던 학

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매우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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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중에 누가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밀접접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범위에 있었는

데 문제는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중략)…안전한 조치로 모두다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기준으로 동일하

게 조치해야 된다.(민간전문가)”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가 당

시 인식하고 있던 바와 취한 조치를 정리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35 번째 환자의 전파 위험

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방역조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표 4-1-3).104)

이상적인 대응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그동안 경험한 메르스 전파양상에 대한 분석결

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CCTV 등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

다. 현실적으로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조율되지 못하였다.  

표 4-1-3.  대응주체 간 35번 환자 방역조치에 대한 인식 비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35번 환자의 전파 

위험성에 대한 인식

대책본부관계자 : 

접촉정도가 낮아 위험

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되어 자가 격리 또는 능동

감시가 필요하지 않음.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동감시로 불충분

하다.)

방역조치에 대한 입장 

재건축조합의 총회

참석자들의 접촉 정도를 

분류하여 관리 방안 결정

모든 참석자를 

밀접접촉자로 판단

메르스 공포와 불안이 

도를 넘으므로 CCTV 
분석, 밀접접촉자 구분

하여 관리

조치사항

35번 환자의 동선 조사, 

35번 환자가 참석한 병원 

내 심포지엄, 식당 등을 

파악하여 조치, 재건축

조합 명단 제출 요청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단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 소집 후 바로 

1,565명을 자가 격리 

하겠다고 발표함 

104)  최종적으로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접촉자들에 대한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시는 메르스 

방역대책 백서에서 과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공개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접근을 했다고 자평하였다.

자료  감사원(2016) 감사결과보고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p. 82-86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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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석회의가 열렸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등이 협의

체 구성과 연락관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전통적으로 감염병 관리는 중앙정부나 시·군·구의 업무였으며 시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

단체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도 적고 제대로 된 업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시도가 감염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의 감염병 관련 대응 조

직을 키우는 것이다. 시도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백서에 의하면 경기도가 초반 혼란을 딛고 대응하는데 감염병관리본부 역할이 컸다고 

하였다(경기도, 2015).105)

메르스 유행을 겪고 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기도 따로, 계획도 따로 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106) 중앙정

부와 광역시도는 이와 같은 국민의 관심과 비판을 수용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병원과의 협력 체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한 보건복지부 혹은 질병관리본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

해서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메르스 대

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응 준비성 영역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 혹은 일선 

의료인 간에 신종감염병 유행과 전파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의료기관을 위한 메르스 대응 지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캐나다 온타

리오에서는 2014년에 온타리오 주 보건당국(Public Health Ontario)이 감염병 자문위원회

(PIDAC)와 급성기 병원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

105)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는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국내 첫 광역단체 감염병전문기구로서 2014
년 4월 발족하였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지원하며 연 예산은 8억이다. 의사, 간호사, 보건학, 통계학 전공자 등이 일하고 있다.

106)  다음뉴스 스토리 펀딩: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다 : 5화 사건으로 끝날 일이 사태가 되어버린 메르스 감염내과 임승관 교수 

인터뷰. http://storyfunding.daum.net/episode/2178에서 2015. 12.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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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메르스 환자 분류, 스크리닝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6개월 간격으로 개정하였

다(PIDAC, 2014).

셋째, 방역당국과 의료기관 모두 의사와 간호사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국

공립병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병원 급에서도 신종감염병 환자 발견과 진료에 필요한 훈련

이 되어있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환 자 배 치 |  감염 검사를 받을 환자들에게 적절한 격리 공간(응급실 내)을 확보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 이동에 대한 시간표 작성

추가 준비 사항 |  ① 환자는 음압 격리 병동(AIIR)에 격리되어야 하며, ② 의료진은 개인보호장

구를 착용하는 등 환자의 비말 및 밀접접촉에 주의해야 함, ③ 환자 또한 이동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진단 과정 명확화 |  ①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 마련(확인 절차 문서화), ② 진단을 위한 

검체확보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적시, ③ 신속한 검체 전달과 검사 진행에 필요

한 절차 및 의사소통 과정 문서화

의 사 소 통 |  공중보건 당국에 즉각적으로 보고, 병원의 책임자(감염 관리 담당, 미생물팀, 

직업의학팀, 병원 관리자 등)에 검사 결과를 알리고 유기적 의사소통 실시

교 육  및  훈 련 |   ① 메르스 현황, 감염 상태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② 필요 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자료 생산의 책임 주체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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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응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로서 (음압)격리병상 규모가 기존에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107)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 이송과 의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시간으

로 전국 격리병상과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원활하지 못했다.   

다섯째,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

스 감염병 관리기관, 메르스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메르스 대응을 위한 진료제공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그 시기가 한 발 늦었고 또한 개별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

하여 메르스 환자 혹은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와 환자 이송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메르스 감염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공중보건당국이 병원감염에 대해 직접 방역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전통적으로 공중보건당국은 지역사회감염을 관리해왔으며 의료관련감염은 의료기

관 업무로 간주되어왔다. 향후, 공중보건당국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병원내 감염유형을 관

리해야 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언급하였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감염병 유행 시 필요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정보 공

유는 물론 병원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제공할 것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 

표 4-1-4.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병 교육·훈련에 대한 관계자 의견 

구        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관계자 및 정부관계자 면담 내용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파견 간호사)를 오게 해서 감염 관리나 격리 원칙이라든가 PPE 어떻게 입고, 

PPE의 종류를 설명하고 하루 교육을 해서 보냈어요.…(중략)…에볼라에  대비하기 

위해 원내 직원들 거의 100%를 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훈련 중이었던 

거죠.”

서울대학병원

관계자

“저희가 에볼라 올까봐 대비하느라고 시나리오 짜고 멸균소독기도 가동해 보고 옷

입고 벗는 연습하고, 시나리오를 막 짜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좋았어요. 

메르스 (대응)할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병원에 계속 의료진 감염이 생기고 하니까 질병관리본부 과장이 개인

보호방호복 교육을 시켜봤거든요.…(중략)…제가 보는 순간에 간호사 10명이 옷을 

벗고 입었는데 9명이 실패했어요.”

107) 다인실은 격리환자 수용 시 1인실로만 기능하며,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등으로 인해 최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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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인 메르스 유행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며, 정부

관계자 스스로도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였다. 메르스 대응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구조

적 원인으로는 전체 사회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소홀한 문제, 학문의 주체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응했지만 초동 대응에 실패하여 중앙메

르스 관리대책본부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방역전략 수정과 함께 전면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

이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보안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대응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

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 활동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에 투입된 정부관계자들은 경험이 부족했으며 업무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대응체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전환된 이후

에도 컨트롤타워가 복잡하고 지휘 권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있지 못하였고 보건복지부 혹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사이에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공유 및 접촉자 관리에서 업무 배분과 협

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과

의 협력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지침 제공, 

교육 훈련,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진료, 의뢰 및 이송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과제와 논의 사항

중앙정부 중심 메르스 대응 조직과 협력 체계 관점에서 준비성과 실제 대응에서 나타난 문

제와 관련 논의를 고찰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와 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질병관리본부 조직이 생각보다 허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는 물론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하는 업무를 감당할 전문 인력

과 행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조직문제를 정확

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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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CDC 2015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약 10,000명 이상의 정규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09)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대응관계자의 기록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잦아서 전체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조직인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앞서 제기한 ‘Science Section’외에도 대응관계자의 안전(safety)과 복구

(resilience)를 담당하는 조직 등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을 책임지

는 구조를 갖추어야한다109). 질병관리본부에서 위기 대응에 적합한 표준 방역체계를 제시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의료기관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 �공중위기대응에서 현장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실제 대응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 �감염병 대응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협력과 역할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

사원 감사에서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대응에서는 제승방략(制勝方略) 방식으로는 ‘방역 기동성’

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업무 과정과 역

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현장감 있는 실무 매뉴얼’이 필요하다. 

●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정부당국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업무는 병원시설과 관리, 감염관리 활동,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환

자안전, 의료의 질 평가, 공공의료,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건복지부에 병원감염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강조할 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에 대한 집단적 경험이 사장

되지 않도록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의료기관 종사자 경험을 모을 수 있는 ‘대연합 토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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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제

⊙  메르스 감염에 대한 최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하여 감염력을 낮게 평가하고 병원

감염 문제를 간과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분석 시스템

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일상적 감염병 관리와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신종감염병 대응

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병원감염 관리와 지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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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
부개정), 제2조(정의))

2. 메르스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

들어가며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성공적인 초동 대처는 신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저지로 이어질 수 있다. 5월 20일 첫 번째 메르

스 환자가 확인되면서 메르스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110)가 실시되었고, 역학조사 결과는 초동대

처와 방역의 바탕이 되었다. 이 절에서는 메르스 환자 발견 및 역학조사의 준비성과 대응 과정

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준비성으로 역학조사 인력과 메르스 대응 지침을 검토

하였으며, 대응 과정으로 검역, 환자 발견,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역학조사, 민간

역학조사관의 지원, 역학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하였고, 메르스 역학조사가 어려웠던 구

조적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2.1  환자 발견 및 역학조사 관련 대응 준비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은 얼마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

제 중 하나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유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제

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르스 대응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메르스 대응반이 있는데 

얼마나 대비를 했는지 반성해야한다. 메르스와 같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쟁 시 

총칼을 들고 대비하지 않는가?(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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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인력

메르스 유행 초기 역학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빈번하게 지

적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함께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다. 감염병의 특성, 감염이 일어

난 환경,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신종감염

병과 같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알려진 지식(지침, 해

외발생 사례 등)과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

적이다.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및 현장 대응 능력은 다양한 질병의 공중보건위기를 다년간 대응한 경

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34명의 역학조사관 중 32명이 공중보

건의로 군 복무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활동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웠다.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론 교육만으로 충

분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된 역학조사관111)과 시도에 

배치된 역학조사관이 주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담당하였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된 메르스 감

염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된 역학

조사관 중에서도 근무기간에 따라  역학조사 경험이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

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이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2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요.…(중략)…첫째는 경험의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 하면 안 되는데. 경험이라는 게 개인의 경험도 있겠지만, 집단적인 

그런 경험이 시스템화 되질 못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중략)…한 군데에서 발생

을 하면 그나마 있는 사람으로 하겠는데,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면 여러 팀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면, 이거는 사실 그냥 펑크 나는 게 아니잖아요.(질병관리

본부 관계자)”

미국, 유럽, 중국의 역학조사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교육 기간과 구성은 우리

나라의 역학조사관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나, 역사적 전통,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식, 제반

환경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EIS) 프로그램은 매

111)     질병관리본부 소속 14명 역학조사관 중 2명은 검역소에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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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0-80명의 EIS officer를 배출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중보건준비대응국

(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PHPR)의 Career Epidemiology 

Field Officer(CEFO)는 EIS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지방정부 공중보건 감시 시스

템 강화, 감염병 유행 시 조사 등 대응업무 수행, 주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

획을 입안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CDC 간 연락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 상황 발

생에 대비한 훈련을 주도한다. 독일의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인 PAE(Postgraduate 

Training for Applied Epidemiology)는 1996년에 발족되었으며, 로버트코흐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에서 주관하고 있다. 교육 후 감염병 유행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서비스에서 역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료 후 역학조

사관들이 주정부 보건부처와 지역 보건소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김남순 외, 2015). 

중국에서도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Career Fiel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CFETP)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1-2014년 191명이 배출되었으며, 중국 질병통

제예방센터(China CDC)와 지방 보건당국 등에 근무하고 있다.112)

역학조사관 배출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현장에서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을 믿고 권한을 인정

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관 

활동에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역학조사관이 효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기 어렵다. 

역학조사와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나, 관련 학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최근 만성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역학 전공자 내에서도 감염병 역학에 대한 신규 인력 

배출이 감소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경

험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병원에서 감염병, 특히 호흡기감염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전

문적으로 병원에서 감염병 전파를 조사할 수 있는 병원역학자(Hospital epidemiologist)도 국

내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감염역학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6명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역학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병원역학을 하는 사람이 대형병원에 반드시 있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감염내과나 

암 하시는 분과 같이 일을 하고, outbreak가 나면 모델링을 합니다.(민간전문가)”

112)     질병관리본부 2015년 중국 CDC 출장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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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대응 지침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지침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기 때문에 지침의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 및 관리 지침은 2014년 7월, 12월 1판과 2판이 발행되었으

며,  2판이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MRES) 관리지침에서는 <표 4-2-1>과 같이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를 정의하였다.

표 4-2-1.  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2판)
(2014. 12. 2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3판)
(2015. 5. 25.)

■ 환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실험

실적으로 확진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 (pulmonary parenchymal disease : 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

성 호흡기 감염자(acute respiratory infection)로 

다음의 특성*에 부합한 자 (단,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특성

 -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 

(특히 ICU)를 돌본 의료인 또는

 -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

** 밀접한 접촉

 -  확진 또는 추정 사례를 돌본 사람 

(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 확진환자(Confirmed case)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Suspected case)
 ①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

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

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 

하게 접촉한 자**

 ②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③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예멘)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자료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20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2판), 보건복지본부·질병관리

본부.(2015).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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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RES) 관리지침(2판)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서 다음과 같이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밀접접촉자

확진 또는 의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

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밀접접촉자 범위

■ 환자와 같이 감염 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

밀접접촉의 공간적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간기준(2미터 범위)과 동일하였

고 “prolonged period”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시간적 기준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으

로 정의하였다. 천병철(2015)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환자 사례 정의에 나타난 밀접

접촉은 접촉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5월 25일 감염 전파 가능성을 고

려하여 밀접접촉자 정의에서 ‘1시간’이라는 노출기간을 삭제하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MRES) 관리지침(2판)에서는 검역 시 검역관이 발열 감시로 38℃ 이상

인 사람을 감별하도록 되어 있으나, 3-1판에서는 중동지역 여행자의 고막 체온계 2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인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현장에 있는 다른 검역관 역시 

N95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공항 내 검역관실에 설치된 격리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메르스 환자 발생 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3판)(2015. 5. 25.), 3-1판(2015. 

5. 26.), 3-2판(2015. 6. 3.), 3-3판(2015. 6. 7.), 3-4판(2015. 7. 27.), 3-5판(2015. 8. 4.)

이 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유행되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유행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

과가 발표되었으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 내 전파가 지역사회 전파보다 더 높으며, 

병원에서 사람 간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Assiri 등, 2013; Chowell 

22)     메르스 대응 지침 제2판, p. 11.
23)     메르스 대응 지침 제3판, p. 12.
24)     메르스 대응 지침 제2판, p. 22.
25)     Being within approximately 6 feet (2meters) or within the room or care area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while not wearing 

recommend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감사원 보고서 p. 27-28.
26)     메르스 대응 지침 제2판, p. 13.
27)     메르스 대응 지침 제3-1판,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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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유행 시 일부 병원이 폐쇄되었던 내용 및 메르스 코로

나바이러스의 높은 병원 내 전파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 방역 당국의 초동 대응에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폐쇄하더라고요.…(중략)…사우디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환자 발생했었을 때, 사우디 병원 폐쇄하고 있었거든요.(민간전문가)”

2.2  대응 : 검역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는 비행기로 귀국하였으며, 검역 단계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다. 정부는 5월 20일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대상 특별 검역을 실시하였고, 

중동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가 있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게이트에서 밀착 발열 감시 

및 개별체온 측정, 건강 상태 질문서 징구 등을 실시하는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입·출국자

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전수 징구에서 자진 신고로 전환

하는 등 메르스 국내 유입 전 검역 조치가 완화되었으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

국자에게 메르스 예방 수칙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감사원, 2016). 메르스 발생 상

황에서도 중동지역의 입·출국자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해외 출국자 수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신·변종 감염병에 걸려 입국하는 사람의 수도 함께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와 같이 잠복기에 입국하는 환자의 경우 검역을 통해서는 유입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검역 강화와 함께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자발

적인 신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단일한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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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돈,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1)     감사원(2016).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보고서, p. 34-38.

2.3  대응 : 환자 발견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역학조사

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에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이 메르스 유행 차단의 핵심 단

계였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었으나, 삼성서울병원 방문 

전 여러 의료기관의 외래·입원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메르스 환자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신종감염병을 인지(alert)하고 있는 의료진이 의심환자를 신고해야 하지만, 의

료진의 메르스에 대한 지식과 alertness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대응 관계

자는 스위스 치즈에 비유하면서 ‘최일선의 치즈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제일 먼저 간 개인의원에서 의사가 보고 바레인 갔다 왔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안 

갔는지 낙타농장 갔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었어요. 즉 최일선의 치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민간전문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메르스를 의심하고, 2015년 5월 18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고를 접

수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심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가 발생한 국가가 아니

라는 이유로 바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검사 요청으로 검사가 실시되어 메르스

가 확진되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성모병

원을 퇴원한 14 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감염 여부가 의심되지 

않아, 14 번째 환자가 3일 동안 응급실에 체류하였다. 감사원 보고서(2016)에서는 1번 환자의 평택

성모병원 경유 사실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초 신종감염병 환자가 첫 번째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심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

전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메르스 위험지역 방문자, 일선 의료기관 담당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감시를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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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응 : 역학조사  

  메르스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

● 신종감염병의 병원감염 역학조사 역량 부족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 발생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는 대규모로 유행하지 않아 바이러스의 치사율, 전파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

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 가능성,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의

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정보가 이후 대응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

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시 기존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했지만 메르스와 같이 병원을 중심

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역량이 부족하였다

● 역학조사에 대한 지원 부족

메르스 대응 시 역학조사관의 현장대응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였다. 병원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은 숫자의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현장 대응을 

하였는데,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가 없었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환

자 인터뷰, CCTV,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 이송 

등 관련 업무 또한, 신속히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양질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였다.113)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역학조사관의 실제 첫 번째 목적은 감염원 경로 규명입니다.…(중략)…현장에서 역학조사관은 감염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보건소나 행정 담당하는 분들이 나가서 격리 차단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접촉자 

명단 받고 명단 정리하고 엑스레이 부서에서 준 명단, 수납에서 준 명단, 간호과에서 준 명단 분리·정리하고 

이런 문제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역학조사관이 하니까 어려웠습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

113)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관들은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보고를 위한 자료 요구가 과다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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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역학조사의 어려움

국내 병원의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역학조사를 할 때 병원의 협조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입원환자 명단, 외래 방문환자 명단, 접촉가능성이 있는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데 병원의 협조

가 필수적이다. 병원마다 업무 체계가 다르고 역학조사관과 병원 관계자 모두 병원에서의 역학

조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일사불란하게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 인터뷰 정보의 부정확성

환자와 보호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기본적인 역학조사방법으로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의 자료로 사용된다. 메르스 역학조사 시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

했지만, 일부 환자, 보호자의 거짓말, 비협조, 부정확한 진술이 역학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

렸고, 접촉자 누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요.…(중략)…자기가 어디어디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가 격리될 거니까. 말을 안 해요.(질병관리

본부 관계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도 일부 환자들은 진료 시 해당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인터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는 역학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응급실 과밀화와 일반인의 제한되지 않은 병원 출입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는 14 번째 환자에 의해 대규모 접촉자가 양산된 원인의 하나

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간병과 문병 등을 위한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기록되거나 제

한되지 않는다. 메르스 유행 시 병원 직원과 환자는 병원에서 접촉자 명단 작성이 가능한데 비

해, 일반인은 환자에게 방문객 등을 조사한 후 명단 작성이 가능하여 접촉자 명단 작성이 지연

되고 일부 보호자, 방문객 등이 누락되었다. 

● 메르스 감염 경로에 대한 논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병원체가 확인되면서 감염병 유행의 원인이 규명된 것처럼 보이

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축적된 정보가 부족하였

다. 2015년 5월 28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와 같은 병동이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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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와 공기 감염 가능성

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환기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다른 병실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가능성,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

고, 이러한 메르스 감염 경로에 대한 논란은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가 거쳐 갔던 의료기관에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발단환자(index case)로부터 

감염된 환자를 포함하여 37명의 확진환자114)가 발생하였으며, 격리 대상자 선정, 병실 구조 등

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역학조사에 대해 밀접접촉자 정의를 협소하

게 적용한 점,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초기에 병원 단위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못

한 점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1차 역학조사(5. 20. ~ 21.)의 격리 대상자 선정

메르스 대응 지침의 환자 정의에 따라 개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근접 접촉이 확인되면 시간 

관계없이 모두 격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밀접접촉자가 지침에서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되어 있고, 신체적 접촉을 한 자로 되어 있는데, 

…(중략)…시간 개념은 얘기하지 말고,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다 밀접접촉자로 했어요.(질병관리본부 

관계자)” 

평택성모병원에서 2015년 5월 21일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하여 

메르스 첫 확진환자의 접수실, 채혈실 동선을 확인하여 의료진과 확진환자의 접촉 강도를 조사

하였으며, 환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CCTV,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다. 5월 21일 역학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메르스 첫 확진환자와 근접접촉이 확인된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였다. 

114)     발단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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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메르스 첫 환자(발단환자)와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 대응 지침이 수정되었으며, 메르스 환자와 동일 병동 입원환자 및 보호자로 조사범위

가 확대되었다. 1차 역학조사 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

족하였고, 환자 이동 경로, 입원실 환경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현재 정보(근거)의 불충분성, 감염병 전파에 있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취약성,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염 사례 등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비말 전파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기침,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과 이동 유무, 

진료 공간의 밀집도와 체류 시간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정도가 달라지고 전염력에 차이가 발생

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 환자의 행태, 노출환경

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차 역학조사(5. 20. ~ 21.)의 정확성 

5월 28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와 같은 병동이나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가 메르

스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발단환자)가 병원 안에서 이동하면서 감염을 전파

하였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1차 역학조사에서 환자의 기동력을 파악하지 않고 병상에만 

머물렀다고 가정하여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침 등 비말, 간접접촉에 의한 전파 다 가능한 거예요. 환자가 그 안에만 있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CCTV를 틀어보니 환자가 돌아다녔던 거예요.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이 잡듯이 해야 

하는데.(민간전문가)” 

● 1차 역학조사(5. 20. ~ 21.) 이후 방역조치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5월 20-21일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으

나, 그 이후 5월 28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 감시 등의 방역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5월 28일 방역 인력이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되었으나, 그 시점에는 이미 평

택성모병원에 있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흩어진 상황이었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 한계를 인

식하고, 밀접접촉자 격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환자 발생까지 포함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주도면밀하게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했었으나,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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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보고, 정리를 하고, 답을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침에 안 나와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

어야 해요. 근데 그걸 낼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14 번째 환자는 5월 25일 평택성모병원을 퇴원하여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였다. 

29일 밤 역학조사관이 추적 조사를 위해 출동하였으나, 14 번째 환자가 응급실에서 27-29일 

체류하면서 감염이 전파되었다.

● 역학조사의 신속성

메르스 역학조사는 질병의 원인이 중동에서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행 초기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 및 접촉자 파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 번째 환자를 5월 29일 처음 인지하고, 30일에 접촉자 파악을 시작하였

다. 31일 보건복지부로 접촉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며, 5월 31일-6월 3일까지 총 10차례 업데이

트된 접촉자 명단이 제공되었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삼성서울병원에서 

14 번째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에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다음과 같이 메르스 대응 관계자

는 언급하였다. 

“결국 핵심적으로는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자료를 만들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냐.…

(중략)…응급실이라고 하면 응급실에 환자/의사만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응급실에 다녀간 사람, 보호자

까지 포함하여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대규모 감염으로 접촉자 규모가 크고, 보호자 등 일반인의 병원 출입

에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접촉자 명단 작성 등 병원 역

학조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였고, 관련 정부부서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제 5월 29, 30일 이때…(중략)…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사람도 이 14 번째 환자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을 갖다가 모든 특징을 다 알고, 전체적으로 다 챙기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거고, 다 부분 부분,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보건복지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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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의 정확성

삼성서울병원 14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의 병원 내 이동 범위를 충분히 파악

하지 않은 오류가 지적되었다. 응급실 내 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외래 방문환자 중에서도 메

르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나

면서, 접촉자명단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2015). 

 

“14 번째 환자 대상으로 처음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됐어요. 14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super spreading event, 86명이지만 5명의 환자가 80% 환자를 감염시킨 거죠.(민간전문가)”

  역학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뷰, 의무기록 분석, CCTV 분석,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역학조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CCTV 등 새로운 매체 활용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으로 역학조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CTV 분석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역학조사관 중에 결핵 역학조사 경험이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핵 역학조사에서도 CCTV를 종종  

봅니다. 그 사람이 우리 CCTV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거지 역학조사관 교육이나 매뉴얼, 지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한두 명이 창의적으로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질병관리

본부 관계자)”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메르스는 외국에서 

유입된 신종감염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유행이 없어 전파력 등 역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였다. 감염병 유행 시 역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방역에 활용해야 하지만 메르스 유행 초기 대응 시 역학조사 결과가 위기관리 정보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조사 결과의 기본 자료가 되는 역학조사서의 정보 정확성을 검증·보완하는 기전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해 메르스 초기 환자 발생 시 

유행의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 발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에 바빠, 

제대로 역학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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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역학조사를 하고 나면, 그날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심층 역학조사가 아닌 현장 역학조

사는, 필드 역학조사는 필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로 그날 입력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나

가야 하는 겁니다.(민간전문가)”

“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그걸 찾아내는 데에 있어서,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 시도 역학조사관 전체가 전파 차단과 확진환자 역학

조사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쪽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그쪽에 대해 환류가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메르스 유행이 진정된 후반기에 역학적 특성, 치사율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과 병원 간 감염 전파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대응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역학조사관의 지원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관이 구성되어, 중앙 역학조사관

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수할 수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 번째 환자가 발생한 후 민간역학조사 인력이 메르스 

대응에 투입되었다. 민간역학조사관의 투입배경에 대하여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창기에는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이 작업을 했지만, 이게 확대되면서 역학조사관 물리적인 숫자나 이제 

그렇게 큰 감당을 할만한, 왜냐하면 이번에 역학조사관들도 한 달 교육 받자마자 5월 달 메르스가 터지면서, 

그 1년차들 군대 갓 훈련 마치고, 기본 훈련 갓 마친 역학조사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중략)…유행이 

확대되는 마당에 우리가 전문지식과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주자는 의견을 가지고, 민간역학

조사관이라고 법규에도 없는 명칭을 만들어 가면서 일단 조직을 했습니다.(민간전문가)”

민간역학조사관은 예방의학 전공의와 예방의학·역학교수들로 지역별로 구성되었다. 민간

역학조사관 투입 초기, 민간역학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

었으나, 민간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규정되고, 대응관계자들 내에서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에서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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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역학조사를 위해 감염병 유행 대응에 축적된 경험을 가진 역학조사관 양성과 함께, 메르

스 역학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만

들 필요가 있다.

소결  

  요약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시 첫 확진환자(발단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확진되었

으며 이후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되어, 신종감염병 환자의 발견과 역학조사에 대해 부

족한 국내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학조사관의 전문성 및 현장 대응 능력은 다양한 질병의 공중보건위기를 다년간 대응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34명의 역학조사관 중 32명이 공중

보건의로,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이 메르스 유행 초기 역학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

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발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기 전 여러 의료기관의 외래·입

원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의료진의 메르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신종감염병의 병원감염 역학조사 역량 부족, 현장의 역학조사 지원 부족, 병원 역학조사의 

어려움, 인터뷰 정보의 부정확성 등이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입

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발단환자로부터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격리 대상자 선정, 

역학조사의 정확성,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등이 논란이 되었고, 14 번째 환자가 응급실에 체

류했던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접촉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타나는 

등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메르스 역학조사를 위해 인터뷰, 의무기록 분석, CCTV 분석,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등 다

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관이 구

성되어, 중앙 역학조사관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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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과 향후 과제

메르스 환자발견과 역학조사에 대한 준비성과 실제 대응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환자 발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준비가 메르스 유입 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데,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는 역학조사관 부족이었다. 예를 들어, 14 번째 환자 확

인 후 평택지역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역학조사

인력 부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웠다. 또한 역학조

사관이 공중보건의 신분이어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역학조사관의 역량이 역학조사에 중요하므로, 역학조사 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관

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Kim, 2015a).

■��검역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첫 환자와 같

이 잠복기에 있을 경우 검역 단계에서 환자를 발견해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증상 발현 시 환자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이 신종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메르스 환자 발생을 알고 

있었고 일정 정도 국내 유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메르스 환자는 삼성서

울병원에서 확진을 받기 전 진료를 받은 의원·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지 않았고, 

14 번째 환자 또한, 메르스로 확진되기 전 3일간 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것으로 볼 때, 방

역당국-의료기관 간, 의료기관 내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 유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

보를 방역당국이 병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야 하고, 병원 내에서도 환자를 접촉하는 의

료진에게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시스템을 갖

춰야 한다. 의료진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진료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Lee, 2015).  

■��메르스 역학조사는 메르스 환자의 감염원, 감염경로를 조사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 전

략을 수립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부터 7월 4일 확진환

자까지 186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의 감염 경로와 확진환자에 의한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염 경로를 확인하였다. 평택성모병원의 부족한 역

학조사가 메르스 초동 대응이 어려워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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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역학조사로 감염자를 격리하였고,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메르스가 의

료기관 내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감염병 역학조사를 하여야 했으나, 국내에

서는 병원 역학조사 경험이 매우 적었고,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

어서, 환자의 동선 파악, 병원환경 조사 등 국내에 적합한 병원 역학조사 방법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초기 역

학조사가 미흡하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

이 파악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폐렴 환자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메르스 유행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립하고 역학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역학조사는 방역당국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행기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

람과 물자의 이동 증가는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향후 신

종감염병 환자가 조기에 발견되고 효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 역량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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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제

⊙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 양성이 필수적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역학조사관 부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확충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이 정규직이라는 것만으로 양질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할 수는 없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역학조사관에 지원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장기간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려면 업무 환경과 교육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가? 

⊙  우리나라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경험이 부족하며, 국내 병원환경이 외국과 달라 우리

나라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관련 학문 교육과정 중 

어떠한 방식으로 역학조사 방법을 교육해야 하는가?

⊙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병원의 CCTV 분석, 건강보험청구내역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방법 중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공중

보건위기 시 방역이라는 공공의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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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르스 진단검사 및 격리병상

들어가며

메르스 의심환자는 실험실 분자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면 메르스 확진환자로 규정하

였다.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당시 총 4만 3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186명(중국 확진

환자 1명 포함)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절에서는 메르스 발생 이전에 메르스 확진 판

정을 위한 진단검사 체계의 준비가 충분하고 적절하였는지, 발생 이후 실제로 신속하고 정확하

게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메르스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혈청이나 

바이러스 등 자원의 확보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관련 분야 연구개발 역량 확보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신종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에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격리병상 확보가 필수적이

다. 특히 병원 내 감염의 위험 없이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음압격리병실(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s) 등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격리병상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메르

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격리병상과 개인보호구 등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

품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하여 보

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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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메르스 진단검사 준비성 및 대응 

  메르스 감염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대응 준비 

메르스 진단과 관련한 검사 방법은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을 위한 분자검사방법과 혈청학적 

검사 방법이 있다. 메르스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분자검사진단방법은 이미 2012년 12월

과 2014년 9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방법은 ‘PCR 검사’라고도 불리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부위(upE, 

OR1b, N) 중 2개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CR, real-time RT-PC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메르스 감염 양성판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혈청학적 검사 방법은 항원에 형광항체(fluorescent antibody)를 결합시켜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면역형광항체법(Immunofluorescence assay, IFA)과 효소를 표식자로 하여 항원 

또는 항체량을 측정하는 효소면역시험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가 대표적이다. 

PCR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객담을 채취하여 멸균 용기 등에 넣어 운송한 후 시료를 준비

하여 표준검사실(reference lab)에서 분석하여 확진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신종감염병에 대

한 검사의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진단방법이 사전에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대량으로 검사 의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진단 시약 공급 계획과 표준검사실 확보 방안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검체 채취 및 검체 이송, 검사 의뢰에 대한 체계도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7월 8일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연구소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주

를 받아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었으며 배양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PCR 검사를 

통하여 메르스 감염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메르스 RNA 전사

물과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배양물을 활용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5), 검역소를 대상으로 메

르스 확인 검사법 교육을 하였고, 시약을 배포하였으며 실험실 질 관리도 진행하였다. 또한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절차 대한 내용을 메르스 대응지침 내에 포함하는 등 진

단검사 측면에서는 메르스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5)  보건환경연구원법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동법의 제5조(업무)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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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적화시킨 유전자 진단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 검체, 즉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회

복된 사람의 양성 혈청 검체는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된 양성 임상 검체를 이용하여 개발된 진

단시약을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메르스 국내 유입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직접 양성 혈청 

검체를 얻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연구소에도 요청을 하였

으나 답변이 없었다. 당시 메르스 양성 혈청 검체의 확보 어려움에는 각국의 국가기관이나 민

간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검체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 국가에 보내는 것을 꺼렸던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종감염병 바이러스의 경우 검사진단 시약 및 백신 개

발을 위해 바이러스 검체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바이러스 

검체의 확보는 향후 국가 간 협력과 교류 확대를 통해 풀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116)  이윤희. (2015. 6. 5.) 메르스 자가 격리자 검체 샘플, 남편이 직접 수송 ‘충격’ 뉴스1. http://news1.kr/articles/?2266464 에서 2016. 
2. 13 인출.

  메르스 진단검사 실제 대응 

메르스 진단검사 실제 대응

● 검체 채취 및 이송 체계의 혼돈

2015년 6월 7일 「메르스(MERS) 대응지침(3-3판)」배포 이전까지는 지침 상 검체 채취는 환

자가 입원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서, 메르스 확진을 위한 확인검사는 국립보건연구

원에서만 할 수 있었고, 채취한 검체의 이송 업무는 보건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

나 메르스 유행 시 검사 의뢰가 급증하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면서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검체 이송 업무가 폭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확인검사 권한

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탁 임상검사기관,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서 검사지연의 문

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검체의 이송 관련하여 보건소 업무가 과중되었다. 특정 

지역에서는 급증하는 검사의뢰를 한정된 보건소 인력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시도 보건환경연

구원, 그 외 검사기관, 심지어 오송 국립보건연구원까지 검체를 이송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그 결과 환자 보호자가 검체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116) 일

부 시·군·구에서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소재지와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건

소 검체 이송을 서로 떠넘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감사원, 2016,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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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메르스 환자 진단검사 절차

진단기관검사 

검역 유증상자 
의료기관

의심환자 발생 

접촉자 모니터링 

또는 선별진료소 에서

의심환자 발생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노출자 진료병원

또는 격리병실 

국립보건연구원
민간 수탁기관

(5개)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18개) 

민간병원
(40개)

검체 재취 후 관할 
보건소에서 수송 

보건소 신고 

“무슨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지침도 그럼 보건소로 나오잖아요. 보건소 직원들이 환자들 이송하랴…

(중략)…검체 확보도 하랴…(중략)…진짜 1인 12역씩 했을 거에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보건소 직원들

이.(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 검사 의뢰체계의 복잡성

메르스 유전자 확인검사 권한 이양 이후, 확진 소요시간은 감소하였으나 검사 의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체의뢰서의 양식이 통일되어있지 않아 메르스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병원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향후 검체의뢰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통일된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검사 자체도 검사 1건 당 의뢰서 3장을 써야하는 시스템인 거예요.…(중략)…근데 이 3장의 양식

이 다 다른 거예요. 차라리 한 장으로 통일을 해주면,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좀 수월한데,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병원 관계자)”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015). 메르스(MERS) 대응 통합 행정지침(1-2판)을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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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대전광역시. (2016). 대전광역시 중동호흡기증후군 백서. p. 112

● 진단검사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 : 진단검사기관 확대

메르스 유입 초기,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 확진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만 시행하였으나 검사 의뢰가 급증하여 검사가 지연되자 검사 기관을 확대하였다. 확대 초기

에는 선별검사와 확진을 위한 확인검사 2단계로 실시하다가 2015년 6월 7일 이후 1단계로 전

환하였다. 2단계 구조에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표적 유전자인 upE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선별검사), 국립보건연구원이 ORF1a 유전자까지 함께 검사해 확진하는(확인

검사) 검사체계로 검사지연이 여전히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체계를 1단계 구조

로 전환하였는데, 1단계 구조는 메르스 감염 확인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진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및 5개 수탁 임상검사센터에서 선별검사와 확인검사를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확

진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단계 구조에서는 검체 채취

부터 유전자 판독까지 의심환자 진단에 2일 이상이 소요되고 확진판정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

생하였으나 동시 검사체제로 전환 후 검사 지연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6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이 이양되고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0시간 정도 단축되면서 

…(중략)…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117)

메르스 대응 초기에 의심환자 발견 시 검사 의뢰에서 확인검사 완료까지의 시간이 짧지 않

았다. 이러한 현상은 메르스 환자 발생이 일부 시·군·구에 집중되었고 메르스 유행 초기에

는 검체를 국립보건연구원으로만 보냈어야 했기 때문에 보건소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한정된 인

력으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었음에서 일부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

종감염병 유입 시 진단검사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진단검사 기관의 활용을 위기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와 더불어 검체 채취와 이송을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바이러스 검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재 유행하고 있

는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변종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다. 국립보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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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국내 두 번째 확진환자의 바이러스 배양물로부터 메르스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였고, 

기존 중동지역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118)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이와는 별도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두 개의 

객담 샘플을 분석 의뢰하였으며, 검체로부터 직접적인 메르스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 정부 및 민간에서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연구

소 등 외국의 기관에 검체를 보내서 신속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에라스무스 연구

소, 홍콩대학에 검체는 보내지 않고 검체 시퀀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분

석한 해석과 이들 국외 기관에서 해석한 결과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검체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바

이러스가 변종일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하루빨리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내 연구소의 기술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검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

므로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신종감염병 진단시약 확보 노력 필요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1일당 검사 건수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검사 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6월 2일 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서 희망하는 경우 진단시약을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 임상시험검사센터를 활용하여 확진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메르스 진단시약은 처음에는 연구목적 시약(Research Use Only)이었으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진단 제품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

하던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특정 진단키트에 특혜를 주는 것

이라는 시선이 있었으나,119) 6월 6일 민관합동메르스대책반이 다른 두 개의 업체에게도 진단

키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에 사용하는 진단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118)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국내 바이러스 연구자와 미국 CDC, 에라스무스 연구소, 홍콩대학과도 공유하고 에라스무스 연구소와는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인 메르스 확진환자로부터 분리 배양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자 분석 결과는 미국 Genbank
에도 등록하였다(’15. 6. 6).

119)     김동희. (2015. 06. 05). 신종 플루 수혜 바이오니아의 메르스 속앓이. 더벨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50604010001100000678 에서 2013. 2. 13 인출.



290    |    2015 메르스 백서 

120)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국가 공중보건위기 시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 관리시설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 2011).

사항이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연구목적의 시약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는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단시약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긴급 섭외

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단시약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진단시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

한 공급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의 관계자는 진단시약 개발

에 대하여 “미국 CDC는 진단시약을 자체에서 개발하나, 국내에서는 자체 개발이 아니라 용

역과제로 발주하여 업체 또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언

급하였다. 즉,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기에 민감도

(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은 시약 전문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3년도에 메르스 진단 방법을 다중진단키트화 할 때는 어떤 

업체도 관심이 없었고, 올해 5월 이후로 4-5개 업체에서 만들어냈다”고 술회하였다.

3.2  격리병상 자원의 준비성 및 대응

  격리병상 자원의 사전 준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거점병원 격리병상 수준

메르스 유입 이전 국내 음압격리병상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120) 104개, 시도별 거점

병원 101개로 총 205개의 병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압격리병상은 1인실이 원칙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104개 중 1인실 음압격리병상은 33개뿐이었고 나

머지 음압격리병상은 총 28개실에 7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시도별 음압격리병상은 격리중

환자실 내 구축되어 있었는데 32개 의료기관에 총 32개 격리중환자실(101개 음압격리병상)

이 준비되어 있었다. 즉 1인 1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가용 가능한 음압격리병실은 총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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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33+28+32)이었다. 특히 메르스 유행 초기 서울, 경기에 환자가 집중되었는데 그 지역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은 15개실121) 밖에 되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이외에 시도별 거점병원 및 민간 의료기

관의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병상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비교적 병상 여유가 있는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해

야만 했으나, 이 경우 타 지역에 감염병 확산 가능성, 해당 지역 민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

다. 이로 인해 민간의 특정 의료기관을 메르스 전담 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음압 병상 확충

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논의는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예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음압 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메르스와 같은 중증 감염병을 치료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는 주로 결핵환자를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

자가 중환자실 치료,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Kim, 2015b). 

격리병상의 시설을 동일하게 모두 갖추기 보다는 감염병의 특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격리병상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리병상을 가진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를 배치하고 에크모(ECMO) 치료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격리병상의 수준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메르스 유행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활용만

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민간 의료기관을 위기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관리·감독 미흡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공조 시설(급기, 배기, 음압제어 등)을 

설치해야 하고 실간 음압차는 기준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음압 치료 병동에는 복도 

121)  1인실 음압격리병상 10개실과 다인실 5개실을 합쳐 15개실(음압이 아닌 격리병상은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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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착·탈의실, 내부 복도, 병실 내 전실, 오물 처리실 등을 배치하여 감염이 차단되는 구

조로 계획해야 한다. 비음압격리병상은 공조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음압격리병상 시

설 기준을 적용한다. 비음압격리병상은 1인실 병실로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

다. 그리고 감염관리 및 감염 환자를 치료할 적정의료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 병상이 선정 조건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은 감염관

리 인력이 부재하거나, 시설 운영 점검 결과, 음압 병실 출입 전실 미충족 기관으로 2014년 

5개 병원이 적발되는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 2016, 

p. 48-51).

 

응급실 내 감염병 환자 진료 체계와 시설의 문제

이번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는 응급실 의료 이용 문화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총 186명의 

환자 중 응급실 감염자가 88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47.3%에 달했다.122) 응급실을 통한 전파 가

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격리병상 등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 프

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응급실은 호흡기계 신종감염병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응급실 접수 단계에서부터 의심환

자를 격리하고 응급실 내 음압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 설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리병상 자원 체계의 대응 

격리병상 운용 체계의 문제 

메르스 대응 지침에서는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연락

을 취하고 독립된 공간에 환자를 격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메르스 발생 초기 의료기관들은 

의심환자를 어떤 절차를 거쳐 사람을 격리하고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준비

1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2. 29). ‘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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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였다. 이를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일선 보건

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때는 질본 콜센터도 없던 상황이고, 그쪽도 거의 마비가 되고, 저희도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의료기

관 선생님들부터 시작을 해서…(중략)…환자를 독립된 공간에 두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현

실상 쉽지가 않잖아요…(중략)…경찰서, 소방서도 유사한 신고나 그런 것들을 받으면…(중략)…일단 그쪽도 어

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쪽으로 계속 전화시도를 하시는 거에요.(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메르스 발생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에서 국가지

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 배정을 하였다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세워진 후 대책본부와 

시도에서 병상을 파악하고 배정하였다(그림 4-3-2). 의심환자 수가 급증하자 민간 의료기

관을 포함한 일부 시도 거점병원과 지방 의료원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해 진료를 꺼리

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심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으로 이송해야 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

로 즉시 이송하지 않고 음압병실이 없는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감사원, 

2016).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의 확진환자 이송이 지연된 이유를 서울시와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내부의 잦은 인원 교체 및 담당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

병상으로의 이송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감사원, 2016).  

확진환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의 병상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

었으나, 6월 초 전국적으로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급증하자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부

족 현상이 나타났다. 확진환자의 경우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119에서 환자를 국가지

정입원치료(격리)병상으로 이송하였지만 실시간 병상 파악이 되지 않다보니 일일이 전화 연

락을 통해 병상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환자 수

용이 결정되면 질병관리본부 또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알려주는 체제로 확진환자 이

송이 이루어졌다. 일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서 진행된 격리 과정의 한 예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보건소 앰뷸런스들이 다 싣고 왔어요. 네 보건소, 중반 너머서부터 119도 싣고 왔죠. 119와 보건소가 

싣고 왔고, 연락이 와요.…(중략)…의사가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하고 통화한 다음에…(중략)…원장님이랑 

상의하고 받을 거냐 말거냐를 정해서.(병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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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치료 

노출자진료병원,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 14일간 격리 관찰 

격리 후 14일 

무증상시 격리해제 

메르스 검사 2회 
연속 음성 시 격리 해제 

진단 검사 기관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일반 병원내 
격리병상에서 격리 

그림 4-3-2.  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절차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015). 메르스(MERS) 대응 통합 행정지침(1-2판)을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의심환자 발생 

보건소에 신고 + 격리 

격리병실 있는 경우 

양성 음성 

격리병실 없을 시 

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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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늦은 격리병상 동원 및 관리 체계 마련

●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

2015년 6월 4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격리 치료 병상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였다. 국립중앙

의료원을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는 메르스 환자만 집중 진료하고 

전국 진료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메르스 진료 지침 개발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였다. 메르스 감염병 관리

기관은 다시 ① 메르스 치료병원과 ②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였다.123)

메르스 치료병원은 음압 격리시설을 보유하고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특히 

메르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였다. 메르스 치료병원의 음압 격리 병실은 중증환자 치료에 사

용하고 경증 확진환자, 의심자는 일반 격리 병실이나 1인실에 이동식 음압 장치를 설치한 후 

진료하였다. 노출자 진료병원은 의심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확진환자 판정 시 치료병원으로 전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존 보유 음압 병실 이외에 전체 병동 또는 독립된 병동을 1인

실로 확보하여 의심환자 및 경증 확진환자 진료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리병상 부족과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격리병상 활용 체계 구축이라는 한 발 늦은 대응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병원 외 시설 격리

병원 외 시설 격리는 밀접접촉자 중 고연령 또는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정한 시설에 이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였는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는 병원 외 시설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메르

스 격리시설 이용 계획124)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125)하는 등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 

현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23)  최종적으로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에는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과 집중관리병원이 포함되었다(평택성모병원과 서울

삼성병원 제외).

124)     보건복지부공문(중앙메르스대책본부-7). (2015. 5. 31..). 메르스 격리시설 이동 및 운영 계획.

125)  오윤주. (2015. 6. 2). 복지부, 충주에 메르스 격리시설 추진 ... 충주시는 입구 봉쇄 등 반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
society/area/693918.html 에서 2016. 2. 1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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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요약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방법과 진단시약은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개

발하여 환자 발생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2015년 6월 10일 국회 중동호흡기증

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2013년 발족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인체감염대책반

의 대처 중 메르스 진단시약 개발 약속은 지켜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메르스 진단시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향후 국내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및 백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확진 검사를 위한 진단기관은 메르스 검사 의뢰가 폭증할 당시 2단계 검사 체계를 1단계 체

계로 전환하였고 검사 기관도 확대하면서 검사의 병목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으로 평가된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및 변이여부에 대한 검

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국외 연구기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유전체 

검사 결과의 공표시기 및 유전자은행 등록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은 신종감염병 검사 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검체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위기단계에 맞는 대처 방안과 검체자원 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격리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면서 치료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격리병상과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 격리병상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번에 발생한 감염병과 같이 갑자기 대유행으로 번지는 경우 국가에서 사전에 이를 예측하여 

격리병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과 병원의 협조 체계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유행 시 격리병상의 부족과 불균형적인 배치도 문제였지만 

병상을 비우고 환자 이송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하게 작동하였던 것으로 평가

된다.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가 작동하도록 감염병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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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과 향후 과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진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고 격리병상의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한 준비성과 실제 대응에서의 문제를 살펴본 결과 향후 발전에 필요한 쟁점

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확진 검사 업무는 표준 검사법이 수립 되면 정도 관리를 통해 업무의 이양이 가능하다. 국

립보건연구원은 신종감염병의 표준 검사법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일부 질환에 대한 

확진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위임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음압격리병상은 지역별로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진료

하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 골고루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음압격리병

상을 비우고 환자를 이송할 때 불안정한 운영 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감

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과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논의 주제

⊙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재의 2단계 확진검사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보건원이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 기관에게 확진

검사 권한을 이양하고 국가표준검사실의 정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감염병 발생 시 이용할 격리병상 수는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정한 규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감염병 유행 시 음압격리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음압 격리 병실 규모는 지역별, 병원 유형별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음압 격리 병실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한 병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환자 이송 관련 의사 결정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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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에볼라 등 해외 사례

에서 사태초기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확산으로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동요가 있었던 것과 같이 

공중보건위기 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위기를 초기에 수

습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위기소통126)은 위기 발생 시 정부와 언론, 

국민들 간의 소통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위기소통은 관계 당국이 언론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려진 것처럼,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감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정부는 보도자료 배포, 

정례브리핑, 24시간 메르스 핫라인 및 메르스 포털(www.mers.go.kr) 운영 등을 통해 언론 및 국

민과 소통하였다. 또한 5월말부터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여부가 핵심 문제로 부상

함에 따라 6월 5일 평택성모병원을 시작으로 6월 7일 전체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

하였다. 

이 절에서는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위기소통 대응준비 및 대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위기소통 준비는 해외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서술하였으며 대응은 크게 확진환자 발생 의료

기관 정보 공개, 대국민 위기소통, 국외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 CDC에서는 위기소통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소통(Crisis communication)과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으로 구분하는데, 위기와 위험은 상황(situations, 위기상황)과 가능성(possibility, 위험성)에 각기 초점을 둔다는 차이

가 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위기소통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소통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용어를 ‘위기소

통’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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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강지남. (2015년 10월호).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퇴임 후 최초 인터뷰] “우리 좀 편하게 살자고 자식에게 빚 떠넘겨서야”. 

신동아. http://shindonga.donga.com/3/all/13/150893/1 에서 2016. 1. 21. 인출.

127)  KBS 9시 뉴스. (2015. 5. 21. 09:00). “‘감염우려’ 딸 요구 무시... 집으로 돌려보내”. http://news.kbs.co.kr/news/view.
do?ncd=3080412에서 인출

4.1  위기소통을 위한 준비(Preparedness)

공중보건위기 시 효과적인 위기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위기소통은 곧 대중의 공포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이 제게 ‘당신은 두 가지와 싸워야 한다. 메르스 바이러스, 그리고 공포’라고 

했습니다. 공포와 싸우는 것, 곧 커뮤니케이션이죠.(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신동아 인터뷰 중, 발췌)”126)

● 길라잡이에 그친 감염병 보도 준칙

2012년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공동으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제작하였다. 보도 준칙은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 제공,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동 수칙 제공,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전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관련하여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

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할 것과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

하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보도 준칙과 달리 확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확진환자의 딸을 병원에서 

돌려보낸 이후 유사 증세에 대한 언론보도127) 가 나간 이후 이 사례가 확진이 되면서 보건당국

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보도 준칙 역시 무너졌다고 한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5월 21일 보도 이후 하루 보도가 587건까지…(중략)…그때까지는 확진이 나면 보도하자는 게 당시 어떤 

암묵적이었던 거고 특히 이제 질병 보도 준칙을 저희가 만들었었는데.(보건복지부 관계자)”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무너진 보도 준칙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도 준칙이 가이드라

인까지 주지 못하고 길라잡이, 즉 지침 형식이었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대부

분의 전문가가 재난 및 자살 보도 준칙을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홍보 부족 문제 역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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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는 위기소통을 위한 부서(Office of Associate Director for 

Communication)가 있으며, 부서 내 약 500명의 의사소통 전문가(Communication specialist)

들이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지방정부, 연방정부, 의료기관 등과 소통하고 있다. 지속적인 훈련

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대한 위기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김남순 외, 2015).

“무엇이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의사소통에서의 신뢰와 평판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대중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에 대한 훈련 및 준비를 하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문 인터뷰, 

’15. 8. 7. Dr. Barbara Reynold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달리 질병관리본부 내에는 위기소통 전담 부서가 없었으

며,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서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나 대변인실의 총 인원은 20여 명, 

그 중에서도 언론 대응 담당 인력은 5-6명에 불과하였다. 해당 인력으로 하루 최고 587건까

지 치솟은 메르스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

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한 이유 중에 저희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언론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한 거예요.(보건복지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대중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는 현재 구조로 효과적인 미디어 대응이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위기소통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 과정에 나타난 위기소통에서의 한계점을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9월 2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질병관

리본부 내에 위기소통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다. 이는 방역 주체인 질병관리본부에서 향후 공중

보건위기 발생 시 위기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질병

관리본부 내 위기소통 부서와 기존 보건복지부 내 대변인실과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기소통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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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소통 대응 전략 부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위기 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의 소통 

전략을 이미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그림 4-4-2).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는 공감을 표하고, 

위기에 대한 설명과 신뢰성 구축을, 해결단계에서는 복구 및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4-1.  일별 메르스 관련 기사 건수(2015. 5. 20.~2015. 6. 30.)

출처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내부 자료

그림 4-4-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단계별 위기소통 전략

자료    CDC (2014), Crisis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2014 Edition, CDC. p. 9, 김남순 외 (2015)에서 재인용.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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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지

• 가장 간단한 형태

로 대중에게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알림

• 기관과 대변인의     

신뢰성 설정

• 어떻게 어디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포함한     

비상행동방침 제공

•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대중에게    

전념

• 대중들이 그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게 환경과 

포괄된 정보 제공

• 대응 및 복구 계획

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 이해 관계자들과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잘못된 정보 수정

• 비상사태 권고 설명

• 위험/이익 의사결정의 

힘 강화

• 교육을 통해 미래의 

유사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대중 반응 

   개선

• 정직하게 문제와 사

고를 조사하고 복구 

및 대응하는 일에  

노력 강화

• 그 문제의 공공정책

과 자원 할당을 지원

하기 위해 대중 설득

• 내부 및 외부에서  

기관의 정체성 강화

를 포함한 기관의  

활동과 능력 촉진

• 커뮤니케이션 

계획 홍보 평가

• 보고서의 교훈 

학습

• 위기 시스템이

나 위기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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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메르스 감염 유행에 대응한 우리의 위기소통 전략은 미흡하였다. 2014년 보건복

지부는 <표 4-4-1>과 같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위기단계에 따른 지침을 작성

하여 배포하였고,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최보율 외, 2015)에서 해외 신종감염병 공중보건위

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대응 사례를 조사하는 등 소통 부분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대응사업단의 연구가 실제 교육·훈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자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실제 테스트하고 대응하는 훈련은 부족하다고 한 관계자는 언급하였

다. 실제로 2015년 8월 18일에 열린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공중보건위기대

응사업단은 “일반인과 전문 보건의료진을 위한 체계화된 대비와 대응 요령, 관련 교육과 홍보

물이 준비되지 않고 안정된 홍보 체계가 없어 이를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고 자평

하였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가 메르스 감염이 ‘바이러스 감염이 아

니라 SNS 감염이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전통적인 미디어를 벗어나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포가 확산된 것에 반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주로 전통적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언론 대응을 하였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를 닫는 등 대국민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직

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점 역시 대응에서의 문제점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였다. 특히 

MERS Map과 같이 상당 부분 정확한 정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 및 공유되고, 전문가

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서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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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 단계별 홍보 점검사항

위기 단계 공보 업무 점검사항

위기 대비

평소 준비사항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위기발생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대변인 지정 및 공보지원반 구성

기자 연락

브리핑 준비 및 실시 (관계부처 협의)

보도자료 배포

여론모니터링: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온라인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종료

결과 브리핑

사고 수습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 방안 마련

출처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년 6월 version).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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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응 :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대국민 위기소통, 국
외 의사소통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낮은 감염력(좁은 밀접접촉자)

을 근거로 사후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및 격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전략에서 정보 

공개 이후 병원 간 감염 전파와 예측 불가한 감염력(넓은 밀접접촉자)을 인정하고 국민이 참여하

여 정부가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전환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응 관계자들은 정보 공개가 ‘타이밍 문제’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

서는 두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의료진 및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민에 대한 정보 공

개이다. 현재 상황에서 돌이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정보 공개는 늦었다는 것이 지배적

인 평가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초기 방역 대책의 실패

와 더불어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명 공개 및 의료기관에의 정보 공유 미비를 원인으로 지적

하였으며, 대응 과정에서 개최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명이 6월 4일 서울시의 35 번째 확진환자 관련 

심야 브리핑 이후 공개되었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지는 등 늦은 의료기

관 정보 공개는 대중에게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식되어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훼손

되기도 했다.

●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

메르스 대응 초기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지연은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었

다. 의료기관 정보 공개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즉 

초기 평택성모병원을 거쳐 간 환자들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

료기관 공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낙인(stigma)을 줄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

한 대응 체계 및 안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대응 영역은 크게 국민 대상 위기소통과 외국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을 대상으로 한 소통은 위기나 위험을 

관리하는 소통이 아니라 외국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소통으로 표현하였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는 크게는 

대국민 위기소통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위기소통 영역에서 언론과 국민, 의료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므로 독립적인 영

역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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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초기 의료기관명 공개가 지연된 원인은 우선 정보 공개의 필요성 혹은 중요성

에 대한 메르스 대응 참여 관계자들의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월 31

일 이전까지 의료기관 정보 공개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31일에 개최된 보건의약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

진 대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초로 나왔으나128),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염병 확산 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의료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

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발표하는 등 이 당시에도 대국민 정보 공개는 고려치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128)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건의.

그림 4-4-3.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

정보 비공개

• 발생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낙인

• 의료기관의 환자 회피, 환자 치료 

거부 가능성

• 공개 후 해당 의료기관 이용환자에 

대한 대응체계 미비

•공개 후 국민의 혼란과 불안 가중

제한된 정보 공개

• 의료진, 의료기관 대상 제한된 

공개 필요

 -  의료기관 응급실 대상 평택성모

병원 환자명단 제공 제안

 -  감염관리실 및 감염 내과  

전문의에 제한한 정보 공유  

제안

• 평택성모병원에 한해 공개 제안

정보 공개

• 이미 병원간 감염 양상 확인

• 사후적으로 역학조사 추적 방식의  

전환 필요

 -  3차 감염자 발생 시기,  

장소 예측 불가능

 -  국민이 신고하는 체계로 전환 

필요

• 국민의 공포감 확산 저지 및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위해 필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공개에 대한 여론 형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공개, 평택성

모병원에 한정해 공개하자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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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2015년 6월 25일 개정)

2015년 6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의 성명서 발표로 확진환자의 의료기

관명과 지역 등에 대한 공개 요청을 받았으며, 당일 감염 관련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감염전문가에 한해 확진환자 관련 지역, 의료기관명 및 노출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3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에서 의

료기관명 공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라는 방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대국민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위해 접수 스크립

터를 만들고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급하면

서, 대국민 정보 공개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정보 공개가 늦어졌다고 언급

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6월 4일부터 감염관리실 및 감염 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명

을 메일링 리스트로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감염 내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

관이 많고 보통 환자들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는 데 제공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감사원, 2016). 

또한 국민에게는 대국민 알권리 및 방역조치 전환을 목적으로 6월 4일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를 통해 평택성모병원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6월 5일 평택성모병원을 우선 공개하였

다. 한 정부관계자는 평택성모병원을 우선적으로 공개한 것은 당시 확진환자 추이를 바탕으로 

병원 내 감염이 아닌 병원 간 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초 의료기관을 우선 공개하고 누락 가

능성이 있는 대상자 목록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6월 6일 4개

(대전, 충남, 서울, 경기)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제2차 의료기관 명단 공개 추진에 합의

함에 따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18일 만인 6월 7일 24개 의료기관을 공개하였다. 

늦은 의료기관명 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혹은 비밀주의로 대중에게 인식되어 정부의 메르

스 대응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근 전통적인 언론뿐 아니라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감시자 및 정보 공개 역할을 하고, MERS Map과 같이 대중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에서 늦은 의료기관명 공개는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을 통해 대응 관계자들은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 경로, 이동 수

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늦은 의료기관 정보 공개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높아진 

것을 이번 메르스 대응을 통해 경험한 후 신속한 정보 공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29)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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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향후 의료기관 정보 공개와 관련한 우려도 자문회의와 인터

뷰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참여 관계자들은 공개 시점, 공개 절차, 보상 체계에 대한 심

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신고하고 공개하는 주체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방역조치로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

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전문가들은 정보가 불가항력적으로 공개될 경우 

대중의 공포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무형의 보이지 않는 공포를 누가 보상할 것인지 역

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감염병 치료 의료진 가족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중략)…정보 공개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보건복지부 관계자)” 

●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과정에서의 오류

의료기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부는 몇 차례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발표 당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여의도구’로 발표하는 등 의료기관명 및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정보에 오

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내

부 검토 절차 및 외부 검토 절차를 거쳤음에도 오류들이 발생한 것은 24시간 돌아가는 체계에

서 발생한 인력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 의료

기관 명단 공개 시 “경유 병원은 안전”이라는 정보가 발표되었지만 이후 몇몇 발표된 의료기관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성급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대국민 위기소통

대국민 위기소통은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2015년 5월 20일 당일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되었

으며, 대응과정에서 메르스 핫라인 및 메르스 포털,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대중에게 메르스 관

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중이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전문가가 판단하는 위험보다 훨씬 높다고 다수의 위기소통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메르스 발생 후 대중의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전문가들이 판단하

는 위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브리핑 시간이 최장 92분

까지 증가하였고, 이를 한 관계자는 “정부 브리핑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이) 공포를 느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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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과 다수 전문가들은 유행 초기 메르스 감염이 서울에서 확산되고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발생되어 대중의 공포가 확산되었으며,130) 131) 3차 감염에 대한 논란132) , 휴교 관

련 논란, 서울시의 심야브리핑 등의 사건으로 대중의 공포가 폭발하고 정부의 신뢰가 훼손되었

다고 언급하였다. 

민간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위기 시 대중과

의 위기소통에 있어 신뢰(trust)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신뢰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견고한(solid) 위기소통 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정부가 정보의 근원지여야 하

며, 초기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대중에게 보이며, 정직하고 개방적인 태도

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더불어 대응을 저해하는 위기소통 실패 요소로 다수의 전문가

들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혼선, 늦은 정보 공개, 실시간 루머나 유언비어에 대한 무대응, 정치적 

권력 갈등 및 혼란 등을 언급하였다.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에서 대국민 위기소통은 미진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9월초 방한한 후쿠다 게이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은 “한국 정부는 소통 면

에서 미진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차례 열린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메르스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위기소통을 지적하였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5). 실제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국민과의 소통 과

정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이나 브리핑을 보면 우리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구나,…(중략)…환자는 늘어가고 있

고 삼성서울병원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공기감염이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는 말에 

신뢰를 얻지 못했고,(보건복지부 관계자)”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64.5%가 

메르스 대응 과정 전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위기소통이 적절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  이정아. (2015. 6. 5.). 서울 주말 덮친 메르스 공포...‘감염의사’들렀던 곳 ‘직격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694533.html 에서 2015. 12. 21. 인출.

131)  정명진. (2016. 6. 7.). [메르스 공포 확산]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한명서 의사·보호자 등 17명 감염. 파이낸셜뉴스. http://www.
fnnews.com/news/201506071733433425 에서 2015. 12. 21. 인출.

132)  최희진. (2015. 6. 2.) [메르스 공포 확산] 결국 터져버린 ‘3차 감염’, 메르스 둑이 무너지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22208135&code=940601 에서 2015. 12. 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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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3.0%

53.9%

10.6%

32.5%

그리고 위기소통에서 민간전문가들이 대응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

는 6월 초에나 참여하게 된 점은 아쉽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한 관계자는 공중

보건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소통을 위해서 관련 보건 분야뿐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커뮤

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리학자, 사회학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요소, 요소를 모아놔야 하지. 감염병, 역학, 프리벤션만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것은…(보건복지부 관계자)”

하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민관종합대응TF를 구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 위기소통 민간전

문가가 늦게나마 참여하여 대응 관계자들과 해외 사례에서 대응한 방법들을 공유하고 대중에

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국민 위기소통 전략들을 구축한 점은 

의의가 있다. 이는 위기소통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향후 공중보건위기 시 민관협력체

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측면에서 높이 살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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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의 신속성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 첫 메시지는 곧 정확한 메시지여야만 하며 빠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문 인터뷰, ’15. 8. 7. Dr. Barbara Reynolds)”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보건복지부의 첫 메시지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당일인 5월 20일에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으며, 환자 확진까지의 경로, 역학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 즉각 실시 중인 

대책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비록 첫 확진환자가 체류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숨김으

로써 잘못된 정보이기는 하였으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일반 대

중에게 신속하게 첫 메시지가 제공되었다.

표 4-4-2.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첫 보도 메시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확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강화, 격리 치료 등 적극 대책 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금일(5. 20.)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환자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68세 남자 

- 4. 18. ~ 5. 3. 동안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 종사 

- 5. 4.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입국 시 증상 없었음

- 5. 11.(입국 7일후)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발생

- 5. 11. A병원 외래, 5. 12. ~ 5. 14. B병원 입원, 5. 17. C병원 응급실 방문

- 5. 18. ~ 5. 20. C병원 입원

- 5. 19. 검체 의뢰, 5. 20. 병원체 확진(국립보건연구원) 

- 5. 2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안정된 상태) 

⊙  5. 19. 검체 의뢰 직후 현재까지 해당 환자의 감염 경로와 가족, 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 5. 19.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검체 의뢰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 5. 19. ~ 5. 20.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유전자 검사 실시

-  5. 20. 질병관리본부 중앙 역학조사반이 5. 11. 이후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가족에 대한 역학

조사 실시 중

- 잠정적으로, 

 •  체류 기간과 입국 과정에서 메르스의 일반적인 감염 경로인 낙타 등 동물 접촉력이나 호흡기 

유사 증상을 갖는 환자 접촉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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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2015. 5. 2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확인

 •  최근 체류한 바레인은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이고, 입국 과정에서 경유한 카타르는 최근 

2개월간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

 ✽  2012년 이후 메르스는 23개국 1,142명이 발생, 이중 약 90%가 사우디아라비아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산발적으로 메르스가 발생 중 

 • 가족 중에서는 환자를 간병하는 부인에게서 경증의 호흡기증상이 있어 확진 검사를 진행 중

 • 현재까지 확인된 3개 병원 의료진에서 증상이 있는 사례는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유입과 국내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각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렸다.

-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련 부서 단위 대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질병

관리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전환

-  환자 진단과 격리치료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체계를 

가동 중

- 가족,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및 역학조사 실시 중 

-  중동지역 입국자 전수에 대한 게이트 발열 감시 및 건강 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등 해당 국가에 

대한 검역을 강화 

-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전담 검사반을 24시간 가동 중(국립보건연구원) 

-  해당 환자 발생 사실을 WHO에 알리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감염경로 조사와 국가 간 전파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강화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증상이 호전 중에 있고 가족 중 일부가 경증의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진을 포함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유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수 검역을 즉각 시행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음을 알렸다.

-  WHO는 MERS를 공중보건 위기 대상 감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국가 간 여행, 

교역, 수송 등을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공식 평가(2015. 2.)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늦어져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대

중의 공포가 확산되었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최재욱 외, 2015).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메르스 핫라인과 메르스 포털이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약 10일(메

르스 핫라인), 20일(메르스 포털)만에 공개하는 등 지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메르스 포털에서 메르스 관련 일일 현황이 확인 

가능하고, 의료인 및 격리 대상자, 의료기관 메르스 대상자 조회 시스템 안내 등 포괄적인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도한 언론들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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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중앙정부의 메르스 위기소통에 대한 긍정·부정 보도사례

구분 보도 내용 

부정적 언론

보도 사례 

- 21일만에 ‘메르스 포털’ 열겠다는 ‘국민뒷북쳐’(6. 9. 오마이뉴스)133) 

-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정부 ‘메르스 포털’(6. 12. 오마이뉴스)134)  

- 20일간 뭐했나? 첫 환자 확진 후 20일 만에 메르스 포털 오픈 (6. 10. 중부일보)135) 

긍정적 언론

보도 사례 

- 메르스 포털, ‘종합적 창구 역할’(6. 15. 중앙일보)136) 

- 메르스 현황, 메르스 포털서 확인 가능 ‘편리하네’(6. 20. TV리포트)137) 

- 메르스 포털 개설, 관련 정보 실시간으로…‘유용해!’ (6. 13. 동아일보)138) 

133)  손지은. (2015. 6. 9.). 21일 만에 ‘메르스 포털’ 열겠다는 ‘국민뒷북쳐’.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116866 에서 2015. 2. 21. 인출.

134)  안종주. (2015. 6. 12.).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정부 ‘메르스 포털’.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
pg.aspx?CNTN_CD=A0002117878 에서 2015. 2. 21. 인출.

135)  이세용. (2016. 6. 10). 20일간 뭐했나? 첫 환자 확진 후 20일 만에 메르스 포털 오픈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
ews&act=articleView&idxno=994924 에서 2015. 2. 21. 인출.

136)  온라인 중앙일보. (2015. 6. 15.). 메르스 포털, ‘종합적 창구 역할’... 메르스 관련 실시간 정보는 이곳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http://
news.joins.com/article/18028902 에서 2015. 2. 21. 인출.

137)  조영준. (2015. 6. 20.). 메르스 현황, 메르스 포털서 확인 가능‘편리하네’. TV리포트.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
ew&idx=731785 에서 2015. 2. 21. 인출.

138)  동아일보. (2015. 6. 13.). 메르스 포털 개설, 관련정보 실시간으로... ‘유용해!’. 동아일보. http://economy.donga.com/3/
all/20150613/71842481/2 에서 2015. 2. 21. 인출.

● 메시지의 투명성과 정확성

메시지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메르스 

감염 유행에 대한 대응 초기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예, MERS Map) 정부

가 정확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중의 공포를 다스리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카톡으로 한꺼번에 확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보 소통의 속도나 양에 있어서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중략)…정부에서 미리 정확한 정보를 줘서 신뢰를 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맞는 거죠.(보건복지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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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강경훈. (2015. 6. 3.) “메르스 확진환자 30명보다 더 있다”… 정부 발표 신뢰서 의구심.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A00000895558.html에서 2016. 1. 15. 인출.

하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정부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

기도 했다. 우선 대응 초기에 메르스의 낮은 감염력과 1시간, 2m 이내 공간에서의 감염성이 있

다는 정보가 대중에게 제공되었으나 이 지침을 벗어난 확진환자들이 발생하자 대중의 불안감

이 증폭되었다. 메르스가 신종감염병이었고 그동안 축적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차원에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번 대응에서 정부는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최재욱 외, 2015), 제공하는 정보는 이

미 알려진 정보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안을 포함해야 함에도 메르스를 “중동

식 독감”으로 칭하거나 “병원 내 공기 감염이 없다”고 단언하는 등과 같이 대응함으로써, 대중

으로부터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사원에서는 확진환자 대국민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환자의 경우(35 번째, 42 번째 

확진환자) 확진 날짜와 공표 날짜에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메르스 확진환자 공개 업무 처

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언론에서도 몇 차례 다루어진 것으로,139) 감사원은 보건

복지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해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6월 3일 당시 메르스 확진환자는 본부에서 집계한 30명보

다 2명(35 번째, 42 번째 확진환자)이 더 있는 상태였고, 20, 21, 22, 26, 27 번째 확진환자들

의 경우 확진일 기준 2일, 질병관리본부 통보일 기준 1일이 지난 시점에 확진환자로 발표하였

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6월 4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정 판정

을 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즉시(새벽 등 시간에 관계없이) 공표하고 있으므로 정부 발표 전 

병원 측이 감염 여부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 확인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과 

다른 내용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현장 점검반 진단 검사팀의 검사 

결과 메르스 확진 사실이 확진되면, 이를 역학조사팀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

사결과 보고를 제출하면 대책 본부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의를 통해 장관이 공개 여

부를 최종 결정하는 운영 체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확진에서 

공표까지 당일 아니면 1~2일이 소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환자의 경우 공표까지 3일에서 

6일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국민 공표 시 밀접접촉자의 추적, 국민의 신고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고, 신종감염병인 메르스 감염의 과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경로가 있어 공표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정부

의 입장에 대해 감사원은 ‘변명’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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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위기소통 대응 인력 부족 및 방역체계 간(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미흡한 정보 공

유 체계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 루머성 정보가 생산되고, 대중이 이에 노출되어 공포가 확산되

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기자 분들은 현장, 병원 이런 데에서 취재해서 이른바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인원이 부족하니 현장에 못 가있고 현장에서는 자기 일이 바쁘니까 보고라인도 잘 안 되는 거예요.(보건

복지부 관계자)”

넷째,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역시 언급되었다. 방송사나 

통신사의 경우 실시간 중계를 통해 브리핑 내용이 즉각적으로 전달되지만, 신문사의 경우 인쇄 

방식의 특성상 실시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태 초기에는 신문과 실제 현실과의 괴

리가 종종 발생하였다고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에서는 회고하였다. 예를 들어 6월 2일 새벽 확

진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즉시 발표하면 이미 그 전날 마감을 통해 인쇄된 6월 2일 조간신문의 

확진환자 정보는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도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보도 및 브리핑 이외에 보도 해명과 보도 설명이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 289건의 대언론 공식 보도 중 35건이 

보도 해명, 약 24건이 보도 설명을 차지한 것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정확한 정보들이 소통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비록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과정에서 메시지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미흡했던 것은 사

실이나, 민간 전문가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정보의 투명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위험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메시지 혼선 : 중앙부처 간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언급한 위기소통 실패 요인 중 하나인 메시지 혼선은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학교 휴교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다르게 발표된 것이 대표적이다. 즉 한 정부에서 다른 입장이 발표되어 혼란을 야기하였다. 

학교 휴교와 관련하여 나타난 메시지 혼선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표하였다. 

“그 당시에 학교 휴교 문제가 있었다. 휴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휴교를 한다는 것은 공기 전파나 

지역사회 전파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육 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질문을 받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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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정부에서 입장이 다른 것이 나가버렸고.(보건복지부 관계자)”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신종플루 유행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

스가 인플루엔자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15년 6월 4일 서울시의 심야 브리핑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가 35 번째 확진환자 

관련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날인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해명 

자료를 내보내면서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즉 정치적 권력 갈등을 대중에게 내보인 점 역시 대중

에게 메시지 혼선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메시지 혼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one voi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들어 공중

보건위기 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관된 정보가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aligned 

voice’도 언급되고 있다.

비록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중앙부처 간 갈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나타났지만,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국민안전처, 경찰청, 이동통신 3사, 행정자치부 유관 부처가 있어 내부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공중보건위기 시 부처 간 효과적인 위기소통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 : 순기능과 역기능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에의 대응에서 MERS Map과 같이 상당부분 정확한 정보들이 소셜 미

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공유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언론은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의 필요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체계 개편, 국가 총체적 위기 및 경제 위기의 극

복,  혹은 시민의식의 미숙함 등 정부의 메르스 감염 유행에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일반

론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10개 중앙일간지140)의 사설 168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은 메르스 감염 유행에의 초동 대처와 

역학조사, 보건의료종사자 안전 관련 문제, 사후 지원 및 보상 관련 문제, 의료 체계 개편 및 일

반론적인 차원에서의 방역체계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의 내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 복구에 주안을 두는 사설이 가장 많았으며, 2015년 6월 중순 

140)     10개 중앙일간지 목록: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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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고 ‘진정국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기 극복 관련 

사설이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방역체계 개편을 제안하는 

등의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부정적인 편향 보도로 대중의 공포를 확산시키기도 

하였다(You and Ju, 2016). 즉 언론이 대중에게 확진환자의 증가와 격리자의 증가 등 부정적

인 정보는 제공하면서 완치자에 대한 정보, 격리 해제자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메르스 감염 유행에서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를 메르스에 대한 공포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

그림 4-4-5.  메르스 관련 중앙일간지 사설 유형 분류

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중앙일간지 사설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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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 유언비어가 확산된 것을 지적하였다. 정부관계자는 SNS를 통해 유

포된 괴담들은 작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더러 한 

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잘못된 사실 관계에 대해 공식적, 자체적으로 철회하거나 외부 기관에

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례로 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메르스 보도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메르스 정보를 전달받은 매체가 소셜 미디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포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141)

  국외 의사소통 

메르스 감염 유행에 대한 국내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당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에 국내 IHR focal point(즉각적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책)를 통해 즉각적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후 80 번째 환자가 사망한 2015년 

11월 25일까지 총 224건을 보고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 증가에 

따른 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들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해외 전파 가능성을 차

단하기 위해 이들이 출국한 국가의 IHR focal point에 출국 사실을 통보하고 각 국가와 긴밀

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여 해외 확산을 방지하였다. 

다만 밀접접촉자의 출국 금지 조치가 첫 확진환자 발생 후 12일 만인 6월 1일에 시작되어, 

그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의 확진이 확정되면서 국내의 밀접접촉자 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다수 제기되었다.142)

비록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및 사망환자의 발생에 대한 보고 및 해외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각국의 IHR focal point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 초

기에는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실제로 2015

년 6월 4일에 개최된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 참여한 한 민간전문가는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

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41)  김주연. (2015. 6. 24.). 국민 76% 메르스 언론보도, 시간 걸려도 정확했으면.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news/201506241829123594 에서 2015. 1. 14. 인출.

142)  윤현. (2015. 5. 29.)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중국서 확진 판정’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
pg.aspx?CNTN_CD=A0002113403 에서 2016. 1.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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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국제 협력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1.8%

68.0%

20.1%
10.1%

그 이후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Press Release가 2015년 6월 5일부터 이루어졌으며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6

월부터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운영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에 참여한 정부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78.1%가 메르스 대응 과정 전반에서 세계보건기

구(WHO)를 비롯한 미국, 중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국제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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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요약

이번 메르스 유행  대응에서 위기소통은 미진하였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대중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늦

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메시지의 신속성, 투명성 및 정확성 부족, 대응 

주체 간 메시지 혼선 등을 통해 대중과의 위기소통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그

리고 SNS 감염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메르스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미비하였다. 

하지만 위기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

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

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서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었다. 내부적인 노력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 및 중국, 미국 등 외국과의 활발한 정보 공유 역시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쟁점과 향후 과제

위기소통 관점에서 준비성과 실제 대응에 나타난 문제와 관련 논의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

로 주요 쟁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이번 메르

스 감염 유행에의 대응에서 경험하였다. 기존의 위기소통 전략은 신문, TV 등 전통 미디

어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중보건위기 시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들이 이

해하기 쉽게 간결한 메시지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SNS와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응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는 대응 속도보다 빠르므로 선제적 대응 전략 설정 역시 시급하다.

■ �위기소통에 있어 정보의 신속성, 투명성 및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대응에서 

늦은 의료기관 정보 공개, 확진 날짜와 공표 날짜에서의 차이, 미흡한 정보 공유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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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메시지 제공 등 메시지의 신속성, 투명성 및 정확성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

났다. 다만, 메르스 감염과 같이 신종감염병의 경우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검사의 위양성

(false positive)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준비 수준으로 효과적인 대응

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중보건위기 시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면 이

번 메르스 감염 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대중의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 당사

자 간의 일관성 있는 대응, 즉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가 구축되어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

지를 ‘one voice’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소통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구성 및 운영하고,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위기 및 응급대응 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중, 언론, 이해관계자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

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 매뉴얼 구축을 고려해볼 만하다.

■ ��2015년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 질병관리본부 내에서는 위

기소통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었다. 공중보건위기 시 방역 주체인 질병관리본부 내에 담

당 부서가 신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 보건복지부 

대변인실과의 역할 설정, 인력 구성 및 위기소통 담당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과제

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

부 내의 관련 부서와 위기소통 부서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

계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 �기존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에서 설정한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소통 전략에 대한 재검토

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보완해야하며, 구축된 매

뉴얼을 바탕으로 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개인 및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와 같이 기존 페이퍼나 보고서의 형태가 아니라 PDF와 같은 파일 혹은 지갑에 들어갈 만

한 사이즈(Wallet size)로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 위기소통과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    321

04
 메

르
스

 대
응

 평
가

  

143)  메르스 감염 유행 대응과정에서 제작된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일반국민 대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와 더불어 병문안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고, 확진 시 질환 치료를 위한 보건

당국의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신종감염병의 특성(예측불가능성, 검사의 위양성과 같은 불확실성 등)에 적합한 위기소통 

전략을 구축해야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대유행 인플루엔자(Pandemic 

flu), 에볼라(Ebola) 발생 및 유행과 관련된 위기소통 매뉴얼을 구성한 것처럼 감염력, 중

증도 등의 감염병 특성에 따른 위기소통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다행스럽게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에서 호흡기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출혈열감

염병 등 질환별로 국민행동요령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의심환자, 확

진환자, 접촉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143)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 그리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국민 

스스로도 해외여행시 감염에 주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알림 서비스 제공 

역시 강화해야 한다.

논의 주제

⊙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이번 메르스 유행

에서 경험하였다. 기존의 위기소통은 신문, TV 등 전통미디어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전략이 설정되어 

있다. 향후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위기소통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  위기소통에 있어 정보의 신속성, 투명성 및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공중보건위기 시 발생되는 대중의 공포를 다루는 위기소통 전략에서 정보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검사의 위양성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소통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이번 메르스 유행 대응에서 경험한 것처럼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일관성 있는 대응 ‘one voice’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소통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하다. 향후 효과적인 위기소통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

⊙  2015년 9월 1일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위기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 

소통을 위한 팀 구성이 제안되었고, 조직 개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소통 부서가 신설

되었다. 부서 구성 이후 위기소통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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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

들어가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16개 병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코호트 격리와 

병원 폐쇄를 포함한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병원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준비성, 집중관리병원을 통한 방역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응을 위한 준비성으로 메르스 유행 전후 병원 방역조치에 대한 규정과 

병원감염 관리를 검토하였으며, 집중관리병원의 필요성, 병원에서의 방역조치 등을 대응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5.1  병원 방역조치에 대한 준비(Preparedness)

 메르스 유행 중 병원 방역조치에 대한 규정 변경

메르스 유행 이전에도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44) 메르스 

유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제6조제4항에서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35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

144)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 2014.9.19.)」 제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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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 여 의료기관 내원(內院) 이력 및 수진(受診)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

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47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염병 유행 시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

록 명문화하였는데, 법률 개정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주체

로 되어 있지 않았다(표 4-5-1).

표 4-5-1.  의료기관 방역조치 관련 법 개정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19.]
[법률 제12444호, 2014.3.18.,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6.]
[법률 제13392호, 2015.7.6., 일부개정]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제목개정 2015.7.6.]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

이력 및 수진(受診)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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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행 전 의료기관 격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며 6월 10일 중

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을 시도에 배포하였다.145)

메르스 유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MERS ‘의료기관 내 격

리’ 관리지침」이 배포되었다는 것은 병원 내 방역에 대한 법적 체계와 병원감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45)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7). (2015. 6. 10). 메르스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지침 안내(「MERS ‘의료기관 격리’ 관리

지침」 첨부)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

키는 것

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

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

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

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

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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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련감염 관리  

●  병원 내 감염 유행에 취약한 국내 병원 환경

병원은 병원의 구조적 특성과 병원 내 밀집된 시설로 인하여 의료관련 감염에 취약하다. 많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메르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에

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응급실 과밀화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응급실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자기 병원 입원이 안 되면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리퍼를 해야죠. 리퍼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거기다 쟁여놓고 병실로 올리는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원 관계자)”

다인 병실 또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메르스 유행 시 일부 병원에

서는 보호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방문객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였다. 인플루엔자와 같이 주기적

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병원의 방문객 제한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환자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매년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아웃브레이크가 생겨요. 이게 갖고 들어오는 환자도 있지만 누군가 걸린 사람이 들어

와서 병문안 왔다가 퍼트려가지고.(병원관계자)”

●  메르스 유행 시 병원감염관리실의 역할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

염관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146)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신종감염병에 대

한 대비를 할 수 있었고 메르스 환자 발생 후에도 감염관리실이 주축이 되어 대응하였다. 예

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감

염관리실에서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감염관리실은 신종감

염병에 대한 정보를 병원 내에 유통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

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46)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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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월 O일 모든 병원 출입구에서 직원, 환자, 병원에 모두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을 시키

고 손 소독제로 손을 한번은 씻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열나는지 보고…(중략)…O월 O일 이제 선별진료

소 만들자 해가지고 이때 컨테이너를 들여놓고 응급센터 내 음압실, 그 쪽 앞에를 막고서 전실로 사용하면

서 응급실 선별진료하고, 그 다음날 임시진료소 만들어서 개설하고 음압기 설치하고, O월 O일부터는 병동 

방문객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명단을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밀접접촉자를 빨리 작성할 수 있었던 

게 병동에 왔던 사람들 기록을 다 받았거든요.(병원 관계자)” 

“감염관리실 핫라인이 조성되어 있으면, 해외 정보가 있으면, 감염관리실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놓으면, 

신종감염병 유행을 하고 있으니 주의를 하십시오, 이런 허브 역할을 하고요.…(중략)…감염관리실이 제대로 

있으면, 그런 정보 공유를 감염관리실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민간전문가)”

그러나 감염내과, 감염관리실이 없는 중소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역량이 

매우 부족하였다.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소 병원에 해당하는 데는 감염내과가 전혀 없고 감염관리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했더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민간전문가)”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지원 및 규제 부족

2011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실시되어 감염 예방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신종플루 유행 후 감염 전문 관리료가 신설되었으나, 수가가 낮아 병원의 감염 관리 

비용을 실제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병원 내 감염전파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

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되는 외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감

염 관리에 대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

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건 병원 내 감염이에요. 병원 내 감염이었고,…(중략)…병원들이 감염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거고

요.…(중략)…질병관리본부의 캐파도 그렇고.(보건복지부 관계자)”

반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하는 로버트코흐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에서 병원에서의 감염 관리를 담당하여, 매년 업데이트된 병원 위생 가이드라

인을 발간한다. 이를 통해 감염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병원감염을 신고하는 데이터

베이스(Kranken-hausinfektions-Surveillance-System, KISS)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5. 메르스 전파 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   |    327

04
 메

르
스

 대
응

 평
가

  

는 2007년 4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관련감염 대책을 위한 체계를 만들도

록 의무화하였으며, 병원 내 감염 감시(Jap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JANIS)

를 실시하고 있다(김남순 외, 2015).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외래 등 의료기관 내

에서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다른 환자들과 진료 장소를 분리하고, 진료

하는 의료인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병원 내에서 기본적인 감염 예방 관리

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5.2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 대응  

2015년 6월 집중관리병원 선정 이전에도 일부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른 격리가 

실시되었다. 대전 대청병원의 경우 정부와 병원 관계자의 회의를 통해 코호트 격리가 결정되

었고 다른 층의 감염되지 않은 환자는 퇴원하여 자가 격리되거나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되었

다. 대청병원 등의 방역조치 경험을 토대로 이후 집중관리병원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집중관리병원 지정을 통한 방역조치 지원

집중관리병원에는 즉각대응팀과 즉각이행팀이 파견되었다. 즉각대응팀은 감염내과 전문의

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감염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즉각이행팀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 인력 또한, 각 병원으로 

파견되었다. 

병원 현장에서는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병원감염 관리실 등이 모여 코호트 격리 등을 논의

하였고, 병원장이 이를 결정하였다. 환자·의료진 격리, 환자 이송, 병원 소독 등의 조치가 정

부와 병원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환자 격리를 하게 되면 옷 갈아입고 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전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돈을 꿔

서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중략)…그런 부분 공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 직원이랑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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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면 저한테 전화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이렇게 해라.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거든요. 현장에 있

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정말 일을 잘했어요.(민간전문가)” 

그러나 이러한 협조 체계는 병원 및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보건소의 책임자와 지방자치

단체장이 메르스 대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메르스 확산 차

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환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적

극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즉각대응팀 및 이행팀과 협조 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정된 사

항에 대한 조치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의 필요성

메르스 대응 시 집중관리병원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

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로 ‘병원 내 감염’을 통하여 전파되었으므로 병원 내 감염을 효

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병원 내 감

염 확산이 특징으로 보고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되는 공기 감염 또는 수인성 감

염병의 경우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이 효과적이나, 의료관련감염(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은 병원에 내원한 기존 환자, 의료인, 직원을 통해 전파되므로 초기 발생 병원의 관

리가 중요하다. 14 번째 확진환자와 같이 메르스 발생병원을 벗어난 환자의 타 병원 이동은 

병원 간 감염 전파로 이어졌다. 또한 병원마다 병원 환경, 메르스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등이 

달랐기 때문에 각 병원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메르스와 같은 역학적 특성

이 있는 감염병은 대응 초기부터 발생 병원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르스 확진 전 환자의 이동 범위가 광범위하여 노출 범위와 접촉 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메르스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의 1인 1실 격리를 위한 격리병상의 부족, 의료

진 격리로 전체 병동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 등이 코호트 격리와 병원 폐쇄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노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없었어요. 환자의 요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밀접 접촉의 강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객관적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나간 데는 모두 밀

접접촉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간주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병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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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 5명이 다 확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이 나서 하루 정도는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환자에 노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1인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열이 나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노출되었더라고요. 이런 식

으로 하면 한 명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연장이 되니까, 병원 폐쇄하는 거 플러스 1인 격리하던 모델이 제

일 먼저 시행된 데가 OO병원이에요.(민간전문가)”

응급실, 외래 등 병원의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병원에

서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방역조치 결정 시 정부의 보상이 예상되기는 했으나, 민간병

원에서 메르스 방역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환자 격리를 위한 물자와 인력을 제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 지침」은 5페이지 분량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으로 

자체 감염 관리 능력이 제한적인 중소병원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등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은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격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격리구역과 격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4-5-2.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 지침」의 격리구역 및 격리원칙

구분 지침 내용

격리구역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의 동선, 공조시스템, 진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병동 또는 층 등으로 설정(“코호트 격리 구역”으로 명명)

-  1차적으로 입원실 전체를 격리 대상으로 하되, 역학조사관 등 현장 점검 후 격리 범위 조정

(최소 병동 단위로 코호트 격리 구역 선정)

격리원칙

① 코호트 격리 구역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가능한 한 타 구역 진료는 중단

② 코호트 격리 구역의 병동에는 새로운 환자 입원 중단

③ 부분적인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외래진료로만 최소화

④ 응급실은 필히 호흡기 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과 동선을 확보

⑤ 코호트 격리 병동도 가급적 다인실 배치를 피하고, 소규모(1인실) 입원으로 전환

자료  보건복지부 공문(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7) 내 첨부문서(MERS ‘의료기관 격리’ 관리지침)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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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4-5-3>과 같이 접촉환자 관리와 접촉 의료진/직원 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5-3.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 지침」의 접촉자 관리 원칙

구분 지침내용

접촉환자

관리

① 격리 범위 구역에 있는 접촉환자 전체 대상

② 퇴원, 자택 격리는 원칙적으로 금지(14일 경과 후 무증상자는 격리 해제)

 *  다만 밀접 접촉하지 않은 무증상 자로서 충분한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조기 격리 해제 가능

 **  복지부 파견 과장 중심으로 퇴원 요구 등 현장 민원에 신속 대응(비협조시 

중앙대책본부에 신속히 보고 및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등)

③ 해당 격리 구역으로 추가적인 환자 입원 및 관계자 출입 금지

④ 격리 구역 거주 시 모든 사람은 일반 마스크 착용 

⑤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환자(예, 기관절개 환자)는 1인실에 격리

⑥  호흡기 증상이 있는 접촉환자는 RT-PCR 검사 의뢰하고, 결과 판정까지 병동 내 

1인실에 격리 

⑦ 확진환자는 격리병원(음압병상)으로 이송 및 치료

접촉 의료진

/직원 관리

① 확진환자 동선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 및 직원 전체가 대상

②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 예방 관리 수칙 준수

③ 코호트 격리 구역 전담 의료진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확보 원칙

④ 접촉 의료진/직원은 입원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코호트 격리 구역에 격리

⑤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하고, 코호트 격리 구역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한 후 환자 진료

 *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긴소매 가운, 장갑 등

⑥ 해당 병동 외 환자(외래, 컨설팅 등) 진료는 최소화

⑦ 증상 발현 시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 유지

⑧ 확진 시 격리병원(음압병상)으로 이송 및 치료

 - 확진환자 이송 전까지 진료는 개인보호장구 착용 후 시행

격리시작 

무증상 

14일 경과  

격리해제 

유증상 

검사의뢰 

이송/격리 

확진 음성 

격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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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는 「MERS ‘의료기관 내 격리’ 관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지침

의 내용을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과 같이 메르스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는 환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보호복 착용 등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집중관리병원에서는 환자가 메르스 진단을 

받은 후 메르스 환자라는 것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진단 전 광범위한 노출로 인한 의료진 격리와 

대규모 접촉자 명단 작성 등이 문제가 되었다.

●  병원 직원 격리로 인한 업무 혼란과 직원 간 갈등

상당수의 집중관리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 전에 병원의 여러 지역을 이동했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동선이 겹친 병원 직원이 격리147) 되어야 했

으며, 일부 직원은 코호트 격리 구역에 격리되었다.

메르스 감염 증상 중 하나인 발열은 감기 등 다른 질병으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노출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 모

든 병원 직원을 격리해야 하는지, 격리 기간을 개인 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병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컸다. 또한 대체 인력이 없는 병원의 인력 상황이 이러한 논란과 병원 

직원들 간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특히 중환자실 간호사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

인 경우 의료진 격리로 인한 업무 과다가 문제가 되었다. 

●  병원, 방역 당국,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업무 협조 문제

병원,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병원 방역조치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업무 협조 혼선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나타났다. 접촉자 명단 작성에 대한 정확한 양식이 없었

으며, 실제 역학조사와 격리 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진환자와 접촉

한 환자 및 의료진 명단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자료를 요청할 때, 뭐 어떤 어떤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달라 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일을 여러 번 하게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냐’…(중략)…‘아, OOO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줘서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병원 관계자)”

147)  천병철(2015)은 “자가 격리는 본인의 집에서, 시설 격리는 병원이나 기타 수용시설에서 접촉자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 격리가 내용적으로 검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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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양식의 문서를 병원

에 요구했었고, 이러한 서류 업무가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병원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

켰다. 이에 대해 메르스 대응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메르스 검사 자체도 검사 1건 당 의뢰서 3장을 써야하는 시스템인 거예요.…(중략)…근데 이 3장의 

양식이 다 다른 거예요.…(중략)…문서를 통일해 주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수월하고, 좀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병원 관계자)”

●  메르스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 이송 문제

메르스 의심환자를 병원에서 격리하기 위해서는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

송해야 했다.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는데, 병원,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 간 협

조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 환자들은 국군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으로 이송

되었다. 대청병원은 국군대전병원으로, 카이저병원(구리)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등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의료기관의 기피, 병실 부족 등으로 환자를 다른 병

원으로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병실 부족으로 1인 1실 격리를 하지 

못했다(충청남도, 2015, p. 181).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관리병

원에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구 환경이 변화되고 국경 개념이 모호

해 지면서 신종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가 병원에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집중관리병원 해제

메르스 확진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접촉자 격리 기간이 모두 끝나면 해당 병원

은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되었다. 집중관리병원 해제 시 즉각대응팀, 즉각이행팀, 병원 등과

의 논의를 거쳐 시도가 감염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였으며, 7월 20일 삼성서울병원을 마지막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소독 방법 등 정

확한 해제 기준이 없어 일부 병원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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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요약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시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중 확진환자·격리자 

수가 많은 16개 의료기관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집중관리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중관리병원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과 보건복지부 등 관

련 정부부처의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즉각이행팀이 파견되어 병원과 협의하여 방역 업무를 수

행하였다. 코호트 격리와 병원 폐쇄를 포함한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는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를 격리해 의료기관 내에서, 그리고 의료기관 밖으로 메르스 전파를 차단하는 매우 적

극적인 방역조치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유행 시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가 실시된 이유는 먼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로 ‘병원 내 감염’을 통하여 전파되었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Kim, 2015b; Kim, 2015c). 또한 병원마다 구조, 업무 환경, 메르스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이 달랐기 때문에 개별 병원에 맞춤형 방역조치가 요구되었다. 집중관리

병원에서 실시된 코호트 격리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

하여 병동 또는 층 단위로 설정하여 관련 구역 내 접촉자 전체를 격리하는 것으로 병원에서의 

메르스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감염병 환자가 병원의 격리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병원 격리

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집중관리병원처럼 병원에서 방역조치가 대규모로 취해진 것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이 처음으로, 방역 당국과 병원의 협조 하에 실시된 집중관리병원의 방역조치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쟁점과 향후 과제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의 준비성과 실제 대응에서의 문제를 살펴

본 결과, 향후 발전을 위한 쟁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병원의 코호트 격리와 폐쇄는 방역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격리되는 환자·의료진·병원 직

원의 심적 고통, 병원의 경영 손실, 지역사회의 환자 진료 차질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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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하며, 병원에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Kim, 2015c). 

■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지만 2015년 메르스 유행에서 나타난 것처럼 감염병에 감염

될 위험이 큰 장소이기도 하다.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

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Bae, 2015). 집중관

리병원 방역조치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정부의 방역 당국이 전반적으로 방역을 

담당하나 개별 병원에서의 방역조치는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병원의 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개별 병원의 구조, 위치, 환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병원 내 역학조사 및 코호트 격

리 등 방역조치에 대한 병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 병원의 감염병 대

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 

■ �2015년 메르스 유행, 2016년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등 전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이 발

생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격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집중관리병원이었던 카이저병원은 기존 병원과 달리 같

은 건물에 은행, 학원, 예식장 등이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상당수의 병원들

이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메르스 유행 시 병원별 격리(폐쇄)방법, 격리 기간, 격리 인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

하고, 병원 격리(폐쇄)의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향후 어떤 유형의 

감염병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격리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생산

해야 한다. 격리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격리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방역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논의 주제

⊙  병원의 감염병 예방·통제·관리를 개선하고 병원 내 감염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의료관련감염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당한 비용을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지출하고 있다. 의료관련감염 감독·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어떠해야 하며, 병원에서  

감염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의료관련감염 관리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해야 하는가?

⊙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집중관리병원을 지정하여 감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으나, 병원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 당국과 병원의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대응 초기 방역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병원에서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병원에서 어떤 준비(매뉴얼 

작성, 교육 훈련 등)를 해야 하며, 방역 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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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의 메르스 대응

들어가며

신종감염병 유입 시 국내에 확산 및 전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

다. 특히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의심환

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여 확진환자를 조기에 진단하여,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

며 이것이 신종감염병 방역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

리본부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발생 시 중앙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와 발맞춰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 유입 

시 초기 대응은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내·외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초기 대

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의심환자 발견·조치와 접촉자 관리의 경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의 신속하고 정확한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메르스 유행 대응 초기에는 정보 공유도 제대로 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자주 바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

응 움직임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등 가시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음에도 메르스 국내 유입 시 초기에 지역사회 대응이 미흡하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절에서는 지역사회의 메르스 대응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지역사회 

메르스 대응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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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종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 준비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과 지역사회의 대응 준비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와 같은 공중보건위협(public health threats)은 항상 존재하기에 이

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가능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관리체계는 국

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신종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위

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인 대응과 회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연

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 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 작동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인력들을 교육·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르스 유행 이전에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이

전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물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

① 비상시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가 원활하였나?

② 비상시 필요한 지역 내 유관기관·부처와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나?

③ 비상시 필요한 자원(인력, 시설, 장비) 동원 체계를 갖추었나?

④ 비상시 대응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나?

메르스 유행 전 지역사회의 대응 준비

메르스 유행 이전 국내의 신종감염병 특히 메르스 대비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이전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 시 대응 경험을 바탕으

로 감염병 관련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감염병 유행

을 대비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2012년 중동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자 2013년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하고 중동호흡기중후군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

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관련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다. 배포한 감염병 위

기관리 표준매뉴얼(2014)와 중동호흡기 관리 지침(2014)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유행에 대응하

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었다(표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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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국내 메르스 첫 환자 발생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위의 매뉴얼

과 지침이 있었음에도 초기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신종감염병 유입 시 현장에

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간 명확하지 않은 역할 분담과 업무 연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위기 시 대응을 위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및 일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 

지침과 진단검사 방법 개발과 같은 대응 인프라를 일부 구축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표 4-6-1.  메르스 유입 전 감염병 관리 관련 매뉴얼(지침)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지침(2014.12)

위기

대응

체계

• 시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 설치

• 지방자치단체별 사고 상황 

파악 및 대응

• 대책 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유관 기관 및 조직과 협조 

체계 구축

• 방역대응 인프라 협조·지원

위기관리대응체계 감염병관리매뉴얼(2014)에 따름

보건소 

신고·보고 • 신고접수 및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보고

진단 검사

• 보건소 방문 의심환자 경우 검체채취 가능 

관할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 검체 수거 및 직접 수송

역학조사

• 기초 역학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역학

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에 결과 송부

• 접촉자 파악(현장 파견 역학조사관 협조)

관심

• 상황 모니터링,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가동

• 비상연락망 점검 등 환자  

발생 대책수립

환자 관리

• 의사환자 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 자가 격리 

또는 병원 내 임시격리 조치

• 의사환자 추적 조사 실시(5, 10, 14일째)

• 검역소로부터 통보받은 밀접접촉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및 의사환자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자가 격리, 모니터링

주의

• 유행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

시도

신고·보고 • 관내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보고

진단 검사
• 필요 물품 구입 및 배포

• 검사결과 모니터링

역학조사

• 확진환자 발생 시 심층역학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에 결과 송부
경계/

심각

• 방역 인력 보강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격리시설 확보 및 활용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검토 환자 관리

• 의사환자 추적 조사 결과 확인

•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배정 요청 시 배정 처리

자료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질병관리본부, 2014)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 2014(2판)) 내용을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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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질적인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의 시사점

미국의 경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형 간

염, 웨스트나일(West Nile) 바이러스 감염 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통하여 공중보건위기 대응

을 위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공중보건위기대응준비모델(public health 

preparedness logic model)을 구축하였다(그림 4-6-1).

위의 모델을 구축한 후 경험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에 대한 대응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

방정부 차원의 대응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대비역량(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림 4-6-1.  공중보건위기대응준비모델

자료  Michael A 등. (2005). Learning from Experience: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West Nile Virus, SARS, Monkeypox, and Hepatitis A outbreaks 
in the USA.. p. 9 그림 1.1을 재구성

대응능력 강화 활동

• 관련 지식 개발 및  

적용

•파트너십 구축

•인력 개발

•인프라 개발

기능적 역량

•평가(Assessment)

•정책개발

• 환자와 대응인력에  

대한 케어 보장

• 언론 및 관련자 간  

조정 및 소통

목적

• 공중보건위기 시 조기

파악

• 신속하고 적절한 조기

대응

• 조기 회복 돌입

목표

• 사망 등 임상적 피해의

최소화

•사회적 피해의 최소화



6.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   |    339

04
 메

르
스

 대
응

 평
가

  

표 4-6-2.  공중보건위기대비역량 

생물감시 

- 공중보건 실험실 검사

- 공중보건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지역사회 회복력 

- 지역사회의 대비 역량

- 지역사회의 회복 역량

보호조치와 경감

- 의료적 조치(백신, 항바이러스제 등)

- 의료물자 관리와 배포

- 비 약제적 조치

- 대응 인력 보호

사건 관리

-  응급 시 관리체계 작동 및 조정

정보 관리

- 주의 경보

- 정보 공유

수요 급증(surge) 관리

- 사망자 관리

- 대량 발생 관리

- 의료수요 급증

- 자원봉사자 관리

자료  CDC. (2011). 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 National standard for state and local planning. p. 2.

미국의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위와 같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에 기술

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매년 700 million dollar)을 하였다(CDC, 2011). 각 지방정부는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표 4-6-2>의 역량들 중 지역사회 대비 역량은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지역 내 위기관리 조직 및 의료기관 등과 적극 연계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다음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기능 1 |  관할 지역 내 건강 위험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

기능 2 |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 구축

기능 3 |  지역 내 유관 조직들과의 발전적 관계 조성

기능 4 |  지역 내 파트너 훈련과 위기 시 조정 기능

그러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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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체단체의 비상 계획의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하는 15개 공중보건위기대비역량 중 이 절에서는 주로 ‘지

역사회 대비 역량’ 측면에서 국내 메르스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대비 역량’은 지역 내 

건강 위험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파트너십 구축 및 유

관 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내 파트너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 

의심환자의 이송과 선별 진료, 확진환자의 치료, 접촉자 관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

축은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메르스 대응을 돌아보면 지침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

였다. 의심 및 확진환자 진료와 입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환자 이송을 위한 소

방본부와의 협력 체계, 관리 대상(자가 격리자, 능동감시자) 추적 관리를 위한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 등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발생 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지 못하

였다. 이로 인하여 메르스 대응 초기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확

보 어려움 등 지역사회 메르스 대응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시도 관계자들은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격리병상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였다.

“격리병상이 핵심이었죠. 치료제도 없고 어차피 격리되어야 하는데 확진환자들 갈 데는 없고.(시도·시

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 유행 시 적극적으로 지역 내 병원과 유관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다. 메르

스 유행 이전에 지역에 감염병관리본부를 두었던 경기도의 경우 더 이상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

병상으로 입원시킬 수 없게 되자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였다(그림 4-6-2).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원병원 전체를 격리병상으로 활용함으로써 격리병

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격리병상 수의 증가도 향후 일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의 사

례처럼 위기 발생 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병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격리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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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환자는 지역 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진료 체계

를 구축하는 등의 위기 발생 시 환자 진료를 위한 연계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미비

시도 방역활동 관계자 특히, 보건소 관계자들은 환자 및 검체 이송과 격리자 전담 관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지침에 보건소 대응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급차를 사용하냐…(중략)…나중에는 지침을 바꿔주고, 이해

시키고.(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메르스 대응 초기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이송, 검체 이송을 담당한 보건소는 제한된 수의 구

급차와 인력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아 소방 본부에 구급차 요청을 하였으나 메르스 대응 초기에

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메르스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응 지침이 

수정되고 국민안전처가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침만으로는 해

그림 4-6-2.  경기도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진료 네트워크

병·의원 

보건소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41개 경기로

외래 거점 진료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외래 거점 병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약국 

파주병원

포천병원 
자가격리

대상자 증상 발현 

메르스 의심
증상 발현 

병세 약화 

24시간 핫라인 

비격리

대상자 

+
+

+양성반응

확진  

진단 검사 기관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경기도 민관 

의료 위원회 

출처   경기도. (2015). 경기도 메르스 백서 : 메르스 인사이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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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미국 국방부 역학조사관, 탁OO 인터뷰 내용

결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유관 기관 및 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

소하고자 하였다. 지침 수정 및 국민안전처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이 어려웠던 이유는 

소방 본부 관련 인력이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경험이 적어 지침대로만 이송하려고 하

였고 메르스 유행 이전에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이루어진 환자 이송 관련 협력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에는 메르스 또는 신종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시 소방 본부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지역 내 감시체계 미가동

단순히 환자 발생에 대한 감시뿐만이 아니라 신종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

응을 위해서는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감시 또한 필요하다. 즉 지역 내 격리병상의 현황, 중환

자실 가용 현황, 위기 발생 시 가용 의료인력, 보호 장구 비축 현황 등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에 환자들이 격리병상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중앙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 감염병 관리 권한이 강화되었으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 

위험, 대응 인력, 방역물자 및 시설 자원 등에 대한 지역 내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감시체계’. 미국 CDC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감시체계다…(중략)…공중보건 

감시체계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질병이나 대응 인력, 자원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해석한다. 

환자를 돌보거나 후송하는 일이 첫째가 아니다(경기도, 2015, p. 217)”148)

  공중보건위기 대응 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드러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대응 인력에 대한 것이다. 대응 인력의 

절대적 수의 부족과 배치의 문제, 위기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평상시 교육·훈련 부족 등으

로 인한 전문성 결여가 내·외부의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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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담당 부서는 질병의 특성 상 연중 비상 체계이며 휴일이나 명절에

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기피 부서로 받아들여지고, 격무로 인한 잦은 순환 

보직은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성, 정확성 등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하여 절대적인 대응 인력과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이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의 향상을 방해한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을 겪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문가

가 아님에도 전문가처럼 민원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팀이 정식 직원이 팀장 포함 5명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의 9개 과에 해당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별로 맡고 있는 전염병이 몇 개인지.(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과 보건복지부 주관 감염병 분야 훈련의 문제점

●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주관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을 통하여 2010년부터 보건 인력 및 유관 기

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각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시도 단위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2). 2014년 훈련은 메르스를 주제로 훈련용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도상 훈련을 시

행하였고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내원 시 음압 병동으

로 입원하는 과정을 현장 훈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중 인천,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만 실제 현장 훈련이 진행되었고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훈

련」교육 참여자가 교육·훈련 개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현장 

중심, 실습 중심 훈련과 훈련 매뉴얼 구체화에 대한 의견이었다(표 4-6-3).

표 4-6-3.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에 대한 개선 의견(일부)  

• 도상 훈련이 아닌 실제 현장 중심 훈련 필요

•  각 부서별, 기관별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훈련 필요

• 실제 보호복 착용 등 현장 실습 필요

•  교과서적인 답변들이 아닌 실제 상황 적용  

가능한 훈련 필요

• 실제 음압 병실 가동 병원 방문 훈련 필요

자료  최보율 외. (2015). 2014년도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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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단위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 단위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은 <표 4-6-4>와 같고 메르스 관련하여서

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교육 및 훈련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훈련들 또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사업단에서 시행한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실행 기반 중심 교육·훈련이 아니었던 점과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의 횟수가 일 년에 한 번도 안 된다는 점에서 교육·훈련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는 감염병 관련 부서 실무자만 교육을 받는 실정이어서 위기 발생 시 

대부분의 대응 인력은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신종감염

병 대응훈련은 토론 기반 훈련과 실행 기반 훈련을 동시에 시행하고 감염병 관련 부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본부에 속하게 될 인력들(소방 본부, 경찰

청 유관 인력)이 함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표 4-6-4.  보건복지부 주관 감염병 관련 국가 단위 훈련(2013년-2015년)

연도 훈련명 일자 회의주재 참석자 불참자 훈련유형 시나리오

2013

위기관리

훈련
2013. 10. 3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센터장

외교부 등 10개 

중앙부처

교육부 등

5개 중앙

부처

토론기반

국내원인

미상

감염병

발생 등

안전한국

훈련
2013. 5. 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국방부 등 9개

중앙부처/서울

특별시

교육부 등

8개 중앙

부처

토론기반 메르스 전파

2014

위기관리

훈련
2014. 5. 14.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

센터장

교육부 등 12개 

중앙부처

외교부 등

3개 중앙

부처

토론기반 미작성

안전한국

훈련
미실시 - - - - -

2015

위기관리

훈련
미정 - - - - -

안전한국

훈련
2015. 5. 2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

인천광역시

외교부 등

5개 중앙

부처

토론기반 메르스 전파

출처  감사원. (2016). 감사 결과 보고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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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행업무 범위와 어려움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발견과 접촉자 관리라 할 수 있으며 메르스 대응 지침에 제시된 역할 또한 그것이다. 실제 메르

스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가 접촉자 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방역조치

로서의 접촉자 관리의 범위를 넘어 검체와 환자 이송, 병원 관리,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한 

지원·보상 업무 등 기존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실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향후�공중보건위기에�대응하기�위하여�어떻게�교육·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고�실시하여야�

대응�인력의�전문성과�역량이�강화될까?�메르스�대응�경험은�한�두�번의�교육·훈련으로는�터

득할�수�없는�소중한�경험으로,�이를�통하여�공중보건위기�시�필요한�역량에�대하여�알�수�있게�

되었다.�이는�또한�지방자치단체�대응�인력의�역량을�한�단계�끌어올렸다�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이러한�중요한�경험이�잊히기�전에�이를�기반으로�한�교육·훈련�프로그램�마련이�시급

하다.�전문가들�판단에�의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대신�대응�인력들이�실제�대응�시�수행

했던�업무를�바탕으로�직무�분석을�실시하여,�이�결과를�기반으로�각�직무별�필요�역량149)을�도

출하는�역량�모델링을�거친�후�이�역량들이�강화될�수�있도록�역량�기반�교육·훈련�프로그램

을�개발할�필요가�있다.150) 이러한�과정을�통하여�얻어진�일련의�결과들은�공중보건위기�대응�

시�필요한�직무와�직무에�따르는�상세�업무�가이드라인으로�사용될�수�있어�인력�관리에�유용

하게�사용될�수�있으며�역량�모델링�결과를�바탕으로�자가�역량�진단�및�관련�인력의�역량�현황

을�검토해�볼�수�있으므로�대응�인력의�표준화에�대한�기여를�기대할�수�있다.

149)  여기서의 역량은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의 달성, 조직 내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음.(노동부. (2007). 고용지원센터 역량모델 개발 연구)

150)  역량 모델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음. 2006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및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역량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고 2014-2015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내 교육 전문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음.(참고: 질병관리본부. (2015).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교육 전문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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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메르스 유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내용과 절차

보건소 메르스 대응 업무 시·도 업무

접촉자 

관리

기타

메르스

환자

관리

PHIS 통한

접촉자 확인

의심환자 

신고 접수

의심 환자  

후송

격리병상 격리

(감염병 관리기관)

의심환자 

검체 채취

의심환자 검체 

이송

검체 검사 

기관

역학조사

치료병원 이송 및 치료 점검

메르스 환자 진료비(심리지원 포함) 및 생계비 지원 관련 업무

기타 지역 내 메르스 관련 민원 처리

메르스 사망자 

장례 지원

집중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내 

격리자 모니터링 및 보고 

• 보호장구 제공(유족, 장례지도사,     

운구요원, 화장시설 관계자 등) 

• 시설장비 소독 방역(장례식장, 운구  

차량, 안치실, 화장시설 등) 

시·도 보고

메르스 확진

환자 관리 

기타 업무 

선별진료소

운영

관리대상자 확인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능동감시자

관리대상자

개별통보

부재시 위치 

확인·관리

모니터링 결과 

PHIS 입력

격리 및 능동감시 

해지 통보

관리대상자  

1:1 모니

추가 접촉자 

발견 시 중앙대책

본부에 보고

검역에서

확인된

접촉자 포함

접촉자 관리 현황 보고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메르스 의심환자 접수)

기타 시군구 메르스

대응 업무 지원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심 / 확진 환자현황 

보고(검사 결과, 치료  

현황 등)

메르스 대응 자원관리

•보호장구 관리

•대응 인력 보완

접촉자 격리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경찰서, 

소방본부 등) 구축

지역 내 가용 격리 병상 

및 환자 입원 수 등 

실시간 파악 보고

지역 내 감염병관리기

관 지정 및  네트워크 

구축

1:1 전담 관리를 위한

행정인력지원

제로 수행하였다. <그림 4-6-3>에서 배경색이 있는 네모 안에 표시된 부분이 초기 배포된 대

응지침과 달리 대응 과정 중 확대된 업무 영역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와 지침 등을 활용하여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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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5.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배포된 중앙정부의 지침과 매뉴얼 목록

연번 일자 지침(매뉴얼)명 연번 일자 지침(매뉴얼)명

1 5.2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제2판)

11 6.8. 메르스(MERS) 국내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가이드라인

2 5.2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

12 6.15.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

3 5.25.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제3판)

13 6.23.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

4 5.27.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제3-1판)

14 6.28. 확진환자 퇴원 후 관리지침

5 5.2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지원 대책

15 6.28. 메르스 대응 통합 행정지침(1-2판)

6 6.4. 환자 사망 시 시신처리 행정절차
및 처리 기준

16 6.29. 접촉자 발굴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관리 지침

7 6.5. 메르스 접촉자 관리 매뉴얼 17 7.1. 메르스 검사용 환경검체 검사 지침

8 6.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제3-2판)

18 7.2.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관련
심리지원 지침(수정)

9 6.5. 메르스(MERS) 국제행사 가이드라인 19 7.28.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3-4판)

10 6.7.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제3-3판) 20 8.6. 메르스(MERS) 대응 지침(제3-5판)

수시로 배포된 다양한 지침(매뉴얼)과 다양한 업무 범위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에서 <표 4-6-5>와 같이 수정된 대응 지침과 새로운 업무 지침(매뉴

얼)이 배포되었다. 이와 같이 수시로 배포된 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방역 업무를 하면서 제대

로 숙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신종감염병의 특

성 상 완벽한 대응 지침을 사전에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호흡기 감

염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해질 방역 조치(격리와 검역)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면 「국내(국외)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가이드라인」이나 「의심환자 이송지원 대책」, 메르스 

환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 지침」 등은 충분히 사전에 대응 지침 안에 완벽하진 않더라

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 유행 시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흡기계 신종감

염병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기반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실제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대응 인력의 혼돈과 업무 상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가이드라인 중 의료기관 관련 지침(매뉴얼)은 제외한 목록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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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초기에 배포된 대응 지침 외에 추가로 지침이 배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

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대응 인력의 업무는 가중되었다. 그리고 지침 또는 매뉴얼에 명시된 업

무 외에 관리 중 이탈한 자가 격리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울릉도까지 가는 등 지방자치단

체 대응 인력의 활동 범위는 지역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일부러 나 지금 시장에 돌아다닌다, 나잡으러 와라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시장가서 

잡아다가 격리시키고 그러면 또 다시 나가고.(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메르스 유행 대응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하

여 메르스 전파 차단에 매진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 대응 초기에는 보건소

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및 의료기관 민원 대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었

다. 민원의 주 내용은 메르스 확진환자 정보 및 환자 발생 의료기관,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 

지역 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전화 민원인들이었고…(중략)…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민원 전화를 받으면…

(중략)…전화벨소리가 울리는데 무슨 총소리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메르스 대응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환자 및 격리자 관리를 위한 업무뿐만 아니라,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관련 업무와 같은 예상치 못하였던 업무들이 가중

되었고, 이러한 업무는 환자 발생이 멈춘 이후에도 이어졌다.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던 지침이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지만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메르스 대응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신종감염병 관련 지침을 마

련 할 때는 2009년과 2015년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내의 대응 경험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에볼라 등에 대한 외국의 대응 경험을 충분히 고찰하고, 예상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

한 내용이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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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은 없는데 보고할 곳은 많다.”

메르스 대응 초기 질병관리본부 4개과에서 5종류의 일일 상황 보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다양한 부처(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에서 보고 자료를 지방자체단체에 요구하였다

(표 4-6-6).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 자료 작성을 다양한 양식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현장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 한 명은 인터뷰 시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중앙메르

스관리대책본부 대응 인력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보고 체계의 혼선’을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미흡했던 부분으로 꼽았다(표 4-6-7). 

“저희가 더 힘들었던 게 국민안전처, 복지부, 메르스 대책 본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질본하

고만 하다가 복지부하고 하다가 범정부메르스대책본부가 생겼는데 1:1 대응하면서…(중략)…보고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표 4-6-6.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일일 업무 보고 현황

관련 부서 문서 내용 제출 방법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메르스 일일 상황 보고

- 접촉자 관리 현황, 금일 조치 사항
매일 17시 이메일 보고

밀접접촉자 일일 상황 보고

- 증상 유무, 자택 격리 준수 여부, 불편 호소 사항, 조치 사항
매일 17시 이메일 보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의심환자 감시 보고(서울, 경기, 충남)

-  신고 현황(의심환자 수, 격리병상 이송자 수, 보건환경 

연구원 의뢰건 수)

- 주요 모니터링 대상 현황

매일 17시 이메일 보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의료기관 모니터링 현황 보고 매일 17시 이메일 보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접촉자 관리 대장 보고

- 일일 실시 건 수, 미실시 현황

- 특이 사항(접촉자 변경, 보건소에서 추가 발견한 접촉자 등)

매일 18시 이메일 보고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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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충청남도청과 같이 설문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메르스 백서에서 중앙정부의 대응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었다(서울시 백서, 경기도 백서, 대구시 백서, 인천시 백서, 대전시 백서 등).

  중앙정부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대응 간 엇박자

35 번째 환자의 접촉자 관리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사이의 대응 차이,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 전체 폐쇄에 대한 전북도청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사이의 대응 차

이 등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는 동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엇박자를 드러낸 사례가 있었

다. 이는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

도)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다. 메르스 대

응에 대하여 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경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약간 우세

하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충청남도청에서 감염병 전문가, 메르스 치료병원 관계자 대상으

로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67%로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 메르스 대응에 대한 사후 평가에 있어서도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었다(그림 4-6-4).151)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문항 : 메르스 대응에 관계된 대응 조직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310.

그림 4-6-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비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의사소통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무응답 

정부의 메르스 대응 만족도 

불만족 

만족 

보통  

기타  

2% 1%

30%

60%

13.02%

8.28%

7.10%

30.77%

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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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로 의견이 좁혀지는데 첫째, 대응 초기 정확한 정보 미공유, 둘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

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의 미공유와 소통의 문제를 주로 지

적하는 반면 중앙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지

적하였다. 이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대응인력 대상 설문 조사 중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주관식 설문 조사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와 중

앙정부 간 엇박자 관련 응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표 4-6-7).

중앙의 위기 경보 단계 설정과 지방자치단체 대응의 엇박자

2015년 5월 20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에 제시된 바대로 해당 부서 국장을 본부로 하는 대

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 메르스 유행 상황은 국장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대

책본부의 조직 규모나 역량 수준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문제가 확대되었다. 대책본

부의 인력만으로 빗발치는 민원과 의심환자 검사·검체 관리, 환자 이송, 격리자 관리, 언론 

대응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대책본부를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격상하였다. 충남도청은 

대응 체계의 격상 이유를 <표 4-6-8>과 같이 언급하였다.

표 4-6-7.  메르스 대응 시 중앙-지방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인식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준비 미흡

•수직적인 지휘 체계

•보고 체계의 혼선

•지자체 및 개별 부처와의 유기적 관계 부족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부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부족

•부서 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 설문문항 :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련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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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자 관리 범위 확대와 범정부적 대응의 양면성

접촉자 관리는 메르스와 같이 예방 백신이 없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에 있어서 감

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조치이며 지역사회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메르

스 대응 초기에 관리 대상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접촉자가 확진환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접촉자 관리 범위가 당초 대응 지침과 달

리 확대되었고 관리의 강도도 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늘어난 관리 대상 접촉자들의 모니터

링과 추적을 위하여 다양한 관련 부처(국민안전처,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및 관련 기관(통신

152)   <표 4-6-2>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4-6-8.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국 단위 메르스 대응의 한계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위기 경보 단계별 시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나 

메르스 대응 경험에서도 드러났듯이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

라서 위기 경보 단계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지방자치단

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관련된 전담조직과 인

력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공중

보건위기 대응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152)

• 동시 다발적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

• 관리 대상(확진, 의심, 격리) 기본 정보 누락으로 역추적 관리 한계

• 올바른 메르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 조직 내 홍보 전문가 부재

• 중앙정부, 의료기관 등 대외 협력의 한계

• 보건소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의심환자 이송 체계

• 자가 격리자 관리 프로그램 부족 및 1:1 전담 인력 부족

• 의심환자 이송 기관 및 치료 격리병상 연계 등 응급 의료 체계 문제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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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밀착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보건소의 접촉자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건소의 접촉자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감염병 유행 시 공중보건 수요급증에 

대한 대응역량(surge capacity)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메르스 대응 시, 격리 대상

자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탈 관리, 생계 지원 등),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 보건소의 업무 과부

하, 유관 부처 및 기관(소방본부, 경찰청, 교육부, 노동부,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난항, 지

방자치단체 간 업무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중 일부는 대응 과정 중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해결 가능하였으나 일부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대응 업무 협조 체계 구축 필요

메르스 접촉자 관리에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특히 보건소)가 주로 호소한 어려움은 관리 기

간 중 의심 증상 발생 시 환자 이송의 어려움, 관리 대상자의 해당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

무 협조의 어려움이었다. 그리고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 대상 접촉자 수

가 많아서 발생하는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업무 처리의 지연을 호소하였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 명단을 확보한 후, 그 사람의 해당 

주소지 보건소에 명단을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 인터뷰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의심환자를 위한 격리병상이 지역 내에 부족

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 중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가 발생하였다.

“원래는 터진 곳에서 접촉자 조사까지 해서 (전국의 해당 자치구에) 넘겨줬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빨리 한다고 그냥 또 넘겨주면 다시 해당 자치구에서 연락이 와요. 다른 애들은 접촉자 조

사를 해서 왔는데.(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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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전 지역에 위기의 강도가 동일하게 분포되지 않고 메르스 

유행과 같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위기 시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접촉자 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및 타 부처와 소통 필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 관리는 단순히 보건소의 감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접촉자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지역 

내 의료기관, 학교, 사업장과의 연계 또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으로, 업무 협조가 안 되거

나 지방자치단체 대책본부의 조치와 일관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 대상 접촉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 여부 검사와 입원에 필요한 격리병

상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격리병상으로의 이송을 위하여 소

방본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 접촉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근로

자일 수도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등을 담당하는 부서 및 근로 작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접촉자 추적과 검역 조치의 효과성과 윤리적 측면

백신과 같은 예방법과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유행에 대응함에 있어 접촉

자 위치 확인 및 관리와 자가 격리 조치는 감염병 전파 차단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표 4-6-9>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신중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153)

그러나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취해진 격리 대상자 관리 관련 조치는 사안의 급박성으로 인하

여 이러한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관련 법 개정도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일련의 방역조치들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과연 메

르스 대응 시 취해졌던 방역조치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치였을

까? 실제로 자가 격리 대상자 범위의 확대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었는지 CCTV 모니

터를 활용한 역학조사, 휴대폰과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활용한 위치 확인 등 일련의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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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윤리적 측면에서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측면을 단

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는 35 번째 환자와 재건축조합회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1,500여 명에 대

하여 자가 격리를 권고한 서울시의 조치,154)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 이전 성남시의 환

자 정보 공개 조치155)와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과 전남 보성군 주음마을의 마을 전체 폐쇄와 같

은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6-10>과 같이 상반된 평가를 받은 마을 폐쇄 조치에 대하여 더 들여다보면 대부분

의 언론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치가 매우 훌륭한 선제적 대응이었으며 효과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 조치가 위의 <표 4-6-9>의 내용

과 대부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을 주민 대상 인터뷰 결과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충

분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조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였으며, 중앙정부는 마을 폐쇄까지는 필요

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153)  <표 4-6-9>의 내용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건강세상네트워크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의 48쪽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첫째부터 

여섯섯째 원칙은 시라큐사 원칙(Syracusa principles)이다. 그러나 일곱째 원칙은 시라큐사 원칙만으로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의 호혜적 의무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154)  최진성. (2015. 6. 5.). 서울시 "35번 접촉자 14일간 1대1 자가 격리".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
5000710&md=20150605143133_BL 에서 2016. 2. 8. 인출

155)  정시우. (2015. 6. 7.). 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의심환자 신상정보 공개 갑론을박. 텐아시아. http://tenasia.hankyung.com/
archives/548260 에서 2016. 2. 8. 인출.

표 4-6-9.  공중보건위기 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고려사항

첫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법에 따라 제공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둘째, 일반 선(general good)의 정당한 목표를 가진 경우에만 유보 가능하고

셋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 사회에서 엄격하게 필요한 수준으로

넷째, 동일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가장 덜 침습적이고 제한적인 수단으로

다섯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여섯째, 임의적으로 부과되거나 차별적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일곱째,  공중을 위하여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국가는 그들이 부당하게 해를 입지  

않도록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호혜성의 원칙).

자료    시민건강증진연구소·건강세상네트워크. (2016).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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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접촉자 관리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확진환자의 정보를 SNS에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일부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공중을 위한 방역조치라 하더라도 식

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

지 못했던 상황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된 것인데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접촉자 관리

가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한 지역사회로부터

의 낙인을 환자와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 측면의 비판이었다.

표 4-6-10.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 폐쇄 조치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격리해제 주민들 “위아랫집인데 이게 얼마만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14일동안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다가 19일 풀려난 전북 

순창군 장덕마을에서 주민 이성자(57)씨와 최복희(68)씨가 얼싸안으며 반가워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위아랫집에 살며 자매같이 지냈는데 14일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다”며 “이제 살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안전 위해”…순창 장덕마을 주민들 똘똘 뭉쳐 ‘통째 격리’ 감수

정부·지자체·일반인도 도움의 손길…‘국민 모두의 승리’

1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088500055.HTML?input=1195m 에서 2016. 2. 8 인출.

1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35930 에서 2016. 2. 29. 인출.

출처   1) 백도인. (2015. 7. 8). <메르스 교훈> ⑪ 메르스 물리친 공동체 정신. 연합뉴스.156)

 2) 이문영. (2016. 2. 29). ‘눈 달린’ 메르스와 불평등. 한겨레 21.157)

부정적 평가

전북 순창 장덕리 마을 폐쇄는 ‘지역 간 서열’까지 드러났다. 폐쇄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주민이 지병 악화로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가 

집단 격리된 일은 없었다. 삼성서울병원 주변 학부모들의 간담회엔 항우여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삼성서울병원 진료 부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교마다 메르스 전문요원 배치도 약속했다.

“도시 아파트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공평하게 하려면) 아파트 동 전체를 격리해야 하는 거잖아

요. 힘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마을 폐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힘없는 사람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장덕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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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 정부는 메르스 유행에 대한 대응 과정 중 행해진 지역사회 내 접촉자 관리 관련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앞으로 관련 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 번의 분석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응 

사례를 주시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

고 격리와 검역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국내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격리자 요구에 대한 부응 노력과 심리적 복구 필요

보건소�담당자�측면뿐만�아니라�자가�격리된�당사자�측면에서도�자가�격리는�불편하고�힘

든�조치였음을�부인할�수�없다.�격리�조치가�공중보건위기�시�꼭�필요한�조치라�하더라도�격

리�당사자에�대한�충분한�배려와�지원이�필요하다.

자가 격리자 요구 반영한 관리의 필요성 대두

격리 대상자 지원과 관련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격리자에게 우선적으로 지

원하여야 할 사항은 사생활 보호 33%, 생계비 29%, 다양한 생필품 22%, 건강관리 12% 순으

로 나타났다(그림 4-6-5).

그림 4-6-5.  충청남도 격리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불편함 

불편없음  
24%

보통
15%

불편함 
61%

불안함 
49%

불안함 

불안없음  
36%

보통
15%

고립감 
64%

고립감  

고립감 없음  
16%

보통
20%

출처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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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격리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격리 대상자 맞춤 관리의 필요성이 격리 대상자 관리 과정 중 

드러났다.

“저희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다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분들이 격리자이면서 동시에 아픈 사람들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들…(중략)…뭐, 실밥 뽑으러 가야한다, 애기 설사해서 열나서 갔었는데 어떻게하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서요.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많이 고생하셨거든요.(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

“자가 격리 들어가셨던 분들이 병원을 (원래) 가셨던 분들이고 환자 또는 보호자 분들인데 ...(중략) 약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치료한 분들입니다…(중략)…(자가 격리 조치) 첫 시행 당시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

다. 특히 처방전, 약과 관련하여.(시도·시군구 방역활동 관계자)”(강동구청, 2016, p. 118)

충청남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격리자 지원 우선순위 중 생계비 관련한 사항은 국가적 차

원에서 지원하기로 대응 과정 중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며, 생필품의 경우 대한적집자사 등의 

협조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자가 격리 중 메르스 증상이 아닌 기 관리 중이던 만성질환은 당

사자의 위임장을 받아 공무원이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초

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월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향후에는 격리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격리자에 대한 낙인과 심리적 트라우마

자가 격리의 경험은 개인에게 있어 부정적인 경험임에 틀림없다. 이는 스트레스, 우울, 트

라우마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자가 격리 중 경험

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약 45%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

다고 응답하였으며 분노, 우울, 부끄러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 경험을 응답하기도 하였

다(강동구청, 2016, p. 199). 또한 응답자의 17.6%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과 더불어 자가 격리 경험자가 겪은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었다. 자가 격리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과 

자가 격리 해제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자신의 가족들 또는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

터 일상 생활로 복귀까지의 시간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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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후 열흘이 진짜 힘들었어요…(중략)…‘집에 있지 왜 나오냐’고…(중략)…격리되어 있었다고 하

면 다들 피하거나 나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고… 그게 서러웠어요.(자가 격리 경험자)”(강동구청, 2016, p. 198)

“2주 (격리가) 끝나고 (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애를 안보냈으면 좋겠다고…(중략)…그래서 제가 병원 

근처 교시원에 나와 살았어요. 우리 애는 아침에 학교 등교하자마자 보건실에서 열재고…별도의 취급을 

받았죠.(자가 격리 경험자)”(강동구청, 2016, p. 198)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회복을 위하여 자가 격리자와 가족,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사후 회복 프로그램과 지원만큼 

사전에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격리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일

상으로의 복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신종감염병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상시에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가 격리자와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중보건위기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실효성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전파를 가능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그로 인한 관리 대상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메르스 첫 감염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활용되기 전

까지의 메르스 대응 초기에는 엑셀에 수기로 접촉자를 관리하여 오류가 발생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방역 업무가 이관된 이후 기존의 감염

병 정보시스템으로는 메르스 대응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

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을 활용한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하고 빠르게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촉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감염병 정보

시스템이 1995년에 구축되기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감염병 종류 및 정보처리 영역을 확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유행 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접촉자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활

용이 필요하나 이 부분에 대한 타 부처와의 정보 연계가 어려운 측면 때문이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활용한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통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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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일치, 입력 권한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과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

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수진자 확인 시

스템을 통하여 메르스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 나갔다. 이로

써 메르스 대응 중반 이후에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

나 관리 대상자 정보 입력이 일부 늦어짐으로 인한 정보 확인 지연 문제, 위기 시 타 부처와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문제, 실시간 감시 체계로서의 기능 부족 등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와 후속조치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응 시와 다르게 메르스 유행의 “사실상 종

료”을 선언한 7월 28일 이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메르스 대응 백서를 발간하였다(표 

4-6-11).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백서를 발간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광

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백서를 발간하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대응을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고 대응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백서에 담았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4-6-1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메르스 대응 백서 발간 현황

구분 발간처(발간 연도)

광역

(8)

서울특별시(2015)
대구광역시(2015), 대전광역시(2016), 인천광역시(2016)
경기도(2015), 전라남도(2015), 충청남도(2015)
제주특별자치시(2015)

기초

(12)

서울특별시: 강남구(2015), 강동구(발간 예정)

경기도: 김포시(2015), 부천시(2015), 수원시(2015), 평택시(2015)
경상북도 경주시(2015), 경상남도 창원시(2015)
전라북도: 익산시(2015) 순창군(2015)
전라남도 보성군(2015)
충청북도 옥천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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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요약

과거의 감염병 유행과 비교할 때 현재의 감염병은 총량은 줄었지만 그것의 파급 효과가 상

대적으로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메르스 유행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병

원 내 확산으로 인하여 대규모 메르스 유행이 된 이번 경험은 국내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

여 보건의료체계의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러

나 지역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메르스 유행은 2009년 신종인

플루엔자 대유행 대응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대응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백서를 발간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지역사

회 전파 차단 측면에서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온라인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한 점을 성과로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향후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쟁점과 향후 과제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2015년 9월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까

지 추진할 4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시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48개 과제 달성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긴 호흡이 필요하

다. 지역사회가 ‘작은 정부’로서 총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는 첫째, ‘비상 계획 수립’을 통한 급증대응능력 강화, 둘째, 지역 

내 파트너십과 유관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셋째, 합리적 의심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전

문성을 키우기 위한 ‘역량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넷째, 방역조치에 대한 ‘윤리적 

고려’, 다섯째,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메르스 전파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및 쟁점 해결에 필요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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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역량의 표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재

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하는 공중보

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계획의 핵심은 지역 내 의

료기관과 유관 조직 및 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실

제 위기 발생 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드러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대응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조

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종감염병 유입 시 중앙정부의 대응과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조직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경기도와 같이 ‘지역 감염병관리본부’를 민간위

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으나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으로는 ‘지방 공중보건청(가칭)’과 같은 공적인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으로 구성되어야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 구성만큼 중요한 것은 핵

심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할까? 메르스 대응 경험이 잊히기 전에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이 시급하다. 실제 대응 인력들이 수행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각 직무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는 역량 모델링을 거친 후 이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일련의 결과들은 대응 인력 관리 및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접촉자 관리에 대한 내·외부 평가 중 일부에서는 자가 격리 조치

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격리 중 낙인이나 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극과 극의 평가는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향후 신종감

염병 관련 위기 발생에 대비한 접촉자 추적·관리 또는 자가 격리와 같은 검역 조치 마

련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관련 법이 이미 개

정되었으나 관리 대상 접촉자 선정 기준과 효과적인 격리 방법(의료기관 격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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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시설 격리, 자가 격리) 및 격리 강도(능동감시, 자가 격리, 마을 폐쇄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을 위한 환자 정보 공개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

와 인권이 어디까지 유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 �메르스 대응 경험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신종감

염병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공중보건위기 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수 요소이며, 또한 감시 기능과 위기 시 실시간 정보 공

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구

축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 주제

⊙  메르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고 메르스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대응 간에는 

혼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대응 역량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혼선과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향후 어떻게 혼선과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드러난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대응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중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 조직 구성과 운영, 대응 인력의 전문성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것인가?

⊙  일부에서는 메르스 대응 과정 중의 자가 격리 조치에 대하여 과도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격리 중 낙인이나 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고 비판한다. 신종감염병 관련 위기 발생에 대비한 접촉자 추적·

관리 또는 자가 격리와 같은 검역 조치 마련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과학적, 윤리적 측면은 무엇

이며 향후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

⊙  메르스 대응 경험을 통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향후 신종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어떠한 기능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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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르스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들어가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중국에서 확진된 환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86명이 확진환자로 진단되

어 치료를 받았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음압격리병상에 1인 격

리되어 이루어졌으며 치료는 증상에 맞춘 대증적 치료 및 경험적 항바이러스제 병합투여와 기저

질환에 대한 치료가 주로 행해졌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에크모(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와 혈장치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치료 과정 중 사망한 환자는 총 38명으

로 치명률은 20.4%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보다 낮았다.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와 의심환자 진료를 위하여 정부는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국립중앙

의료원),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

원하였으며 진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치료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군과 민간 의료인력을 동원하여 지원하였고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진료기피와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  

등이 6월 하반기까지 이어져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 절에서는 메르스 환자 치료 및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와 대응 과

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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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확진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를 위한 사전 대비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이전부터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

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2013년부터 메르스 대응 관련한 지침 및 관련 자료를 

시도와 보건소, 의료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하도록 하여 신종감염병 유입 시 대응

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그러나 메르스 유행 당시 메르스 확진환자 치료 및 의심환자 진료 

측면의 대응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 신종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측면 과 대응 지침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위기 시 진료제공체계 미흡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에도 격리병상의 문제와 감염환자 치료 병원 지정 문제 

등이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들은 지난 6년 간 해결되지 못한 채 메르스 유행 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메르스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와 달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의료기관 내 격리 치료가 주가 되었기 때문

에,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진료제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그당시 관련 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내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하

고 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시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감염병 진료제공체계는 실제 메르스 유행 대응 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감염병 환자 진료제공체계 구축 필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거점병원 내 음압격리병상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메르스 유행 시 의료기관이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병원 내원을 기피

하는 문제,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진료 를 위한 이송 거부 및 지역 내 격리병상 부족 등의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지정하여 메

르스 환자 및 일반 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

치 이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이어져 진료제공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될 필요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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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지정과 진료 체계

일본은 신종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유행 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4-7-1>과 같이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을 감염증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

내는 감염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감염

병 발생 시 일본에 비하여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감염

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네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접근 전략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은 방역 당국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과 지역 거점 병원의 격리병상을 어떻게 구분하여 위기 시 감염병 환자 진

그림 4-7-1. 일본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과 특성

출처    김남순 외. (2015).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메르스 감염을 중심으로. p.92.

특정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

•전국에 수 개소

•신감염증 환자의 입원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병상 보유(3개 의료기관 8병상)

특정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도도부현지사가 지정

•원칙으로 도도부현 지역 내 1개소

•1류 감염증 환자의 입원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병상 보유(46개 의료기관 87병상)

특정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도도부현지사가지정

•원칙으로 도도부현 지역 내 1개소 

•2류 감염증환자의 입원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병상 보유(335개 의료기관 1,716병상)

특정감염증 지정의료 기관

•도도부현지사가 지정

•결핵 환자의 통원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206개 의료기관 4,637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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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1.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일본의 의료제공체계

분류 진료 의료기관 공적 비용 부담

신 감염증
특정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국가가 지정, 전국에 수 개소)

전액 공적 비용

(의료보험 적용 없음)

1류 감염증
제1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각 도도부현에 1개소)

의료보험을 적용

자기 부담을 공적 비용으로 부담

2류 감염증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2차 의료권에 1개소)

3, 4, 5류 감염증 일반 의료기관
의료보험 적용

(공적 비용부담 없음)

신종인플루엔자 특정, 제1종, 제2종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의료보험 적용

자기 부담을 공적 비용으로 부담

지정 감염증 1~3종 감염증에 준하는 조치 위에 준함

출처  김남순 외. (2015).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메르스 감염을 중심으로. p. 94.

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감염병 환자의 진료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부족

하다. 일본에서는 <표 4-7-1>과 같이 감염병 분류에 따라 진료 병원(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증 환자 진료에 대한 비용을 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중보건위기 시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구체화 필요

실제 위기 발생 시 그 위기의 규모가 크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진료제공체계계 구축되어 

있더라도 메르스 유행 시처럼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과 시도별 거점 병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중앙정부가 사전에 구축하는 것

은 무리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위기 시 적

극적으로 의료기관이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정기적 점검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 대응을 위한 진료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그림 4-7-2>는 미국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연합(coalitions)이 재난 과정에 따라 기

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진료시스템 구축은 단지 위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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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수요급증158)에 대한 준비 부족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이나 재난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시 갑작스런 의료 수요 증

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방역체계와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차원의 사전 비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비상 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와 연

158)  의료 수요급증(medical surge) :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의료 수요가 평상시와 비교하여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비하는 역량, 능력 또는 수용력을 의료수요급증대응역량(medical surge capacity)이라 하며 이는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 중 하나를 의미한다.

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다르지만 평상시에도 위기 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의료기관은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

하고 정기적으로 이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위기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림 4-7-2.  미국의 재난대처 과정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 연합(coalitions)의 역할

복구

의사·병원협회
(전국 또는 지역):
일상 진료 체계로

복귀 지원 

의사·병원협회
(전국 또는 지역):
의료제공의 취약점

경감을 위한 주요 자원
배치 협조 

의사·병원협회
(전국 또는 지역):
재난 시 현장대응,

복구, 피핵경감을 위한
사전준비 

의사·병원협회
(전국 또는 지역):
재난 상황 대응 시

필요한 자원 배치 결점에
정보 제공 및 협조

재난

현장대응

대비

피해경감재난 대처
과정

출처    ASPAR. (2011). Health Care Preparedness Capabilities.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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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의 비상 계획은 위기 시 의료기관 내 위기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

고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병상, 인력, 물품 자원과 같은 자원의 구축과 

운영 방안, 실제 위기 발생 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적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것

인지,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메르스 유행 시 환자 진료와 치료에서 드러난 문제점

들은 의료기관 내 이러한 대비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부족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은 앞 절에서 언급하였던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위기대응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의료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비상 시 대응 체계 및 내부 매뉴

얼 마련, 방역자원 및 대응 인력 동원 계획, 감염증 의심 및 확진 환자 이동 동선 마련 및 격리

병상 구축,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대부

분의 역량이 부족했음이 드러났고, 특히 격리병상, 감염병 의심환자의 별도 동선 마련과 같은 

시설 운영 측면과 위기 시 인력의 배치 및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 격리병상 운영과 의료진 역량 문제 대두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치료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비상시에 적절

하게 작동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유행 이전 국가지정입원

치료(격리)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형식적인 시설 점검 이외에 격리병상 현황 모니터링 

등 병상 운영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병상 배정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의 불만이 컸다. 2015년 6월 4일 중앙거점 의료기

관 지정 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병상을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환자 발생 시 병상을 지

정·배분하는 역할을 맡아 이러한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환자 이송 시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할 때 정부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를 운

영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감염병 대량 발생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의료 인력

을 의료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갖추고 있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상을 활용하려면 감염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급성기 입원 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 전문

의, 호흡기 전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필요하며, 치료를 보조하며 격리병상을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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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2.  일본의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보조금 사업 현황

사업명 보조 내용 경비 비고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금

감염증 병상의 확보를 위한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의 

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유지 관리 경비, 상근 

직원비, 연구·연수경비)

(1종)

병상당 5,109천엔 한도

(2종)

병상당 2,023천엔 한도

국고보조금 ½

(※유지관리경비

에 한함)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시설·설비

정비비 보조금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시설의 신축과 

개축 등의 비용 일부 보조

[시설]

(제1종 제2종 공통)

시설, 증설 및 개축을 위해

필요한 공사비

[설비]

(제1종, 제2종 공통)

시설 또는 증설에 따른 초기

설비 구입비(제2종 한하여)

감염증 병실 간의 음압 시설

구입비

부담비율

정부1/3, 도1/3, 
보조사업자 1/3

지원할 충분한 간호 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확대할 경우 꼭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위와 같은 문제는 의료기관 자체의 준비 부족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의료기관의 수익으

로 이어지지 않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지

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 대한 지원 시 시설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나 실제 병상을 운영하기 위

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와 달리 일본은 감염증 의료기관

의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인건비, 연구비, 보호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표 4-7-2). 국내 의료 기관 내 감염병 관리 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

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타 운영비 지원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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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남순 외. (2015).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메르스 감염을 중심으로. p. 93.

동경도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감염방제체제

강화 사업비

보조금

1류 감염증 환자의 입원의

료를 담당하는 도내의 감염

증 지정 의료기관에 있어 

환자 유입 시 감염 방제 체

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감염방지 자재 정비 이행

의료기관 당 18,144천엔을 한도

[대상 품목]

마스크, 장갑, 모자, 보호 안경,

차광면, 방호의, 앞치마, 가운, 

신발 커버

대상시설

• 국립국제의료

연구센터 병원

• 도립 A병원

• 도립 B병원

• (공재)동경도 

보건의료공사 

병원

메르스 치료 및 진료를 위한 대응 지침 사전 준비 부족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대한 지침이 필요

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신종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

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주요한 가이드라인은 배포하

여 의료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현황에 맞는 내부 행동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유행 전 배포된 메르스 대응지침 내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긴 하였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작동되지 못했다. 

즉 ‘working’하는 지침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 

발열 또는 호흡기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진료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거나 관련 정보가 적절히 

의료기관에 제공되지 못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해외 유입 전염병이라면 질본에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도 1년 전부터 자료가 다 

있던데요. 그것이 공항이나 질본의 자료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열병환자가 제일 먼저 가는 일선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 관련 기관)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지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정명관, 

일차의료연구회 홍보위원: 다음 스토리펀딩 인터뷰 중)”159)

159)  다음 스토리 펀딩 : 메르스 사태 의사들에게 묻다 : 7화 세월호와 메르스가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 : 일차의료연구회 홍보위원 

정명관 인터뷰 인터뷰. http://storyfunding.daum.net/episode/3392에서 2015. 12.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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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6월 

11일에 실무 차원에서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르스 감

염병 관리기관 실무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 지침에는 선별진료소 대응 매뉴

얼, 입원 수속 및 원내 이송 매뉴얼, 메르스 입원 치료 매뉴얼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 세부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6월 11일은 첫 환자 발생 후 20일 이상 경과한 시

점일 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이 줄어든 시점으로 의료계에서 관련 지침이 없어 메르스 유

행 대응에 있어 혼선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대한의사

협회, 2015, p.75). 이는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 진료와 치료에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

하였음을 보여준다.

  의료기관 감염 방지를 위한 준비 부족

의료기관 감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미흡

● 감염관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대 및 지원 필요

메르스 유행 이전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서는 감염 관리실을 두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등

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 관련 감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환자실 감염, 

수술실 감염 등 병원 내 의료 행위 관련 감염에 국한되어 있을 뿐 지역사회 또는 외국 등 병원 

외부에서 발생한 감염의 의료기관 내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 또는 관리 체계

가 없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관련 부서별 감염 관리 항목 중 응급실 항목은 빠져있

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메르스 대응 이후 개정된 감

염병 관련 법률과 2015년 공표된 환자안전법 등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

이지만, 관련 법률의 강제 조항 및 처벌 조항이 약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움직

이도록 하려면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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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받지않은 인력의 위기대응역량 수준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감염병 대

응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육은 실행 훈련

이 아닌 강의식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보호구 착용 및 탈의는 감염병 전파 예방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관련 인력 전체가 실습하지 못하고 대표로 몇 명만 실

습하는 등의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이뤄졌다.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일부 국립대병원과 

같이 에볼라 대응 경험 또는 실전 훈련 경험이 있는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전 대응 준비가 부

족했다고 볼 수 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 내 관리 체계 구축 사례(미국)160)

뉴욕시 벨뷰(Bellevue) 병원은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병원으로 공공병원이다. 

벨뷰 병원은 2011년 병원 차원의 감염 관리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타 의료기관

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었다. 시설 측면에서는 약 70개의 격리병상이 있

으며 음압 격리실 앞에는 전실을 만들어 두었고 매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 장구

는 비상시 30일 정도 사용 가능하도록 비축해두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 및 탈의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위기 시에 대응하는 원내 의료진 및 직원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

게 나뉘어져 있었고 병원 내 위기 대응 센터를 갖추고 있어, 위기 발생 시 사건 명령 체계가 효

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볼라 이후 이러한 병원 내 대응 체계와 지침 등이 더

욱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메르스 유입 전 병원 차원의 감염 관리는 지역사회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 병원의 현실이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타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

로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비상시 대응 조직도를 갖춘 병원이 일부 있었

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훈

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60)  김남순 외(2015)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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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메르스 유행 시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국내 메르스 유행의 특징인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 양상으로 인하여 메르스와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가 감소하고 해당 의료기관 근무자를 지역사회에서 기피하는 등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메르스 관련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하였다. 메르스 관련 병원이라는 낙인과 내원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을 생각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서 유행 초기에는 메르스 전파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들조차 알기 어

려웠고 의심환자 진료 시 대응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반대

로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격리 치료를 기피하여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및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부 환자

들이 병원 방문 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여 진료를 미루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와 같은 진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메르스 국내 유입 전 메르스에 대한 정보 공유 미흡, 둘째, 메르스 유행 초기 관

련 정보 비공개로 인한 의료 제공자의 혼란, 셋째,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부재로 인한 혼선, 넷

째, 실무 차원의 의료기관용 대응 지침 미흡, 다섯째, 감염병 진료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준

비 부족이 그것이다. 신종감염병 위기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적절한 진

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관과 환자가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표 4-7-3.  메르스 환자 진료와 이송 중 문제 발생 사례

사례 1 |  6월 9일 오후 2시경, 평택 굿모닝병원을 경유하였으나 자가 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아니

었던 79세 남자 환자가 고열로 진료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처음 방문한 A 대학병원은 격리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할 수 없었고, 두 번째 방문한 B 의료원에 입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근처에 사용 가능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C 대학병원

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이 없다고 하여 전원이 지체되던 중 A 대학병원에 

격리 병동 병상 하나를 마련하여 입원할 수 있었으나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6월 10일 오전 2시경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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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국민안심병

원, 선별진료소 등이 지정되어 운영된 후에도 이어져 격리병상 확보 외에도 사전에 감염병 진

료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감염병 진료제공체계가 공중보

건위기 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 안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보상에 대한 내

용도 함께 사전에 고려되어야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감염병 진료제공체계의 문제점

메르스 유행 당시 대응의 일환으로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등을 지정하여 마련한 

메르스 감염병 진료제공체계는 시기상 구축이 늦기도 하였고, 실제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릉의료원과 132 번째 환자 사례이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의 치료역량 수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이었던 강릉의료원에는 메르스 유행 당시 감염내과와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어 심한 기저 질환이 있거나 감염병 증세가 중증일 경우 중환자 치료를 적절

히 제공할 의료진의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132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6

월 12일에는 아직 ‘메르스 치료병원’이나 ‘노출자 진료병원’이 지정·운영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132 번째 환자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이었던 강릉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사례 2 |  6월 2일 검진 차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하였던 64세 남자는 능동감시자로 관리되다가 6월 17일 

해제되었다. 이후 6월 23일 의식이 없고 늑골 골절로 인하여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E 대학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이미 능동감시가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감시 대상자였다는 이유로 E 대학병원은 겨 격리병실이 있어야 한다

고 하였고, 당시 E 대학병원에는 격리병실이 없어 E 대학병원에 후송하지 못하였다. 결국 6월 

24일 F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이후 경찰서 조사 결과 

환자는 메르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였음이 밝혀졌다.

자료    충청남도.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 2015 메르스 극복을 위한 59일의 기록. 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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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3.  132 번째 환자 치료를 위한 이송 경로와 과정

출처    이지혜. (2015. 7. 3). 음압 병상 찾아 600km… 20일 死鬪 끝 ‘생명의 빛’. 조선일보.161)

16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3/2015070300292.html 에서 2016. 2. 17 dlscnf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의 환자 치료 실제

강릉의료원에 입원환 132 번째 환자의 600km 여정

<그림 4-7-3>은 6월 11일과 13일 사이 132 번째 환자가 증상 발생 후 치료를 위하여 격리병상을 

찾아 헤매다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강원도 강릉의료원)에 입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 치료를 위하여 전원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환자는 거주 지역의 K병원에 음압 병상이 없어 삼성서울병원에 갔으나 빈 병실이 없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자택 격리를 권유하여 다시 춘천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확진 

판정이 나왔고 상태가 나빠져 거주 지역의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인 강릉의료원으로 이송

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으나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던 강릉의료

원은 중환자 치료 역량이 되지 않아 환자를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상황에서 관련법과 지침

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음압격리병상을 지정해주

어야 하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2시간이 흐른 후 서울시 보라매병원으로 이송이 결정

되었다.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 하니 구급차 준비에 또 시간이 지연되었다. 춘천시 

보건소의 구급차에는 포터블 산소 기계가 없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119에 연락하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나 동승할 의료진이 없어 또 지연되었다. 강릉의료원도 메르스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유 

인력이 없어 결국 간호 과장이 동승하였다. 

문제는 이후 또 발생하였다. 동승하였던 간호 과장이 약 10일 후 메르스 확진환자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강릉의료원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되고 코호트 격리 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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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료원은 의료진 역량 상 중증 치료가 불가능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될 시 환자를 이송해

야만 하였으나 132 번째 환자의 경우 이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4-7-3>은 132 

번째 환자의 험난했던 치료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국내 메르스 유행 시 확진환자 치

료와 지역사회 진료 체계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보여준다. 

첫째, 증상이 발생한 의심환자의 이송 체계가 지침이 마련되어 배포되었음에도 작동하지 않

은 문제, 둘째, 호흡기 감염증인 메르스를 치료해야 하므로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 병상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더불어 호흡기 내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전문의가 있어야 하나 강릉의료원

에는 해당 전문의가 없이 지정·운영되고 있었다는 문제, 셋째, 치료 중 중증으로 진행되어 환

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격리병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가 지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 넷째, 병원 내 

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이송에 동승하여 결국 감염이 되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강릉의료원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집중관리병원’이 된 문제가 그것이다.

체계적인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 필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취했던 병원 관련 조

치들이 향후에 감염병 유행 시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진료제공체계 모형 개발이 필요하

다. <그림 4-7-4>는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이루어졌던 조치들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진료제공체계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향후 관련 조직 및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논

의를 거쳐 모형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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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치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과 낙인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메르스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환자로 판명되면 격리되어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환자는 보호자와 직접 만날 수가 없었으

며 사망 시 장례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했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의 격리 해제 시점에 대한 것이었다. 80 번째 환자 재양성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감염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림 4-7-4.  감염병 유행 관련 공중보건위기 시 진료제공체계 구축(안)

유행

감염병 

관련

진료 

일상

진료 

확진환자

(중등도 이상)
3단계

(상급종합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1인실 음압격리병상 

- 전실필수 

-  중환자치료장비 구비 

-  감염관리 전담 조직 

   환자 이동 동선 분리 

- 감염내과전문의

- 호흡기내과전문의

- 중환자전문의

- 흉부외과전문의

-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  중증 감염 환자 치료

- 감염환자 격리 치료 

-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 

의심환자

확진환자(경증) 

2단계

(종합병원, 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   음압시설 또는 이동형 

   음악장비 구비 

   환자 이동 동선 분리 

- 감염내과전문의 

- 호흡기내과전문의

- 감염관리 간호사 

-  경증 감염 환자 치료

- 노출자 진료

-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 

자발적 진료

의뢰 환자 
1단계

(일차의료기관, 병원)

- 일반내과

- 가정의학과 

- 일반적 주의 조치 

- 의심 환자 보건소 신고 

만성질환자

급성기 질환자 
국민안심병원 

격리공간

-  발열 및 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  지역 내 만성질환자 

진료 

-  급성기 질환자 치료  

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한 모형임

시설 및 조직 인력 역할 및 기능대상 환자 담당 기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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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전혜원. (2015.12.21.). 메르스판 ‘가만히 있으라’. 시사 IN.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68 에서 

2016. 2.. 17. 인출.

163)  유근형. (2016. 5. 12). [메르스 1년 우리는 달라졌나] 과도한 공포증, 행동은 불감증.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Issue/List/0
3140000000009/3/03140000000009/20160512/78049025/1 에서 2016. 1. 13. 인출.

      유근형. (2016.5.12.). ‘슈퍼 전파자’ 눈총 받았던 14번 환자 “퇴원 후에도 죄책감에 대인기피증”.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Issue/List/03140000000009/3/03140000000009/20160512/78049078/1 에서 2016. 1. 13. 인출.

트라우마로 남은 메르스 치료 과정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 보호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되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자가 격리되지 않았다 하더라

도 격리 치료가 해제될 때까지는 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어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보호자들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게 될 경우, 통상적인 장례절차를 따를 수 없음에 안타까워

하였다.

“화장터에 가는데 노란 선을 그었다. 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음압실일까, 죽어서도 

음압실일까. 이중 패킹해 화장하는 상황까지 올까… 100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 왜 이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조차 가족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서 가지 못했는지.(사망 환자 보호자 

인터뷰, 시사 In)”162)

격리 치료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과 고통도 문제였으나 환자와 보호자는 ‘메르스 전파자’라는 

낙인으로 인하여서도 고통 받았으며 이는 완치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바이러스가 몸에서 빠져나간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략)…나도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비치는게 힘들었다…(중략)…사람들이 나의 병력을 알아볼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 지금도 흰색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환상처럼) 보일 때가 있다.(메르스 환자 

인터뷰, 동아일보)”163)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가 격리와 낙인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반 국

민들에게 제공하여 무분별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환자나 보호자를 ‘감염병 전파자’로 인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자가 보호자와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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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전혜원. (2015. 12. 21.). 메르스판 ‘가만히 있으라’. 시사 IN.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68 에서 

2016. 2. 17. 인출

치료 환자 격리 해제 기준 문제 대두

80 번째 환자가 퇴원 후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 상 재양성으로 판정되어 다시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하게 되고 이후 검사 결과 상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치료 환자 격리해제 기

준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다. 80 번째 환자 치료를 담당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재양성 

판정 후 10월 12일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메르스 감염력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환

자의 체내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PCR 양성반응에 대해서

는) 호흡기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발견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하였다.164)

그러나 감염력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격리해제가 되지 못

하고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메르스 재확산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취한 조

치였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환자의 격리치료 

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기

준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의견과 국내 전문가 의견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 내에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담을 수는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누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 원칙은 세워둘 수는 있을 것이다. 

  메르스 치료와 진료 관련 인력 보호 시스템 미비

국내 메르스 유행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확진환자 186명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 내 감염자로 

추정되고 의료진, 병원 직원, 구급대 등 의료기관 내 관련 인력들의 감염이 많다는 것이다(그

림 4-7-5).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높은 국내 의료 수준에 비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관리

가 미흡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적하였듯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닥터 쇼핑, 다인

실 병실, 과밀화된 응급실, 병문안 문화 등 국내의 의료 환경과 의료 이용 문화 등이 지적되었

다. 이러한 지적 외에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병원을 직장으로 두고 일하고 있는 의

료진 및 병원 직원에 대한 사전·사후 보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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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인력 보호시스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병원 내 감염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감사원,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언론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병원에 근무

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

한 공간인 동시에 의료진의 직장이기도 하므로 병원은 ‘안전한 직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

는 인력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체계는 사각지대 없이 작동될 수 있도

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4-7-5.  메르스 확진환자 특성별 분포

환자 

의료진 

보호자 

기타 

44%

17%

38%

1%

출처    대한예방의학회. (2015).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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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유행 시 노동 강도 고려한 근무시간 조정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현재 미국 국방부 소속 수석역학조사

관으로 있는 탁상우 박사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인이나 보건 분야 인력이 대응할 때는 이

들의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며 “메르스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은 미국 CDC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CDC)는 의료인들의 최대 근무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탁 박사

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파견 근무는 2주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국제적인 상황일 때

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최대 4주로 정해져 있다”며 “하루에도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매일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의료진의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한다”라고 말했다.165)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관을 

파견할 경우 환자들은 물론 의료인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 의료진에 대한 사후 지원 프로그램 필요

의협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료진의 약 

28%가 우울하고 약 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6). 그

러나 메르스 환자 접촉 후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받은 의료진은 ‘0명’으로 나타났다.165) 격리

자 또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은 이루어진 반면 극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메르스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명지병원의 경우 메르스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심리 지원을 통

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직원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167) 명지병원의 사

례와 같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병원 내에 마련되어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대응 인력 보호 체계 필요

대응 인력에 대한 보호 체계는 병원 내 직원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중앙정

부 차원에서 대응한 인력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 체계는 단순히 사후에 

165)  송수연. (2015.7.16.). 메르스 트라우마도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의료인들.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
php?newscd=2015071400029&type=에서 2016. 2. 15 인출.

166)  의협신문. (2016.2.11.). “메르스 확진병원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8559 에서 2016. 2. 15 인출.

167) 명지병원 메르스 백서 https://mers.mjh.or.kr에서 2016. 2.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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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대응 과정에서 위험에 최소한으로 노

출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 마련과 위기 발생 이전부터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

는 것까지 의미한다.

그림 4-7-6.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정신건강수준 조사 결과

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출처    의협신문. (2016. 2.11.). “메르스 확진병원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의협신문.

경도 수준 

21%

중등도 수준 

5%

증상 없음 

2%

증상 없음 

72%

결측치 

20%

중등도 수준 

5%

경도 수준 

5%

증상 없음 

72%

의료진의 우울증 수준 의료진의 PTSD 수준

메르스 훈·포상 추진현황

형 태 |  수시 훈·포상, 첫 해외유입 감염병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그 대응과정에 기여한 

특수한 공적을 치하, 사기진작 고취

규 모 |  40점, 훈장 2점(국민훈장동백장, 녹조근정훈장), 포장 3점(국민포장), 대통령표창 15점
(기관표창 1점 포함), 국무총리표창 20점

선정기준  |  ①민간 및 방역현장 중심 ②즉각대응팀 활동 등 메르스 대응기여도 ③메르스 의심환

자 등 위험노출 정도 ④언론 등서 수범 특이사례 발굴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제외

선정현황 |  여자 24명, 남자 15명, 기관 1개 / 의사·간호사 등 전문가 33명 / 민간 34명 공무원 

5명(국립대병원 교육공무원 2명 포함)

시 기 | 2016년 7월 29일 11:00-12: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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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요약

2015년 메르스 유행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확산에 의한 것으로, 국내의 높은 의료 수준 

이면에 내재한 의료전달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전달체계의 문제), 잘못

된 의료 이용 문화, 병원 내 감염 관리 체계 미흡 등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

러낸 뼈아픈 경험이었다. 아쉬운 점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겪었고 그 당시에도 고

스란히 드러났던 위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과 2009년 

이후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준비한 시설이나 지침,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

제 상황 발생 시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환자 치료와 진료 측면에서 볼 때 2009년 당

시에도 대두되었던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과 격리병상의 운영 및 관

리의 필요성이 이번 메르스 유행 시에도 똑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정부가 2015년 9월 1일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내 48개 중점 과제에는 응급실 과밀

화 해소 추진, 감염 방지 시설 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2009

년 대응 이후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중앙 차원의 개편 방

안도 중요하지만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역사회 내 진료제공체계 구축에 대한 고려 및 외부와 

단절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의심환자 진료

와 확진환자 치료에 대응하는 인력(의료진, 보건소 인력, 이송 인력 등)에 대한 사전, 사후 보

호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메르스 대응 과정 중 환

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측면의 논의를 고찰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주요 쟁점

과 함께 쟁점 극복에 필요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평상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진료제공체계가 중요하지만 감염력 높

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제공체

계가 잘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이 치료제가 없고 격리하는 것이 중요한 방

역조치인 감염병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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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유무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그 밖의 시설, 장비 준

비의 적절성, 인력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진료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중보건위기 의료기관내 감염을 두려워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진료

를 기피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 진료 부분도 체계 구축 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체계는 의료기관 간 연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

치단체와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앙 정부는 이에 

대하여 필요 시 기술 및 재정 지원 역할과 이 체계가 비상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진료 체계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조치에서 확

장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이 의

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시 환자 증세의 중증도나 감염병의 전파양식 등을 고려

하지 않고 있지만 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입

원치료(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간 진료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을 전파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메르스 환자 및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직원의 

감염이었다. 이는 환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측면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이 ‘안

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의료기관 개선에 대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직원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다. 즉 의료기관이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보호 체계

는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 

제공, 위기 대응 후 사후 지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공중보건위기 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호 체계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중앙의 대응 인력에 대해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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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제

⊙  평상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진료제공체계가 중요하지만 감염력 높은 감염

병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한 진료체공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격리병상이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는 각각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며 이 체계의 모형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  메르스 환자 및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직원의 감염이었다. 

이는 환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측면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

할 수 있을까? 또한 의료기관 인력 외에 지역사회와 중앙의 대응 인력에 대한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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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 지원과 보상

들어가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응 이후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

관에 대해 얼마나 지원 및 보상을 하느냐는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대응 이후의 적절한 지원·보상은 개인 및 의료기관, 정부 대응 

조직의 회복 속도를 촉진시키며 회복에의 탄력성을 강화시킨다. 2015년 6월 초 개인과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지원들(생계 지원, 장례 지원 등)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이 2015년 

12월 마무리되었다. 이 절에서는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8.1  사후 지원과 보상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개인 및 가족 지원 

메르스 관련 진료비 지원

메르스 감염 의심 및 확진환자, 병원 격리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 입원 일로부터 퇴원 일까지 

입원비, 치료비(격리환자 제외), 식비를 포함한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메르스 감염 유행 

초기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 비용은 무료이고 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

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메르스 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다수 언론에서 제기되었다.168) 이후 2015년 6월 9일 진료비 지원이 확정되자 언론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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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정다슬. (2015. 6. 6.). [친절한 금융이야기] 메르스, 질병일까 재해일까?.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
CD=JA21&newsid=01433366609399096&DCD=A00102&OutLnkChk=Y 에서 2016. 1. 15. 인출.

 169)  메르스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경우 치

료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원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7. 16. 정례브리핑 참조).

 170)  경기도는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증가 우려로 자가 격리자 및 경험자, 의료인 및 일반 도민을 대상

으로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의 1577-0199 핫라인을 통한 전화상담, 31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 병원 연계 

및 치료 등을 지원하였다(경기도 “도, 메르스 스트레스 ‘심리 지원 대상’ 의료진 등으로 확대”2015. 6. 24. 보도자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였다.    

 다만, 진료비 지원 확정 이후 진료비 지원 범위와 관련된 논란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우선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메르스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

었다.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메르스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메르스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

혔다(보건복지부, ’15. 7. 16. 정례브리핑).169)

그리고 진료비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관계자는 지원이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소는 현장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번 메르스 대응 시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이

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 대응 관계자들은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 과정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확인하다보니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다만 향후 공중보건위기 시 동사무소나 시·군·구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메르스 확진환자·유가족·격리자 대상 심리 지원

심리 지원과 관련하여 유가족 및 격리자 대부분은 심리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15. 6. 

18. 정례브리핑 자료). 하지만 2015년 6월 21일까지의 심리지원 대상자는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이 입원 및 

치료 당시의 경험과 본인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반응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였다고 언

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21일 이후 격리 해제자 및 완치자도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심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격리자뿐 아니라 의료인 및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다.170)

하지만 대부분의 메르스 대응 참여자들, 특히 보건 의료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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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참여자의 경우 대응 과정이 ‘스트레스 테스트’ 같았다고 회고할 만큼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은 의료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메르스 감염

의 위험이 높고, 지역 주민의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는 등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미흡하였다.  

“트라우마가 되게 심해서 누가 자기를 아는 척하는 것조차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서 누구, 누가 저한테 ‘아, 그 사람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라’ 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었는데,(병원 관계자)”

또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대응을 한 지방자치단

체 및 중앙부처의 대응 참여자들 대부분 스트레스와 불면증, 트라우마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은 거의 전무하였다.

“우리 보건소 식구들, 우리 보건소 식구들대로 또 저쪽 행정 파트들도 직접 환자분들 케어하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아요. 주민을 대변하는 스트레스, 위에서 받는 스트레스, 업무적으로도 막 엄청 스트레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지니까 서로 막 악쓰고,(시도 방역활동 관계자)”

메르스 격리자 긴급 생계 지원

초기 긴급 생계 지원이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고 제한적으로 지

원된 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가구원 중 회사(직장)를 다니는 사

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며, 가구 전체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격리자 대상 생계비 지원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메르스 첫 발병지인 경기 평택시의 경우 확진환자와 자가 격리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전체 609가구 중 21가구(3.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171)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에 

171)  김기원. (2015. 6. 9.) ‘메르스 발병’ 평택시 생계비 지원 대상 고작 21가구.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
id=NISX20150609_0013716394&cID=10803&pID=10800  에서 2016. 1. 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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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생계비 지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시·군·구에서 전화 

상담 후 미리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실시한다는 지침이 나온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사후 조사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환수 여부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이 같은 논란 이후 2015년 6월 10일부터 적용된 생계 지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사

실상 적용되지 않았다. 주 소득자가 격리 조치된 경우 이외에도 유급 병가를 받은 직장인 등

이 모두 포함되었다. 하지만 6월 13일 서울경제에서 순창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계비 무

조건 지원한다더니 소득에 따라 나중에 정산이 웬 말?” 기사가 나왔고, 이에 대한 보도해명자

료172) 를 내보내는 등 지원 조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긴급 생계 지원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한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

가 지원되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가 격리되더라도 생계 지원금은 이들 각각이 

아닌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다만, 하루만 격리되더라도 한 달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

었으며, 자가 격리 후 시설 격리로 이어져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경

우 그 다음 달 생계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생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보상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고 호소

하였다. 보상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능동감시를 받은 사람들 및 격리자였다가 해제된 사람들로

부터 자신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많았다고 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격리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

고 우려를 표하면서 생계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메르스 감염 사망자 장례 지원

메르스 감염 사망자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첫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 시신 처리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지침이 완성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유가족 및 현장 인력이 대기하는 등 현

장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례식장이 메르스 감염 사망자 또는 메르스 병동

에 있던 일반 사망자의 빈소 배정을 거부한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하는 등 적절한 법적 근거가 미

흡하여 지원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172)  보건복지부 보도해명자료. (2015. 6. 13.). 6. 13.일자 서울경제“생계비 무조건 지원한다더니 소득에 따라 나중에 정산이 웬 말?”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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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환자의 사망 시 시신의 장사 방법, 화장 시설 협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사망자 장례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14일 전북도민일보, 6월 16일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유가족이 메르스 사망자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함’, ‘메르스로 

숨진 사망자는 장례 절차도 없이 화장하는 등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15. 6. 17. 보도설명자료).173)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사망자로 인하여 유족 등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장례 관리 

지침’과 ‘시신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사망

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원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임종에 참관하거나 사망한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7월 7일까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비비 집행을 시작으로 2,500억 원 추경 예산을 활용

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격리실 급여, 특정 감염 전문 관리료, 요양 급여 비용 조기 지급 및 선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예비비 집행(21개소) 이후 손실보상을 위한 조사가 2015년 8월

부터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

며, 9월 23일부터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2,500억 원 중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 원이 

개산급174)으로 133개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

관175)에 우선 지급되었다(’15. 9. 22. 보도자료).176)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2015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추

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15. 9. 22 보도자료),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

173)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5. 6. 17.). 메르스 환자 중 사망자 장례기사 설명자료.

174)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메르스(의심)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하여 산정

175)  메르스 치료병원 27개소 총 29,830백만 원, 노출자 진료병원 18개소 총 10,361백만 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총 47,690백만 원,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20개소 총 11,350 백만 원, 발생·경유 의료기관(의원급) 54개소 총 769백만 원

17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9. 22.). 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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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2015년 10월 5일에 개최

되는 등 예정보다 손실보상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법률, 의료 전문가, 대

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에서 7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대상

과 기준 마련, 손실보상 규모 산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메르스 환자를 치료 및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233개소(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에 총 1,781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21개소 대상으로 집행 완료된 예비비 외에 추가 경정 예산이 

최종 2,500억 원 규모로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제출한 직·

간접 손실액보다 낮은 범위의 지원 액수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다수 제기되었다. 2015년 7

월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집계한 직·간접 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 추정치가 

4,100억 원을 초과하고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조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근거 자

료 등을 제시하며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추경 예산이 ‘의료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속이 빈 강정’과도 같다고 비판하는 성명서177)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향후 의료기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마주하게 될 직·간접 손실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과연 의료기관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었다. 

소결  

  요약

이 절에서는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원 대상의 범위나 예산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만족할 만

한 수준의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

다. 또한 향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177)  “메르스 관련 추경 예산 2500억 원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전사처럼 목숨 걸고 희생한 의료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대한

의사협회 성명서,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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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과 향후 과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적절한 지원·보상은 개인 및 의료기관, 정부 대응 조직의 회복 속도

와 회복에의 탄력성을 강화시킨다. 메르스 감염 유행에의 대응 이후 이루어진 지원과 보상이 

회복 속도를 촉진시키고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초기에는 메르스 감염 유행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 6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는 우호적이다. 메르스 감염 유행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 조치를 

당한 개인 및 가족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사회적 호혜성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다만, 이번에 제공된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격리 및 입원 조치를 받은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 지원 이외에 돌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자원 등 유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이번 지원과 보상에서는 실제 메르스 감염 유행에 대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였다.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

의 위험 등을 대응과정 내내 경험하면서 대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

은 우려스럽다. 분명 대응 과정에서 과오가 있긴 하지만 대응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상 또한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과 보상없이 대응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회복에의 탄력성이 강화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문(自問)해봐야 한다. 감염병에 실제로 대응하는 것은 이들인

데,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보상 없이 책임만 묻게되면 향후 정부, 의료기관, 지방자치단

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지만, 향후 정부관계

자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일상적인 대응 혹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

여 대응 참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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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메르스 감염 유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과 관련하여 보상의 충분성, 보상 시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란이 있었다. 2015년 12

월 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보상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것

이 전반적인 의료계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보상 없이 향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다수의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이 조항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의 주제

⊙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따라준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 호혜성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개인과 가족의 

격리 및 입원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근로, 생계 등의 다양한 어려움 및 욕구들에 대해 통

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  실제 메르스 대응에 참여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및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의 위험 등을 경험하면서 대응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없이 책임만 묻게 되는 상황에서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  메르스 감염 유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보상 수준이 낮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요구와 정부의 재정적 부담능력 간에는 

일정 수준의 괴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손실

보상 수준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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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와 후속 조치

들어가며

감염병 유행이 종료된 이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

상적 절차이지만 메르스 유행에서는 적극 대응 단계가 시작되면서 평가와 후속조치 작업이 병

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2015 메르스 백서」에 적극 대응 단계 이후 일어난 중요한 조치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 중동호

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신종감염

병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방역체계의 개

편 방향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검토한 내용 

자체에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논의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개정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도는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 2009년에 전

부 개정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78)

1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6. 3. 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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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5장 고위험 병원체, 제6장 예방 접종에 대한 내용은 요약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 이루

어진 주요 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 포함되지 않았다.

180)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 내에

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1)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사망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5년 6월 초 메르스 감염 유행을 통해 드러난 신종감염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 합의’에 따라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

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7월 6일과 12월 29일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메르스 

감염과 관련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은 <표 4-9-1>과 같다.1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더불어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조치를(제43조제2항), 「의료법」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제47조제2항18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제23

조제2항181))를 명시한 조항이 개정·신설되었다. 또한 「검역법」에서는 검역 감염병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추가(제2조), 오염 인근 지역의 관리(제5조제2항), 검역 조치(제15조), 출입국의 금지 또

는 정지요청(제24조), 검역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9조제2항)등의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그 외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등이 개정되었다.

 법률 개정이 갖는 의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감염병 지정 탄력성이 강화되어 비록 국내

에 아직 유입이 되지 않은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을 제 4군 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선언적이긴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역시 강화되었다.  

이번 메르스 감염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역학조사 관련하여, 방역관·역학조사

관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유사시 해당 지역의 현장지휘와 통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국 기록, 환자 동선 파악 등 환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신속한 대응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관계 기관 협조 근

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의 치료 및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기초하여 충분한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원 설립과 감염

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우려자를 통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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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리할 수 있는 강제격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의 거짓 진술 등 감염병 

방역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182) 다만, 격리 기간 동안 

경제 활동 불가로 인한 격리자 및 입원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유급 휴가, 치료비, 생

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할 근거 역시 마

련되었다. 또한 사망자 장례 지원과 관련해서도 감염병 시신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방역 업무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관련 조항

신종감염병 지정 
•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감염병 포함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정의 추가

제2조

권리

·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추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질병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 

공유·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정보 공유 

제4조

의료인

(기관)

•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
의 진단 및 치료로 인한 피해 보상

• 감염병 환자 진단·관리·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 

제5조

•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 감염병표본감시기관에  
신고 의무 부여

•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보건소장에 신고(제1~제4군),  
7일 이내 보고(제5군 및 지정 감염병)

•관련 벌칙 조항 있음

제11조*

국민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 공개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받을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요비용 부담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활동 적극 협조 

제6조

• 일반 가정의 세대주, 지역사회 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
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의 이상 경보 발령 후, 의료인에게  
거짓진술 금지

•관련 벌칙 조항 있음

제12조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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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및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의료기관 종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공유 방안 

제7조

감염병 병원

•기능 :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혹은 지정·운영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설립 혹은 지정·운영 예산 지원

제8조제2항*

감염병관리

위원회 구성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혹은 위촉 대상에 감염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추가
제10조*

감염

병 

감시 

및 

역학

조사

감염병 표본 

감시 등

•감염병 발생 감시를 게을리하는 표본 감시 기관 지정 취소 가능 

• 감염병 발생 혹은 유행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정보  

제공 요구 가능

제16조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능
제17조

역학조사

•역학조사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회피하는 행위, 짓 진술과  

자료제출, 고의적 사실 누락 은폐 행위 금지

•의료기관 등의 역학조사 요청 

•역학조사 인력 양성: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 역학조사 필요 자료 제출- 관계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단체 등 

•관련 벌칙 조항 있음

제18조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시신의

장사 방법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가능

•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 필요성 및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설명

•화장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협조 요청 

•관련 벌칙 조항 있음

제20조제2항*

감염

전파

의 

차단

조치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강화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에 따른 정기적 훈련 실시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제34조
제34조제2항

감염병 관리

기관 지정, 

설치, 평가

•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시설 설치 의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설치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긴급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 지시 가능

• 정기적 평가,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 가능

•관련 벌칙 조항 있음(감염병 관리시설 관련)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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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전파

의 

차단

조치

사업주 

협조 의무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가 

부여

•국가의 비용 지원 가능

제41조제2항*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감염병 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한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

나 진찰 받도록 규정. 이 때 공무원 권한 증명하는 증표 제시 의무

•관할경찰서장 협조 요청

•조사 거부자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 치료, 입원 가능

•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시 격리 조치 즉시 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 거부자는  

구제 청구 가능

•거부자를 치료, 입원시킨 경우 보호자에게 사실 통보

제42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구체적 제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추가

제47조

예방

조치
예방 조치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휴업 또는 휴교, 휴원 명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제50조

인력

방역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를 담당하

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시 시·군·구에 방

역관 배치 가능

• 방역관은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물건 등의 폐기,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 배치 등 감염병  

발생 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가짐

• 감염병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

•관련 벌칙 조항 있음

제60조

역학조사관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배치

• 역학조사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

• 감염병 발생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장, 보건소장 등은 역학

조사관 조치에 협조 

•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 비용 등 지원 

가능

제60조제2항

한시적 

종사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에서 방역 업무 종사를  

명할 수 있음

• 한시적 기간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임명하여 관련 업무 수행하게 함

• 한시적 종사명령 받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

으로 임용으로 봄

제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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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와 

보상

특별자치도

시·군·구 

부담 경비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이 지정·설치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운영 경비 

•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보장 수준 지원

• 특별자치도·시·군·구 실시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가 의사 배치 및 의료인 등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 치료비 또는 조제료

제64조*

시도 

부담 경비

• 시도지사가 지정, 설치한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경비

• 내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교통차단 등으로 생업 어려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거  

최저 보장 수준 지원

• 시도지사가 의사 배치 및 의료인 등 동원에 드는 수당, 치료비  

또는 조제료

제65조*

국가 

부담 경비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  

표본감시 활동 등에 드는 경비 

• 시신 해부, 시신 장사 등과 관련된 경비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

•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국가가 의료인 등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 치료비 또는 조제료

•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드는 수당 등 경비

제67조※

손실보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손실이 발생했거나 확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가능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외 재정 지원 가능

제70조*

제70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0조제4항*

자료

및 

정보 

제공 

자료 및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 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 

단체·개인에 대해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자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 정

보 사업자와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 요청가능. 

• 수집된 정보는 관련 단체에 제공가능하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함

• 감염병 관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정보사용 불가능하며,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벌칙 조항 있음(정보제공요청 조항 관련)

제74조제2항
제76조제2항

주  * 표시가 된 조항은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조항은 2015년 7월 6일에 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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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조항들이 개정되었지만 책임 주체의 모호성, 실질적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개정된 법률에서는 책임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방역체계가 중앙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예산 및 

자원 확보 등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메르스 유행 대응 과정에서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 및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권한

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 및 권한에 

대한 조항들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역학조사관 등의 방역 인력 확보가 실

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의료인 대상 한시적 종사 명령 규정에 대해서 자

발적 참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을 ‘징발’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강제 처분, 즉 강제 진찰 및 입원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강제 조치 권한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치가 허용되는 사유, 강제 조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및 

상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보충성의 원칙, 이익 비례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천현, 2015).

또한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처벌 조치들이 강화된 것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국민의 협조를 위해서는 실질적 보상,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

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역학조사관에 의한 역학조사 협력 의무대상이 ‘누구든지’라고 규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 등과 관련하여 과잉 형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이천현, 2015).

마지막으로 이번 법률 개정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충원, 개인 및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의가 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

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

산 확보는 “선제적 투자”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대한 대비” 라고 언급하였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을 위해 군대는 갖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간과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정책 우선순위에 거꾸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기 때문에 더 대비를 

더 잘해야 하는데…(보건복지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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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메르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중

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9차례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의 역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인프라,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 이용 문화의 문제에 이르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표 4-9-2).   

국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는 9차 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7조2에 따라 감사원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은 

정부 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을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

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분 내용

국가 방역

체계의

역량 부족

방역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

•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의 ‘2m, 1시간’이라는 소극적, 기계적 지침 적용

• 감염자가 움직이지 않고 병실에만 머물렀을 것이라는 잘못된 환자상태 

파악으로 초기 역학조사 실패, 다수의 감염자가 역학조사에서 누락 

• 음압 병실에 격리, 음압 실험실에서의 PCR 검사는 모두 공기 감염을 전

제로 한 것인데, 정부는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대

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음

• 메르스 잠복 기간 관련 혼선, 잠복 기간 14일의 객관성·합리성 부족

• 메르스가 중동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하였는데, 중요 동향이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정보 공개

지연

•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의 주요인이 정부의 ‘비밀주의’에 입각한 정보 

공개 지연

통제 기관의 

혼선

• 6개의 통제 기관이 설치되어 혼란 가중

•국민안전처의 역할 미흡

•부처 간 칸막이로 재난 대응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족  

•위기 경보 단계와 실제 대응이 서로 달라 방역 대책에 혼선

정부-지방

자치단체-

의료기관간 

혐력 체계

구축 미흡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등 의견 교환 부족

•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수시로 통보·보고 받아야 함

에도 메르스 발생 14일 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

• 보건복지부-서울시-강남구 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견

•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발생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을 위임

표 4-9-2.  국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지적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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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등 

부실

• 환자·의심자가 격리 중에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문제 

• 자가격리자 이동 제한 등 밀착 점검·관리 미흡

• 메르스 진단시약을 초기에는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만 사용

감염 예방 

관리

인프라

취약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

본부 감염 

예방 관리 

인프라 취약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련 위상 제고 필요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련 인프라 미흡

• 감염병 관련 국제협력 인프라 취약

의료기관 등 

감염병

인프라 부족

• 공공병원의 감염 관련 전문의, 간호 인력 등 공공의료인력 부족, 음압 

시설 부족 

• 감염병 대량 발생 등 위기 상황 시 평상 시 의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인력 풀 부족

• 감염성질환/비감염성질환을 구분하는 병원 내 동선 미흡

감염병 

예방 관리

매뉴얼 부실

• 전염병 확산시기에 대비한 부처별 세부 매뉴얼 미흡

• 메르스 사태 관련, 법적으로 ‘주의’단계로 고정하고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로 대응 혼란 가중

•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코호트 격리가 없다고 하는데, 2011년도 질병관리

본부의 ‘사스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상 격리 병원 운영 방안’을 

보면,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명시  

• 환자 방문 가능 병원 지침 부재

의료 전달 

체계 ·

의료 이용 

문화의

문제

의료기관

감염

• 병원감염 문제

• 의료진 감염 대비

• 건양대병원 의료진의 경우 심폐소생 중 감염, 방호복 레벨 D 착용의 문제점

• 우리나라 병원의 거대 다인실은 감염에 취약한 구조

• 보호장구 착용법에 대하여 6월 30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한 것은 확진

환자 발생 1개월 지난 후 교육으로 무사 안일한 대처임. 

의료 이용

문화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국의 특수한 의료 문화를 지적함. 

• 한국의 의료 문화(간병, 병문안)가 메르스 확산의 주원인이라는 지적

자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2015).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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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중동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는 바이러스와 감염병의 확산을 막

는‘방역도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7월 「국가 감염병 관

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제언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요 정책제언은 다

음과 같다. 

■ �첫째, 정부는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

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립할 것.

■ �둘째,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사스(SARS), 신종인플로엔자 등 과거 신종

감염병의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된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셋째, 정부는 범정부적인 ‘방역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재 ‘관심-위기-경계-심

각’ 4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개편하여 감염병의 특성과 발생 수준에 따라 세부

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을 실시할 것.  

■ �넷째, 정부는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경우 확산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진료

중단과 같은 감염병 확산 우려 시에는 병동 폐쇄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취할 것.

■ �다섯째, 정부는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보건소

에 인력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며,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할 것.  

■ �여섯째, 정부는 병원 내 감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병원 내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 분리, 응급실 및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

을 마련하며, 의료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것.

■ �일곱째, 병원과 의원의 외래와 입원 기능이 혼재되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의료전달체

계를 개선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적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

■ �여덟째,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및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

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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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15. 10. 8.).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https://www.ccej.or.kr/index.php?document_
srl=1141143.에서 2015. 1. 15. 인출.

 국회 「중동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감염 유행에 대한 

대응 전반을 검토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개선안을 논의하는 場(장)이 마련되었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국회 차원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평가와 감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15. 9. 10.)에서도 이루어졌

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초점을 두어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과 역학조

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됨

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는 ‘졸속 국감’ 혹은 ‘국민을 

기만한 국감’이라고 비판하였다.183)

9.3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가 2016년 1월에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 대책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9건〔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을 지적하였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1) 사전 대비와 읍압 격리병상 활용 문제, 2) 초동 대응: 환자 발견

과 초동 역학조사의 문제, 3)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및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에 대한 

문제, 4)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5) 재

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표 4-9-3>. 

감사원은 사전 대비에 대해서는 연구와 메르스 관리 지침 제정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으

며 특히 외국 사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하지 못했고 관리 지침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을 지적하였다. 초동 대응에서는 첫 환자에 대한 일상접촉자 관리에 소홀했고 처음 역학조사를 

수행한 다음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3 번째 환자는 

비말 감염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감염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환기구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을 수행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 혹은 경유한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것이 메르스 유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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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3.  감사 결과 요약

구분 감사내용

사전 대비와 읍압 격리병상 

활용 문제

•사전 연구 및 지침 제정

•검역과 의심환자 신고 안내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예산 집행 및 관리

•지역별 거점 병원 활용 및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초동 대응: 환자 발견과

초동 역학조사의 문제

•최초 환자 검사 지체

•최초 환자 등에 대한 초동 역학조사 부실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체계 부적정

•10 번째 환자등 역학조사 시 밀접접촉자 파악 부적정

•메르스 추가 감염 발생 여부 확인 소홀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에 대한 지도 부적정

•메르스 검사 안내 부적정

•감염병 관련 격리자 정보 공유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및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에 대한 문제

•의료기관 정보 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메르스 확진환자 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1 번째 환자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업무 부적정

•14 번째 환자 접촉자 파악 및 관리 업무 부적정

•의료기관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행위 관리 감독 부적정

•메르스 환자 이송 및 감염병 관리시설 지원 부적정

•감염원 결정 등 역학조사 업무 부적정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 방역체계 개편 방안 점검

•감염병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 경보 단계 판단 기준 불합리

•메르스 대응 지침 중 대응 방법 부적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이행 관리 부적정

•감염병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및 평가 부적정

•의료기관 감염병 대비 교육 훈련 부적정

•의료기관 인증 제도 운영 부적정

•감염병 예방 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부적정

•메르스 실험실 진단 체계 운영 부적정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지역 거점 검사센터 운영

자료  감사원(2016). 감사결과보고서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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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였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에 대한 조치 및 14 번째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14 번째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 후 

2일이 지나서 제출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하였다.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

는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정규직 확보 및 역학조사관 정규직화 문제가 제대로 협의

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 실행 계획의 부실한 문제 역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병원 내 감염에 대한 교육 훈

련,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의료기관인증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방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였으

며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대응 과정 문제와 세밀한 사항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르스 사전 대비 업무,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초동 역학조

사 업무 및 병원명 공개 등 방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선적

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미시적 원인에 집중하여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숨겼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184). 또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중징계를 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했던 실무자들이 중징계 대상이 된 것

에 대해서 직원들이 허탈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185)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에서

는 ‘메르스 사태 징계 요청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과오와 공헌

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가 필요하며 제도와 환경의 한계를 전부 개인적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항목은 당시에는 불확실했던 것이지

만 유행이 끝나고 나야 뚜렷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86)

184)  시민건강증진연구소(http://health.re.kr). 주간 서리풀 논평. (2016. 1. 18.) http://health.re.kr/?p=2704 2016. 3. 29 인출.

185)  김예나. (2015. 1. 14.). "밤낮없이 일했는데"…메르스 감사 결과에 복지부 '허탈'.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170800017.HTML 에서 2016. 2. 29. 인출.

186)  사후 과잉 확신 편향(Hindsight Bias) : 어떤 사건 발생 후 사람들이 실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줄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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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백서출간 열풍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이후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를 모두 합해도 4

종의 백서만 출간되었다. 메르스 유행에서는 「2015 메르스 백서」를 제외하고 총 31종의 백서

가 출간되었다. 메르스 백서를 출간했거나 출간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교육부(출간 예정), 대

한적십자사, 광역 지방자치단체 8개소, 기초 지방자치단체 12개소, 병원 5개소, 대한의사협

회·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시민사회단체 2개소이다. 

신종인플루엔자와 비교하면 메르스 유행 후 백서출간 러시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

체와 병원에서 25개의 백서가 출간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

관 입장에서 메르스 유행을 통제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컸음을 반

증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백서에서 대응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아니

라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이들 내용 중 일부는 「2015 메르스 백서」에 반영되기도 하였

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출간한 백서에서

도 메르스 유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출간한 백서

에 포함된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에 참여한 많은 관계단체와 

기관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9.5  국가방역체계 개편 

  국가방역체계 발전 방향

메르스를 경험한 국민들은 국가방역체계에 상당한 허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콜레라나 이질과 같은 감염병은 식수, 위생과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정복되었

으며, 세균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신종감염병은 발생 시기나 전파경로, 감염력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방 혹은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역학조사, 격리, 검역 등과 같

은 전통적 공중보건학적 조치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방역체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문제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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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게 되었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고 깨달은 교훈을 잊지 말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첫째, 우수한 감염병 전문 인력이 없으면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미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 �둘째, 국가 감염병 관리기구인 질병관리본부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방역조치에 필요한 행정력을 같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조직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 방역조직은 지역사회 

의료체계 및 관련 자원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해야 하는데,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상호 간에 엇박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다섯째,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비가 부족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감염병은 공익

성이 큰 영역이므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 �여섯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국민의 역할도 크다. 국민이 해외여행을 포함한 일상

생활과 의료이용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염병 전파위험을 줄이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은 감염병 관리에서 핵심역할

을 수행하는 3대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의료기관 역량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협력체계, 중앙정부의 의료기관 지원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간의 파트너쉽 부

족도 개선되어야 한다(그림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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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과정에 참여한 정부관계자들에게 ‘신종감염병 대응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중점

과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관계자들이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과제 중 가

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16.8%)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역 통제 기관 재

설계(14.0%),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기능 강화(12.4%) 및 위기소통 강화(10.2%) 등도 중요도가 

높은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중간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대응 과제는  즉각대응팀 구성 운영

(9.8%), 신종감염병 국제적 감시 체계(9.6%), 지방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7.6%), 격리자 관리

(7.0%), 긴급 상황실 운영(5.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염병 전문 치료 체계 구축(3.2%), 

격리병상 확충(2.0%), 연구개발 강화(1.8%)는 추진과제 중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9-1.  감염병 관리체계 주요 3대 주체의 문제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중앙정부와
협력대응 미흡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지원과 파트너쉽 부족 

•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 불명확

•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 부족 

1. 감염병 관련 정책, 법률과 정치

2. 질병관리본부 인력과 위기대응 역량 취약

3.  신종감염병에 대한 과학지식 부족과 후진적 
역학조사체계

4.  감염병 감시체계 미흡, 격리병상 등 자원    
운영 및 관리, 정보체계 부족

5. 방역조직체계와 상황실 운영 미흡 

1. 감염병 관리 조직과 인력, 역량 부족

2. 공중보건위기 수준에 따른 대응계획 부족

3.  역학조사 등에 대한 감염병관리 전문성과  
기술 및 지원 부족 

4.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업무 대응역량 부족 

5. 감염병 환자 의뢰 및 이송체계 구축 미흡 

1.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부족 

2.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 준비성 부족 

3.  감염병 환자 진료시설(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구조 등) 및 진료체계 구축 미흡 

4.  국공립병원의 감염병 환자 진료역량 부족 

• 병원감염과 급증대응역량 준비에 
필요한 지원 부족 

• 병원감염 규제와 관리 미흡  

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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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2.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중점 과제

자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설문 대상자가 생각하는 중점 과제를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개요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과 조기 유행 종료가 가능한 즉

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신종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한 진단, 격리 및 전문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넷째,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이다. 

신종감염병 국제감시 체계 구축

24시간 감염병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즉각대응팀 구성 및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격리시설 사전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방역 컨트롤타워 재설계

지방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기소통 역량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기능 강화

격리병상확충

9.6

5.8

9.8

16.8

1.8

3.2

7.0

14.0

7.6

10.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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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48개 추진 과제를 ①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인력 충원과 

정규직 확대, 조직 개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②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③ 공중

보건당국의 방역업무 개선, ④ 병원 시설과 감염 관리 역량 개선으로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은 <

표 4-9-4>과 같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과제는 공중보건당국의 방역 업무 개선

을 위한 검역과 초기 대응, 진단과 실험, 치료 자원, 정보시스템 등이며, 상대적으로 질병관리본

부 자체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병원감염 관리 역량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크지 않다. 

표 4-9-4.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개요*

질병관리본부 

역량강화 

(인력, 훈련, 

조직개선)

인력충원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1-2-1) 검역인력 확충: 188명 (실제 충원 15명)  

(2-3-1) 역학조사관 30명 확보 예정:  전문임기제 

(2-3-2)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방역직 신설 및 인센티브 제공 

(4-2)  방역직렬 인센티브  부여

(4-4-1) 위기소통담당관 채용 

6.61억원 

(1-1-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파견 

(1-1-4)  해외전문기관 및 협력국가 인적교류: 세계보건기구

(WHO)서태평양사무처 고용휴직 

(2-2-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 

(2-3-3)  전문교육훈련프로그램: 역학조사관 양성프로그램 

(예산: 4.51억원) 

(2-1-3) 매뉴얼 개발 및 훈련(예산: 1.6억원) 

(4-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직원대상 교육 

및 실전훈련 

조직  

(1-1-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부서 신설(위기분석국제협력과)

(2-1-1) 긴급상황실 조직신설 
(2-1-2) 긴급상황실 운영: 정규직제 확보 

(2-2-1) 즉각대응팀 구성 및 운영 

(4-4-1)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및 대응·협력체계

(4-1)  방역 컨트롤 타워 재설계(방역조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지원) 

(4-2) 중앙-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지휘 통제권 확립 

(4-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질병관리본부

장·차관급, 인사예산권 자율성 

(3-3-3)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5-1-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의료체계 도입

(5-3-1)  중앙의료관련감염관리지원단 설치, (예산: 중앙 30억, 

5개권역별 2억)

(5-4-1)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진료협력 활성화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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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개선과제

신종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1-1-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참여 

(1-1-2) 신종감염병 위기분석보고서(감염병관리과)

291.5억원 

검역

(1-2-1)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검역(검역인력확충) 

(1-2-2) 위험국가 입국자 모니터링실시(스마트검역) 

(1-2-3) 출국자 대상 예방검역(SNS 문자)(예산 17.39억원)

(1-2-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5.1억원) 

(1-3-1)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실 확충(예산: 50억원)

(1-3-2) 4개 공항 부속진단검사실 설치(예산: 15억원) 

초기대응
(2-1-1) 긴급상황실 운영(예산: 200억원)

(2-2-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 현장출동(차량구입비 4억원)

진단과

실험, 치료

자원

(3-1-1) 감염병진단실험인프라 확충(예산: 47.9억원)

(3-1-2) 신속진단 제도 정비 

(3-1-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조입 제도 정비 

(3-2-1) 격리시설 지정의무화 

(3-3-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예산: 294억원)

(3-3-2) 음압병설 설치 의무화  

(3-3-3) 전문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

(3-3-4) 대응자원의 비축, 비분 체계화(예산: 1억원) 

342.9억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

공개

(3-2-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118.3억원) 

(4-4-2) 감염병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118.3억원

신종감염병  R&D

(3-4-1)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백신, 치료제 연구강화 

(예산: 150억원) 

(3-4-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ICT 기술활용(예산: 16.8억원) 

(3-4-3)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예산: 25.09억원) 

19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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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역량강화 및  

개선과제 

병원 내

진료체계와 

이용문화, 

평가 및

보상체계 

(5-1-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의료체계 도입: 특수구급차

(예산: 263억원)

(5-1-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5-2-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예산:1.6억원)

(5-3-5)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연계 

(5-4-2) 병문안 등 면회문화개선 

 264.6억원

+알파

(건강보험 

수가반영)  

병원시설

개선 및

관리  

(5-2-1)  1,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확대유도 

(예산: 건보수가 인상) 

(5-2-2) 4인실 입원실 확대 및 입원실 환경 개선 

(5-1-2)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관리 강화

(5-3-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 상급종합 격리병실 설치 등  

(건강보험 

수가반영) 

병원감염

관리 인적

자원

(5-3-1)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인력요건 강화: 150병상 확대, 

감염관리수가 신설,

(5-3-3)  병원감염실태조사 신설 및 교육훈련 자문지원 

(예산: 10억원) 

(5-3-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활성화: (감염통합진료 수가 

신설) 

(5-3-6)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의료인보호관련 치료 

재료 보험수가 신설)

10억원

+알파

(건강보험 

수가반영) 

* 일부 과제는 2개 이상 분야에 중복해서 포함시킴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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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5.  질병관리본부 인력 현황

구   분
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공

무

원

계 736 658 △78 221 196 △25 151 143 △8 364 319 △45

정무직 1 1 - 1 1 - - - - - - -

연구직 199 184 △15 70 64 △6 125 119 △6 4 1 △3

일반직 506 455 △51 120 113 △7 26 24 △2 360 318 △42

전문임기제 30 18 △12 30 18 △12 - - - - - -

비

공

무

원

계 633 281 349 3

무기 계약직 7 3 1 3

전문연구원 57 25 32 -

일반연구원 569 253 316 -

나급 77 43 34 -

가급 492 210 282 -

주요 검토사항

①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 자체 정원은 공무원 221명, 비공무원(무기

계약직, 전문연구원, 일반연구원) 281명으로, 비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이며, 국립보

건원과 질병관리본부를 합치면 전체 정원은 1,002명에 비공무원의 비중은 62.9%이다 

(표 4-9-5).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비정규직 비중을 60.4%로 제시하

였으며, 과도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고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제시되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내부 자료(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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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와 관련된 추진 과제는 전문 인력 충원과 정규직 확대, 업무 능력 제

고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신종감염병 방역 업무에 필요한 조직 신설 등과 함께 질병관리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및 인사권과 예산권 강화가 있다. 이 같은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 현

재 역학조사관과 검역관에 대한 충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긴급상황센터, 위기소통담당관 

등이 신설되었고,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 교육과 실전훈련 등을 의무화 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은 메르스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를 경험한 이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책임감 있는 공

중보건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문 인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면서 감염병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위상을 가져야 한다. 질

병관리본부 역량 강화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국가 감염병관리기구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

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해서 정립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질

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방자

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질병관리

청으로 독립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2016, p. 210).187) 

■ �둘째,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조직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즉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체계, 인력규모, 비정규직 비중 문제,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

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감염병 관리기구의 역할과 인력 규모와 구성, 조직 

구조 등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과 관련 직간접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중보건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감염병 관련 인력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을 담

당하는 부서와 직위를 만들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중장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87)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2016). 메르스 백서.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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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진료제공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시 초기에 신속하게 감염원 및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

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여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메르스 유행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수

의 격리병상만큼 격리병상의 적절한 동원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내에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개편방안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할 사

항들이 남아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

관리본부)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 시·군·

구에서 현장 대응,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의 기술 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 개편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시도별로 역학조사단

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역학조사단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결과 평가 등을 통하여 협력하고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일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

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염병 분류 체계(1~5군)를 위험

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중앙-시도-시·군·구의 대응 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

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편방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과 상호 관계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둘째, 지역사회에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대응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동

시에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

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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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료기

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섯째, 지역사회 내에도 감염병 위기와 자원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작동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

이다. 따라서 공중보건 위기 시 지방자치단체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업

무의 혼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기능 및 책임 

등을 구체화하고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방역 조치의 지연을 방지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장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 내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양적 확대 및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역 감염병관리본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188) 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 지속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 공중보건청(가칭)’과 같은 공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지역 감염병 관리조직이 공중보건 위기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인력이 

필요한 동시에 이들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현장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

찰, 구급대원과 같은 유관 인력도 훈련에 정기적으로 함께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교육청, 소방본부, 경찰청 

등과 같은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메르스 유행과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에 즉각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감

염병 대응 훈련을 함께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감시체계와 별개로 지역사회에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의 감

염병 위기 정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격리병상과 격리시설, 보호 장구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체계가 지방자치

단체에도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중앙의 감시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되어

야 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88)  2016년 4월 기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전북, 제주 및 부산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역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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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서는 감염병 전문 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격리병상의 양

적인 확대와 전문치료병원 지정제도 마련,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의료체계 도입, 의료기

관 간 의뢰회송 진료협력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향

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정부는 음압격리병상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 병상 시설의 

질과 해당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음압격리병상 

활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둘째, 격리병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진료제

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내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모형을 개발하

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셋째, 신종감염병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일상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하

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

여야 한다.

■ ��넷째, 의료기관들이 위기 발생 시 보유한 격리병상 활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상 방법과 수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격리병상은 필수적이지만 무조건적 양적 확대

는 비효율적이므로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

하여 예산을 지원한 격리병상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질 관리는 시설 측면에서도 이루어

져야 하고, 치료 역량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격리병상의 기능은 의심환자를 격리

하여 검사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더불어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의료진이 함께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환자 전문의나 흉부외과 전문의 등, 중증 감염병 치료 시에 필요한 의료진이 모든 

격리병상에 배치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의료진 구성은 각 격리병상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

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격리병상이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

느냐에 따라 의료진 구성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격리병상의 질적 수준, 필요 격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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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모 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격리병상의 확대와 관리만큼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

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위기 시 적절한 격리병상 활용을 위하여 감염병 전파 양상과 감염병의 중증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환자 의뢰 및 이송 체계와 진료제공체계 구축이 지역사회 내에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 시 지역 간 환자 이송과 격리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간 협

력 체계가 구축 되어야 하며, 일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환자 진료체계구축과 

더불어 감염병이 아닌 일상 환자에 관한 대책도 감염병 진료제공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격리병상과 진료제공체계가 신종감염병 위기 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격리병상 운영 의료기관 및 진료제공체계에 관련된 의료기관이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에 

투입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신종감염병 대비 지역사회 대응체계 모형 개발(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는 결국 지역사회의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체

계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위기 시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모형의 개발로 이

어져야 하며, 이것이 향후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9-3>은 지금까지 백서에서 관련

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본 「신종감염병 대비 지역사회 대응체계 모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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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3.  신종감염병 대비 지역사회 대응체계 모형(안)

유행

감염병 

관련

진료 

일상

진료 

예방 

관리  

방역과 

감시 

시설 및 조직 인력 기능 및 역할 대상 환자 

확진환자

(중등도 이상)
3단계

(상급종합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1인실 음압격리병상 

- 전실필수 

-  중환자치료장비 구비 

-  감염관리 전담 조직 

   환자 이동 동선 분리 

- 감염내과전문의

- 호흡기내과전문의

- 중환자전문의

- 흉부외과전문의

-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  중증 감염 환자 치료

- 감염환자 격리 치료 

-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 

의심환자

확진환자(경증) 

2단계

(종합병원, 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지역거점병원)

격리병상

-   음압시설 또는 이동형 

   음악장비 구비 

   환자 이동 동선 분리 

- 감염내과전문의 

- 호흡기내과전문의

- 감염관리 간호사 

-  경증 감염 환자 치료

- 노출자 진료

-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 

자발적 진료

의뢰 환자 
1단계

(일차의료기관, 병원)

- 일반내과

- 가정의학과 

- 일반적 주의 조치 

- 의심 환자 보건소 신고 

만성질환자

급성기 질환자 
국민안심병원 

격리공간

-  발열 및 호흡기 환자  

선별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   지역 내 만성질환자

   진료 

-  급성기 질환자 치료  

지역사회

주민 전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선별진료소

지역 감염병관리본부

감염관리 전담부서

비상대책 부서 

- 의사, 간호사

- 방역 전담인력  

- 지역사회 전파 예방

- 정보 제공 및 홍보

- 접촉자 관리와 이송

지역사회

주민 전체

지역사회 방역당국

의료기관

유관기관

(소방본부, 경찰청 등)

감염관리 전담부서

감염관리 지원 조직 

- 의사, 간호사

- 방역 전담인력

- 감염병 전문가 

- 지역사회 전파 예방

- 정보 제공 및 홍보

-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감시  

담당 기관/자격  

주.    「2015 메르스 백서」 연구팀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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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개선 과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병원의 감염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염관리실을 설치 및 감염내과 의사와 협력

진료를 장려하는 과제가 있다. 즉 150병상 이상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실 수가 신

설, 감염전문의사의 협력진료를 위한 감염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

다. 다음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는 병원 내부 진료체계 개선에 대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응급실 진료체계 관련해서는 감염병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 설치, 권역응급센

터 이송, 보호자 출입 통제 등이 있다. 또한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개편하여 병원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안전 부문을 의무평가

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의 감염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강

화, 병원의 시설 개선, 감염관리 평가체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매

우 바람직한 일이나 국내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문제가 있어 위에서 제시된 과제

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정부와 의료기관 모두 의료관련감염(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189)이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필요한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둘째,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염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00~150병상 당 감염관

리사 1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병원의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

보와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감염관련 병원 시설 개선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넷째, 국내 병원이 감염관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결합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일차의료의사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차의료의사가 환자진료에서 여행력을 

확인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189)  의료관련감염은 입원 뿐 아니라 외래 진료를 포함하여 의료와 관련된 모든 감염을 말하며 병원 근무자 또는 병원출입자가 걸린 

감염도 포함한다. 병원감염은 주로 입원하여 생긴 감염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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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담당 조직(의료기관 감염관리국)신설하여 의료기관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의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정부는 국내 감염병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①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② 메르스 연

구자원 DB화, ICT 기술 활용, ③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를 국가방역체계개

편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부처 감염병 R&D 공동 기획을 추진하고, 

임상정보를 일관된 표준기반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한 표준임상정보 관리시스템 개발과 실물

검체자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

한 전문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연구는 1) 역학조사, 감시와 공중보건 분야, 2) 진단과 검사 분야, 3) 

임상 분야, 4)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에서 위와 같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

제 연구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자 계획, 관련 기관과 부처 간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 또한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연구개발 강화 계획 외에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순

간부터 모든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복기, 이차발생률, 전파경로,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분석하고, 원인균에 대한 특성 분석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시부터 적극적으로 검체 및 임상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역학, 감염학, 진단검사학, 백신학 등을 포함한 연구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신

종감염병 연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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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국내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 유입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여러 관련 법

이 개정되어 방역관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개인 및 의료기관 손실 보상,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책임 주체의 모호성, 실질적 적용 가능성 등

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 진찰 및 입원 조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

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은 국민의 인권 및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각에

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

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국내 메르스 대응 과정에 대한 평가는 2015년 6월 초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평

가를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관련 노조 및 시민단체, 광역·기초 지방자

치단체들의 백서 발간,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의 평가, 감사원의 감사 등 다

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초동 대처와 

삼성서울병원 관련 진상 확인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는 방대한 자료를 종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대응 과정 문제와 세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권고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학계에서 제도와 환경문제보다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후 과잉 확신의 오류”에 해당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

여 인프라 구축, 관련 인력 충원, 다부처 협력 체계 구축,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메르스 유행 종료 이전에 발표되어 

이후 진행사항과 평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종감염병 시대에 적합한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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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5장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과 제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서연구팀이 주로 작성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다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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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르스 유행과 대응 경험

중동에서 메르스가 발생한지 약 3년 만에 국내로 유입되었다.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8명의 국민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환자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감염되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중이 13.4%를 차지하였다. 메르스 환자는 서울, 

경기도와 대전·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메르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응 초기에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밀접접촉자 기준을 좁게 설정하

였다. 첫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감염의심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빠져나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실제 상황과 달랐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

되었다. 메르스 대응체계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되었으며, 즉각대응팀을 구성하여 

병원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였고 민간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자리를 채웠다. 지역에서는 

보건소 직원만으로 인력이 모자라 지역사회 자원을 총 동원해서 ‘1대1’ 배합 방식으로 격리자를 

관리하였다. 병원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임하였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방역은 물론 의료체계에 내재된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이 불분명했으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협조 체계도 

원활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 가릴 것 없이 병원감염에 대한 준비는 빈약

했으며, 의료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환자·의심자 이송 및 의뢰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메르스 환자에 대한 격리와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방역은 물론 보건의료 제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널리 

공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해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아직도 정확히 평가된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전 사회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아젠다’로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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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

메르스 유행은 유전학적 기술이나 첨단 의약품으로 통제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와 격리, 

검역과 같은 전통적 방역조치에 의해 종식되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모두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공중보건조직과 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매뉴얼이 필요했으며, 탁상공론방식 

훈련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대응 과정에도 신속히 위기상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메르스 유행에서 보듯이 감염병에 대한 1차적 대응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며 격리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염병 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국내 병원의 밀집된 환경이 감염병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쇄신(刷新)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메르스 이후 많은 의료인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료관련감염이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

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긴급한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공중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간에 파트너쉽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메르스 이후 국민은 감염병 예방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하며, 응급실 방문을 

포함한 병의원 이용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민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의료이용문화 개선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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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내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처방 위주의 

개선책만으로는 메르스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도 ‘메르스 숙주는 낙타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라고 한탄하며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메르스 유행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보다 큰 안목을 가지고 메르스 유행을 증폭시킨 왜곡된 구조와 체질적 

기전(mechanism)을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5 메르스 백서」에서는 정부 대응에 대한 기록과 평가 작업을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 3대 

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우선 해결 과제’와 ‘지속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1  신종감염병 대비 우선 해결 과제

메르스 유행은 종료되었지만 중동지역에서 재유입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신종감염병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메르스 재유입이나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과 매뉴얼 개정 시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야 하며,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침과 매뉴얼도 보완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병원감염을 포함한 

신종감염병에 적합한 역학조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역학조사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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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당시 집중관리병원 대상별 격리방법을 정확히 정리

하고 격리(폐쇄)방법의 효과와 파생되는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별로 지역사회 격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실제 대응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와 위기단계 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⑤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인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에 질병유행을 예측하고 위험도 분석 

시스템과 대응 관계자의 안전, 기록과 복구 작업 및 윤리적, 법적 문제 등을 다루는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응체계 개편(안)에 제시된 관리대책본부 및 지원대책본부 등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관련 지식을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국가표준검사실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⑨ 중앙정부는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자체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과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⑪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심

을 가지고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와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⑫ 국민은 국민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하고, 정해진 면회시간을 지켜야 하며, 

경증질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을 자제하는 등 의료이용문화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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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종감염병 대비 지속 추진 과제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구조 등이 개선

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은 일부 인력 보강과 약간의 조직 구조를 바꾸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보건복지

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한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정부는 국가 감염병관리기구로서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와 역할분담도 체계적으로 정립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같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조직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질병관리

본부의 조직 체계, 인력규모, 비정규직 비중 문제,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중보건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와 직위를 만들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넷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을 갖추기 위한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다섯째,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확충과 교육 및 급증대응 역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여섯째,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을 고려해야 한다.190) 

190)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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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관리 조직 확보와 역량 강화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시 급증하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함을 메르스 유행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 �첫째,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과 상호 관계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감염병 관리 조직(지방자치단체 내)과 ‘지역 감염병관리

본부’와 같은 감염병 관리 지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전성, 

지속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방 공중보건청(가칭)’과 같은 공적 전담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대응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을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료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섯째, 지역사회 내에도 감염병 위기와 자원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작동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의 관리체계 구축

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과 다른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첫째,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감염관리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100~150병상 당 감염관리사 1인, 300병상 이상에서는 감염관리 전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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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인력 기준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활동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료의 

질 평가제도(요양급여적정성평가,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별개로 (가칭) 중앙감염관리사

업단을 두어 감염관리 지원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염관리 지원 및 평가 체계는 

중소병원과 의원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중앙정부는 의료관련감염 부서를 신설하여 감염병 관리에 영향을 주는 병의원의 

인력, 시설과 진료체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감염관리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넷째,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등을 포함한 병원의 시설과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병원장은 자체적으로 감염관리활동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다섯째, 일차의료의사도 신종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감염병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사 자신과 직원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지 못해, 상호 

간의 정보 공유가 잘 안되고 방역조치에 대해 엇박자가 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

한 병원에서 방역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메르스 환자는 물론 일반 환자들이 이동할 

병원을 찾는데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적정한 업무 분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업무를 협력해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협력진료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려하여 지역 의료

기관을 포함해서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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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감시 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감염병에 대한 감시와 그 정보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잘 설계된 감시체계와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된 과제는 긴급상황센터

(EOC) 신설과 감염병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향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첫째, 감염병 감시체계의 기능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아진 정보를 

분석하여 현재의 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시체

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질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

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다 정확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해 감시체계 분류, 

참여범위 및 신고 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련 정보시스템은 발생 여부와 기본적인 

역학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접촉자에 대한 정보와 관리 현황도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방향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의료기관, 

관련 부처 등과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자원 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메르스 유행 상황에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대비는 주로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맞추어 준비되어 왔으나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감염 등 신종 인플루엔자 이외에 다양한 신종감염병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입이 가능한 감염병에 따라 국가 비축물

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비축 물자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의 치료제(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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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항체 등),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하는데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유행 상황 모델링과 비축물자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자원 비축량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예측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자원 계획에 비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송에 

대한 전략적 국가비축(Strategic National Stockpile)을 포함해야 한다. 

  격리병상 관리와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제공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격리병상은 필수적이나 격리병상의 양적 증가

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메르스 유행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다. 신종감염병 위기에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격리병상의 양적, 질적 관리와 함께 의료진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격리병상의 적절한 배정과 진료 의뢰 및 이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격리병상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시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확충방안에는 

격리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격리병상, 특히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의 질과 치료 역량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셋째, 감염병 환자의 진료, 이송과 의뢰가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진료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진료제공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진료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진료제공체계에 

구축 시 지역 간 환자 이송과 격리병상 활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일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우려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적절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환자들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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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강화

신종감염병과 관련한 연구·개발 활동은 1) 역학조사, 감시와 공중보건, 2) 진단과 검사, 

3)임상분야, 4) 기초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4개 분야 연구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 내 핵심 과제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행되어야 한다.

■ �첫째, 임상표준지침 개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과 관리 및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둘째 향후 실제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를 수행할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관련 기관과 부처 

간 연구 관련 정보 공유, 연구 자원 공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셋째,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연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복기, 이차 발생률, 전파 경로,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분석하고 원인균에 대한 특성 분석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시부터 적극적으로 임상검체 및 임상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넷째, 역학, 감염학, 진단검사학, 백신학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연구 역량을 통합적

으로 관리하여 그 성과를 감염병 관리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및 지식전파

(Knowledge Transfer)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역량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는 ‘선제적 투자’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대한 대비’이다.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와 예산 투자가 매우 

낮았다. 향후 국가방역체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여 공중보건위기 급증 대응

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예산과 관련된 것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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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중앙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 �둘째, 중앙정부는 병원 내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협력진료와 병원 간 진료의뢰 

및 이송체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일반 예산의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 �셋째, 중앙정부는 예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공중보건 급증 대응역량(Public 

health surge capacity)와 예방적 조치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신종감염병 시대에 맞는 위기소통 역량 강화

국가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위기소통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내 위기소통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위기소통을 담당

하는 부서가 신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위기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보완

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위기 시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신종감염병의 예측불가

능성과 감염병 특성에 따른 위기소통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기존의 위기소통 패러다임이 정부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쉽고 간결한 메시지와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일관성 있는 대응, 즉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소통 교육·훈련 프로

그램이 구성 및 운영되어 정부부처 관계자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

센터(CDC)에서는 위기 및 응급대응 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한 위기소통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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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 진찰 및 입원 조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방역조치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모든 사람을 치유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첫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격리 및 입원 조치 등 방역조치를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국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 �셋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과 회복단계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관련 공무원 등의 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프로그램,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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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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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①  국민은 신종감염병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 전파경로 차단 등 예

방방법에 대한 정보,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②  국민은 신종감염병의 질병 발생 의심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의심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③ 국민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조속한 원인규명과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입원 및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 활동에 협조한다.

④ 국민은 신종감염병 전파확산을 위해 국민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 자제, 면회

시간 준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등 의료이용 문화개선에 노력하고 

협조한다.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완치를 위하여  진단·관리·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의심환자 역학조사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숙지하며 환자

등의 신고·보고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내원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감염

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의료기관용 대응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신종감

염병 역학조사, 방역조치 활동 등을 위해 특정 방역현장에 1달 이내 한시적으로 종사하도

록 명령할 경우 이를 이행하고 법률로 정해진 전문직위의 역학조사관, 방역관으로서의 역

할을 다하며, 명령이 아니더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종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초동대처가 수

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시설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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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

해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 의료기관, 지자체, 교육청, 관련기관 등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공유한다.

③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실제 대응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염병 별로 위기단계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긴 환자·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의 피해 최소화 및 보상을 위해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한다.

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반영하여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과 병원감염에 적합

한 역학조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역학조사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⑥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나 다른 신종감염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경

보 시스템을 갖춰 신종감염병 정보와 지식을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한다.

⑦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역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잠복기, 

이차 발생률, 전파 경로,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분석하고 원인균에 대한 특성 분석도 동

시에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진단 시부터 적극적으로 임상

검체 및 임상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종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

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특히, 방역현장

의 집행주체로 신종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등의 강제처분 과정에서 사전설명, 통지서 전달 

등 절차를 충실히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

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지자체용 대응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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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방역조치, 환자·격

리대상자 지원 활동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지역의 필수 대응자원인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시에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지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초동대처를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받은 역학조사의 요청, 역학조사의 실시 등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

 언론 등 기타

① 언론사 또는 언론종사자는 자율적으로 「신종감염병 보도준칙」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참고

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기사, 보도활동 등에 활용한다.

② 고용주(사업주)는 신종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근로자가 환자등인 경우, 유급휴가, 업

무종사의 일시제한 등 법률에 따른 협조 의무를 다한다.

③ 신종감염병 환자등의 진단, 입원치료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

인, 경찰청장 등은 신종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해 요청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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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용어]

1. 메르스 감염

용어 정의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신종감염병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
“과거 20년 간 사람에서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과 가까운 미래에 증가가 의심되는 

감염병”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존의 병원체가 변화 또는 진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

- 새로운 지역 혹은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전파되어 발생하는 기존의 감염병

-  생태학적인 변화로 과거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새로이 발견된 감염병

-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다시 재출현하는 기존의 감염병

출처 : Alexander Kramer, Mirjam Kretzschmar, Klus Krickerberg. (2010). Modern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Concepts, Methods, Mathematical Models, and Public Health. p. 30. 

메르스 확진환자

Confirmed case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확진 기준: 48시간 간격으로 PCR 검사 2회 실시하고 모두 양성인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메르스 의심환자

Suspected case
1.  발열 또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1)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2) 중동지역*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4.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 14일 이내에 메르스가 유행한 의료 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비교) 감염병 의사환자(Possible or Probable Case)

-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사의 

진단 또는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진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함

출처 : 질병관리본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반. (20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지침(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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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용어 정의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동급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1)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2)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3)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일상접촉자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한 자 중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접촉자로 역학조사관 등이 판단한 자

출처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2015). 메르스(MERS) 대응 통합 행정지침(1-2판).

2. 역학 용어 

용어 용어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출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

Infection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증후를 

나타내거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상태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잠복기

Incubation Period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 후 표적 장기에 이동, 증식하여 일정 수준의 병리적 변화가 

있으면 증상과 증후가 발생하는 시기까지의 기간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감염력

Infectivity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 증식하여 숙주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감수성 있는 대상자 중 감염자(불현성감염, 현성감염 모두 포함) 수 비율(%)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병원력

Pathogenicity
병원체가 현성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현성 감염자의 비율(%)

*현성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불현성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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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력

Virulence
현성 감염자 중에서 매우 심각한 임상 증상이나 장애를 초래한 정도

현성 감염자 중에서 매우 심각한 임상증상이나 장애가 초래한 사람의 비율(%)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사례)치명률

Case Fatality Rate
감염으로 인한 사망정도. 현성 감염자 중 사망자 수 비율(%)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감염병의 전파

분류 중분류 세분류 감염병 예

직접전파
직접 접촉 피부접촉, 수직감염 등 단순포진, 매독 등

간접 접촉 비말(droplet) 인플루엔자, 홍역 등

간접전파

무생물

매개전파

식품매개, 수인성 등 콜레라, A형 간염 등

공기 매개 수두, 결핵

생물매개전파 생물학적 전파 말라리아, 황열 등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비말 전파

Droplet Transmission
비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자의 호흡기로부터 튀어나와 통상 1.2m 정도의 

거리까지 퍼진다. 이 범위 내에서 다른 매개체 없이 직접 전파되어 감염되는 것을 

비말전파이라 함1)

출처 1)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공기 매개 전파

Airborne Transmission
호흡기 비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성분이 증발되면 미세한 먼지형태의 

비말핵이 남는데, 일부 병원체는 비말핵에서 살아남아 공기를 매개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여 멀리까지 전파가 가능하게 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파되는 양식을 

공기 매개 전파라고 함

2003년 SARS의 경우 이 거리 기준을 훨씬 넘어서도 전파가 일어나, 병원 내 

에어로졸 발생 시술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국내 메르스 유행 

시에도 SARS와 비슷한 전파 양상이 드러나 에어로졸 매개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었음2) 3)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2)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and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3) WHO. (2003). Conc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ARS.



용어 용어

에어로졸 매개
전파 

Aerosol Transmission
공기 매개 감염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 내에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기관지 

내시경, 객담검사, 안면 양압호흡기계 등)로 인하여 에어로졸이 병원 공기 중에 흩어져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 

출처 :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and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감염재생산지수(R)

한 인구집단 내에서 특정(한명의)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으로 질병이 확대되어 나가는 

잠재력

R < 1 : 질병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게 됨

R = 1 : 풍토병이 됨(지역사회에 일정 수 유지)

R > 1 : 질병의 유행이 일어남

* 풍토병(Endemic Disease): 틀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예: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기초감염재생산수
(Ro)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인원 수. 기초감염재생산수는 질병 고유의 것으로 질병마다 다름.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1차 감염환자

Primary Infection Case(Index Case)
특정 감염증의 첫 번째 발생환자를 의미하며 발단환자라고도 함.

국내 메르스 유행의 경우 5월 20일에 확진된 첫 번째환자를 의미함

2차 감염환자
Secondary Infection Cases
첫 환자(index case, primary infection case)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들)

3차 감염환자 
Tertiary Infection Cases
2차 감염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들)

의료관련감염
병원감염191)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또는 Hospital(nosocomial)-Aquired Infection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서비스(시술, 검사, 외래 진료 등)와 관련되어 발생한 감염. 

감염된 장소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워 ‘병원감염’보다 ‘의료관련감염’이라는 용어가 

더 선호됨

출처 :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and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191)  국내 메르스 유행 시 사용된 ‘병원감염’ 또는 ‘의료관련감염’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특성과 문병을 제한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내에서 감염된 사례들까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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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용어

지역사회감염 
Community Acquired Infection
의료기관 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 없는 감염

슈퍼전파사건
(SSE)

Super-spreading event, SSE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이차 감염자 수보다 훨씬 많이 감염이 전파된 사례를 

슈퍼전파사건이라고 하며 주요전파사건 여부의 기준은 기초감염재생산 수와 

관련이 있음. SARS 유행 시에는 8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SSE라 하였음. 

수퍼전파자(Super Spreader)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지만, 2003년 SARS 유행 후 

WHO에서는 ‘Super Spreader’라는 용어보다  ‘Super Spreading Events‘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하였음.

출처 : WHO. (2003). Conc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ARS.

3. 방역조치(검역/지역사회) 

용어 정의 

검역

Quarantine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동물 및 화물 포함)에 대하여 검역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유숙하는 곳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질병 발생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함. 검역 기간은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로 함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격리

Isolation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자(환자, 보균자)를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수성자들로부터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함. 격리 기간은 감염가능 기간 즉, 환자나 

보균자에서 균 배출이 되지 않을 때까지 격리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1).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2판, 수정증보판)

게이트 검역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이동하면 검역활동이 강화되는데, 

강화된 검역을 게이트 검역이라고 함. 게이트 검역은 입국게이트 밀착 발염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을 포함함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자가 격리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관련이 있는 밀접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경우 자택과 

같은 일정한 거주공간에서 외부와 접촉없이 14일간 생활하는 것  

시설 격리
메르스 밀접접촉자 중 자가 격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준비된 (병원 외)격리 시설에 

격리하는 것(격리 기간은 자가 격리와 동일)



용어 정의 

능동감시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이 없으면서 접촉강도가 낮은 

경우 외부활동이 가능한 경우로. 보건소 담당자가 2주 동안 대상자의 증상 유무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관계기관에 보고함 

- 매일 체온은 2번(아침과 저녁)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기록

- 매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유선으로 2번(아침과 저녁) 접촉자에게 확인하고 

기록하고,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동시에 보고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수동감시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자와 밀접히 접촉한 경우는 아니지만 접촉이 의심되는 자 

중 능동감시 해제 후 대상자 스스로 발열과 기침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2015 메르스(MERS) 대응지침(3-5판).

특별 모니터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활용한 접촉자 관리 수단. 

메르스 대응 초기에는 보건소의 접촉자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로 격리자 및 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주요 병원(주로 집중관리병원)이나 주요 

확진자(주요전파사건 관련)와 관련된 접촉자 모니터링으로 활용

4. 방역조치(병원)

용어 정의 

(병원)1인 격리
접촉 환자 또는 확진환자를 1인 병실 등으로 엄격히 격리하고 의료진, 보호자 등은 

보호구, 가운 등을 착용하고 출입, 접촉 환자 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

(병원)코호트 격리

Cohort isolation
확진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소 병동 또는 층 

단위로 설정하여 관련 구역 내 접촉자 전체를 격리하는 것을 의미함. 

메르스 유행 당시 일부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에서 확진환자 혹은 의심자를 같은 

병실(공간)에서 격리하고 치료 및 관찰 하는 조치로서, 입원환자는 잠복기가 끝나는 

동안 외부로 나갈 수 없었음.

병원 부분폐쇄

메르스가 유행한 병원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1) 병원 내 확진환자 혹은 

의심자 관리구역을 외부와 구분해서 접촉을 차단하고, 2) 신규환자는 받지 않되, 

입원환자 및 기존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   

병원 전체폐쇄 

메르스가 유행한 병원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1) 병원 전체를 오염구역으로 

간주하여 입원환자 및 의료진의 이동을 차단하고, 2) 일정기간 동인 신규환자 진료를 

중단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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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병원

다수의 확진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기관 내 추가적인 

메르스 전파 차단 및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중 확진환자 또는 격리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음. 메르스 유행 중 총 16개 집중관리병원 지정.

5. 진단검사

용어 정의 

분자진단검사

(유전자 검사)

분자진단검사(유전자 검사)는 병원체의 DNA를 확인하여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방법으로 검사함.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DNA를 증폭하는 실험방법으로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채취한 DNA(또는 

RNA)를 증폭시켜 진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으로 메르스 검사 시에는 다음 두 방법을 사용하였음

-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 전통적방식의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conventional RT-PCR)

혈청학적 검사

혈청 내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병원체에 대한 과거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14일 이상의 간격으로 채취된 두 개의 혈청에서 선별검사인 ELISA 

또는 IFA와 확진 검사인 중화시험 모두에서 혈청변환(sero-conversion)이 있을 때 

양성으로 판정

효소면역시험법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효소를 표식자로 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항원 또는 항체량 측정 방법을 

일반적으로 효소면역분석법으로 총칭함

면역형광(항체)법

(IFA)

Immunofluorescence assay, IFA
항체나 항원에 플루오레세인이나 로다민과 같은 형광색소를 표지한 것을 사용하여 

체액과 조직 등에 존재하는 항원 또는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검사방법으로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음

중화항체

Neutralizing Antibody
바이러스나 독소, 효소 등의 생리활성 물질 등에 결합하여 이들의 병원성이나 생물학적 

활성을 저해하는 항체. 바이러스로 감염된 환자의 혈청 중에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체하는 항체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중화항체의 정량을 검사하여(중화항체검사법) 

감염의 진단이나 역학조사에 이용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식품과학회. (2008). 식품과학기술대사전.



용어 정의 

환경검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병실 등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염 및 접촉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장소 및 

부위(병실의 에어컨 필터, 전화기, 화장실 세면대, 변기 손잡이 등)에서 채취한 검체.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2015). 메르스 대응 민간역학조사지원단 운영. p. 76, 334.

6. 병원과 치료

용어 정의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국가 공중보건위기 시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 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함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1).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안). 질병관리본부. 

음압격리병상

병실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환자가 병실에 배출한 병원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병실. 병실 내부 정화시설을 통해 공기가 순환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제거됨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격리병상 모니터링 및 배정, 의료기관 차원의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메르스 유행 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었음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메르스 집중치료 및 환자 격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유행시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유행 당시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이 이에 해당함

노출자 진료병원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하여 검사하는 동안 임시음압 1인실 등에서 격리하여 치료하는 

병원

메르스 치료병원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음압격리실에 격리하고 치료 실시하는 병원

선별진료소 메르스 의심환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된 격리된 진료공간

국민안심병원
일반 국민과 호흡기질환자들이 메르스로부터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메르스 환자에 대해 진료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서 진료하는 병원임 

개인보호장구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마스크, 장갑,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앞치마 덧신 등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의미함

레벨 D 보호구

세트

N95마스크,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 고글, 덧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벨 C 

보호구보다 한 단계 낮은 보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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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전동식호흡장치

(PAP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PAPR
전동식 공기정화장치가 달린 마스크로 전기보터로 공기를 순환시켜 이물질을 여과하는 

기능을 갖춤

N95 마스크 
특수 필터로 공기 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진 마스크, 공기중의 95%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함. 

에크모(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환자의 폐를 대신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첨단의료장치. 산소마스크를 한통 

산소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가 치유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 소생 

가능성을 높임

7. 정보시스템

용어 정의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활용하여 메르스 접촉자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메르스 접촉자의 기본 정보, 접촉력 등과 모니터링 결과를 입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PHIS)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
전국 약 3,545개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통합 운영 

하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를 지원함.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sis.or.kr/lay1/S1T111C117/contents.do 에서 

확인(2016. 2. 21)

의약품안전사용 

사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DU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력, 중동지역 여행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촉자 확인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메르스 접촉자 또는 중동 

국가에서 입국한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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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조직 및 기타

용어 정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국제보건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공조체제. 특히 감염병 

및 생물 테러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 및 지원 체계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국제보건규칙(IHR)에 의거 WHO는 국제적인 질병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하여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메르스 유행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합동 평가단(joint mission)으로 메르스 

발생,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실시함

국제보건규칙 

포컬포인트

(IHR focal point)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focal point, IHR focal point
WHO와 즉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에 마련하는 연락책을 의미함

WHO의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회원국은 24시간 내에 평가를 거쳐 WHO IHR Contact Points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함. 이러한 즉각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당 국가 내에 

24시간 비상대기하는 일종의 연락담당관인 IHR focal point를 지정해야 함.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분석·국제협력과(3인), 위기대응총괄과(1인), 감염병관리과(1)로 

연락담당관이 구성되어 있음.

출처 : WHO. (2009).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2005): Toolkit for implementation in 

national legislation. 

국제보건규칙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이후 2005년 5월 제 5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당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개정이 

승인되었고 각종 전염병의 예방, 감시 및 통보 등 국제공조 의무를 강화하였음.

출처 : 손명세. (2008).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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