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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3. 27. 10시 기준)

- 전날보다 61,75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531,373명(전일 대비 13.1%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24,05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4.5%

표 1. 국가별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3.27. 기준, 위키피디아)

확진자 합계 531,373 사망자 합계 24,058

국가 확진자 사망자 국가 확진자 사망자 국가 확진자 사망자 국가 확진자 사망자

미국(크루즈포함) 85,268 1,293 이집트 495 24 카메룬 75 1 피지 5 0

중국 81,340 3,292 콜롬비아 491 6 코소보 71 1 가이아나 5 1

이탈리아 80,589 8,215 도미니카공화국 488 10 쿠바 67 1 시리아 5 0

스페인 56,197 4,145 멕시코 475 6 몬테네그로 67 1 카보베르데 4 1

독일 43,211 262 바레인 458 4 우즈베키스탄 65 0 콩고 4 0

이란 29,406 2,234 세르비아 457 7 나이지리아 65 1 기니 4 0

프랑스 29,155 1,696 홍콩 453 4 트리니다드토바고 60 1 말리 4 0

스위스 11,806 191 이라크 382 36 리히텐슈타인 53 0 바티칸시티 4 0

영국 11,658 578 뉴질랜드 368 0 온두라스 52 0 앙골라 3 0

한국 9,241 131 레바논 368 6 모리셔스 52 2 앤티가바부다 3 0

네덜란드 7,459 435 알제리 367 25 콩고민주공화국 51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 0

오스트리아 6,847 49 아랍에미레이트 333 2 르완다 50 0 차드 3 0

벨기에 6,235 220 알마니아 290 1 방글라데쉬 44 5 감비아 3 1

캐나다 4,043 39 리투아니아 290 4 키르기즈스탄 44 0 리베리아 3 0

터키 3,629 75 모로코 275 10 북키프로스 47 0 모리타니 3 0

포르투갈 3,544 60 불가리아 264 3 파라과이 41 3 미얀마 3 0

노르웨이 3,360 14 헝가리 261 10 볼리비아 39 0 네팔 3 0

브라질 2,915 77 타이완 252 2 건지 34 0 세인트루시아 3 0

스웨덴 2,840 71 라트비아 244 0 저지 32 1 수단 3 1

호주 2,805 13 코스타리카 231 2 케냐 31 1 짐바브웨 3 1

이스라엘 2,666 8 슬로바키아 226 0 마카오 31 0 벨리즈 2 0

말레이시아 2,031 23 안도라 224 3 모나코 31 0 부탄 2 0

덴마크 2,023 41 산마리노 218 21 자메이카 26 1 기니비사우 2 0

체코 1,925 9 우루과이 217 0 과테말라 24 1 니카라와 2 0

아일렌드 1,564 9 요르단 212 0 마다가스카르 23 0 세인트키츠 네비스 2 0

룩셈부르크 1,453 9 쿠웨이트 208 0 맨섬 23 0 소말리아 2 0

에콰도르 1,382 34 북마케도니아 201 3 토고 23 0 동티모르 1 0

칠레 1,306 4 튀니지 197 6 바베이도스 18 0 그레나다 1 0

일본 1,292 45 우크라이나 196 5 잠비아 16 0 리비아 1 0

폴란드 1,221 1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1 3 우간다 14 0 파푸아뉴기니 1 0

파키스탄 1,179 9 몰도바 177 1 엘살바도르 13 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 0

태국 1,045 4 알바니아 174 7 몰디브 13 0 일본크루즈 712 11

루마니아 1,029 22 베트남 153 0 탄자니아 13 0

사우디아라비아 1,012 3 부르키나파소 152 7 적도기니 12 0

핀란드 958 5 키프로스 146 3 에티오피아 12 0

남아프리카공화국 927 0 몰타 134 0 지부티 11 0

인도네시아 893 78 가나 132 4 도미니카연방 11 0

러시아 840 2 아제르바이잔 122 3 몽고 11 0

그리스 892 26 브루나이 114 0 니제르 10 1

아이슬란드 802 2 카자흐스탄 112 1 아이티 8 0

인도 722 16 스리랑카 106 0 나미비아 8 0

필리핀 707 45 베네수엘라 106 0 수리남 8 0

싱가포르 683 2 세네갈 105 0 베냉 7 0

페루 580 9 오만 99 0 가봉 7 1

슬로베니아 562 6 캄보디아 96 0 모잠비크 7 0

파나마 558 8 코트디부아르 96 0 세이셸 7 0

카타르 549 0 벨라루스 86 0 에스와티니 6 0

에스토니아 538 1 아프가니스탄 84 2 에리트레아 6 0

아르헨티나 502 8 팔레스타인 84 1 라오스 6 0

크로아티아 495 3 조지아 79 0 바하마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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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3.26 기준, WHO)  

- 신규 3개 국가/영토/지역이 지난 24시간 내 코로나19의 발생을 신고하였음

  ※아메리카 1개국(지역):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프리카 2개국(지역): 기니, 말리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462,684명 49,219명 20,834명 2,401명

서태평양 99,058명 1,292명 3,540명 22명
유럽 250,287명 29,771명 13,950명 1,964명

동남아시아 2,536명 192명 79명 7명
동지중해 32,442명 2,811명 2,162명 154명
아메리카 75,712명 14,878명 1,065명 252명
아프리카 1,937명 275명 31명 2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3.265) 참조



- 3 -

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3.27. 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91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9,332명(4,528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대구 34명, 검역 13명, 서울 12명, 경기 11명, 경북 9명, 인천 3명, 울산·충북 각 2명, 부산·광주·대전·경남·제주 각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376,961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352,410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5,219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현황 추이(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합계

소계 12 1 34 3 1 1 2 0 11 0 2 0 0 0 9 1 1 13 91

 표 2.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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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현황 추이(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현황 추이(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3.27. 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278 격리중 2,215
퇴원자(격리해제) 131

격리해제 7,401사망자 4
 계 413 계 9,616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발생현황 추이(20.3.27.1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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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 20.3.27. 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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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3.27.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3.26.0시~3.27.0시)

연번
전국

번호
성별

출생

연도
발생경위

확진

일자
격리병원 지역

404 확인중 남 ′93 9080번 환자의 접촉자 (시흥 어린이집 확진자 친구) 3.26 성남의료원 안 산

405 확인중 여 ′25 8632번 환자의 접촉자 (효사랑 요양원) 3.2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군 포

406 확인중 여 ′60 7663번 환자의 접촉자 (생명수교회) 3.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부 천

407 확인중 여 ′01 8957번 환자의 접촉자 (용인 확진자) 3.26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 인

408 확인중 여 ′97 7663번 환자의 접촉자 (생명수교회) 3.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부 천

409 확인중 여 ′02
’20.3.24일까지 해외방문(미국), 기침 및 가래 등 증상 발현

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3.2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 인

410 확인중 남 ′62 8019번 환자의 접촉자 (생명수교회) 3.26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부 천

411 확인중 남 ′61 8985번 환자의 접촉자 (해외유입 용인 확진자) 3.2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용 인

412 확인중 여 ′81 8473번 환자의 접촉자 (분당구보건소 확진자) 3.26 성남의료원 성 남

413 확인중 여 ′93 9080번 환자의 접촉자 (시흥 어린이집 확진자 친구) 3.2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안 산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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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美도 의료장비 대란…CNN "지옥문 열렸다"

- 뉴욕, 방호복 부족으로 쓰레기봉투 휘감고 진료

- 병원 밖엔 시신 운반용 냉동트럭 등장, 미국·유럽 의료진들 악조건 속 사투 이어져 

- 이탈리아 현재까지 의사 31명 사망

- 日 ‘사실상 한국인 입국금지’ 내달말까지 연장…韓 외교부 “유감”

- 아베, 첫 특별회의서 연장 결정...비자효력 중단, 무비자 입국 중지

- 도쿄 하루 47명 확진, 총 250명 집계

- 세계 확진자 50만 육박해서야…WHO “대응 늦었다”

- 전세계 확진자 47만2076명, 뉴욕에서만 3만명 이상 확진

- 사망자 2만명 넘어서, 각국 뒤늦은 봉쇄 의미없어

- WHO 총장, '두달 전 대응했어야' 토로

□ 국내

- 외국인 자가격리 지침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

- 내국인은 경찰 긴급출동(코드제로) 발동, 112신고 출동 중 최고 단계 해당

- 의료계, 세계적 대유행 상황,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시켜야

- 韓 진단키트 주목받는 이유 있었네

- 질본, 국내업체 민관협력하에 사태초기 선제 개발, 생산체계 구축

- 메르스 이후 감염병 국책과제 연구로 노하우 축적

-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증기회 확보로 정확도 향상중

- 경주 주점 發 확진 20명…집단감염 비상

- 주점 주인, 손님 및 접촉자 연이은 확진.. 세무서 직원, 택시 기사도 포함

- 대전, 50대 보험설계사 감염. 증상발현 후 20일 넘게 기업, 기관 방문해 집단 감염 우려

- 美서 하루 2,300명 입국...전수검사 않는 대신 “격리 어기면 처벌”

- 내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제외,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미국내 확진 5만명, 증가세 가속, 전수검사는 국내역량 안돼

- 확진에서 사망까지 평균 8일, 절반이 고혈압 환자였다

- 국내 사망 126명 분석결과 치매 30%, 80대 치명률 13% 육박

- 구로 콜센터 11층 절반 가까이 감염, 승강기 등 층간 전파는 거의 없었다

- 방대본, 역학조사 결과 발표 ‘2차 전파 61명, 짧은 만남 전염 적어’

- 11층 216명 중 94명 무더기 확진, 9~10층 3명 제외 다른 층 확진자 없어

- 정은경 본부장, 밀폐되고 밀접한 공간서 환기가 안될 시 높은 발병률

- 확진 100명 중 51명은 해외發...17명은 공항 통과후 뒤늦게 발견

- “의료진 지쳐 외국인 치료할 여력 없어, 이제라도 입국 금지를” (중앙일보)

-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 '한국 막는 나라들처럼 막아달라' 호소

- 질본,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11% 육박

- 중국발 입국자 금지 조치 여섯 차례 강력 권고에도 정부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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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동향

COVID-19 시기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Emanuel EJ, Persad G, Upshur R, Thome B, Parker M, Glickman A, Zhang C, Boyle C, Smith M, Phillips JP.

 Covid-19는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되었다. 이 새로운 감염병은 사망을 포함하여 심각한 임상적 증상을 

유발하며, 최소 124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Covid-19가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많은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번 

팬데믹은 공중보건과 의료시스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들에게 거대하고 지속적인 도전을 안길 

것이다. 그러한 도전 중 하나가 의료 장비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미 배분은 진행되고 있다. 전염병이 발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는 여과율이 높은 N95 마스크가 

의료 종사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응해 마련된 비상 지침은 일회용으로 

설계된 이 마스크들을 재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등의 자원을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 대구(이 나라의 확진자 

대부분이 속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병상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사용할 보호장비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공급자들이 비난을 퍼부었다. 많은 

지역에서 의료 자원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해졌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보통에서 심각함 사이의 팬데믹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2005년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는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관련된 

계획을 세웠고, 이는 보통에서 심각함 단계 사이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2009년 H1N1이 발병한 뒤 업데이트되었고 2017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다. 계획에 

포함된 모델링 결과는 보통 단계의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6400만명의 미국인이 감염되고 80만명이 입원을 

필요로 하며 16만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표 1) 심각함 단계의 팬데믹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요를 야기한다. 

 Covid-19 팬데믹을 모델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의료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SARS-CoV-2의 재생산계수(R)에 대한 추정치는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다른 

두 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염 인구를 가장 낮게 예측한다면 3개월 동안 전 인구의 

5%가 감염된다. 치명률과 사망률에 관한 중국과 이탈리아의 데이터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감염된 사람의 80%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20%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Covid-19에 감염된 환자 중 약 15%가 중증 증상을 보이며, 5%가 

위독한 증상을 보인다. 전체 사망률은 0.25%에서 3.0%로 나타난다. 사망률은 고위험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80세 이상의 노인(14% 이상), 기저질환자(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10% 이상, 당뇨병 

환자의 경우 7% 이상)이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Covid-19의 사망률은 계절성 인플루엔자(0.1%)보다 훨씬 더 

높다. 

+ Emanuel EJ, Persad G, Upshur R, Thome B, Parker M, Glickman A, Zhang C, Boyle C, Smith M, Phillips JP. N 
Engl J Med. 2020 Mar 23. doi: 10.1056/NEJMsb2005114. [Epub ahead of print]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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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대처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의 5%만 감염될 것이라는 기존의 보수적인 예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환자의 수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시스템의 가용역량

 보수적인 추정치조차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 발생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미국의 병원들의 

감당 가능한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는 5,198개의 지역 병원과 209개의 연방 병원이 있다. 지역사회의 병원에는 792,417개의 

병상이 있으며, 3,532개의 응급실과 96,500개의 ICU 병상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ICU 병상 중 23,000개는 

신생아용이고 5100개는 소아용이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ICU 병상은 68,400개 미만이다. 미국병원협회의 

데이터에서 집계되지 않은 수치까지 다룬 한 연구는 성인이 사용 가능한 ICU 병상을 85,000라고 추정한다. 

 미국에는 약 62,000개의 다기능 인공호흡기(full-featured ventilator, Covid-19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구)가 있으며, 전략적자원(Strategic National Stockpile)으로 보유중인 재고는 

10,000-20,000개로 추정된다.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응급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인공호흡기는 약 

98,000개이다.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 인공호흡기 생산을 빠르게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제조업자들은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얼마나 생산을 늘릴 수 있을지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불안정한 요소는 

인공호흡기의 공급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의료 종사자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3교대로 일해야 한다. 지역 병원들은 2018년을 기준으로 76,000명의 정규직 호흡기 

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와 512,000명의 응급치료 간호사(critical care nurse)를 고용하고 있었다(ICU 

간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4명의 호흡기 환자마다 한 명의 호흡기 치료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25,000명이 삼교대로 일하면 하루에 최대 100,000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감염병의 유행곡선이 매우 오랫동안 납작해지지 않는 한) Covid-19는 병상, 

ICU 병상, 인공호흡기의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의사와 간호사 중에서 감염자와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의료 인력은 더 줄어들 확률이 높다. Covid-19가 보통 단계의 위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시애틀과 같은 대규모 발병 지역에서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 또는 

대형 전문 의료센터보다 공간, 직원, 의약품을 훨씬 적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소규모 병원의 상황도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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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Covid-19의 진단, 치료,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확률도 적다. 클로로킨(chloroquine), 

렘데시비르(remdesivir), 파빌라비르(favipiravir)와 같은 의약품이 현재 임상 시험을 받고 있으며, 다른 

실험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 중 하나가 효과가 있다고 해도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Covid-19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청을 사용하는 방법도 치료나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중이다. 마찬가지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생산, 유통, 적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들, 특히 개인보호장비는 벌써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되어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와 정부의 실책으로 

미국에서는 검진키트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Covid-19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검진키트에 대한 수요가 생산을 앞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예절, 손 위생 등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는 공중보건 조치가 마침내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자원 부족의 

심각함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려는 노력을 멈춰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치료할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 팬데믹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따름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것을 정하는 것이다. 각 의료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의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사항

 팬데믹과 같은 유사시에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전 연구들을 포함한) 기존의 

제안들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가치로 수렴된다. 1)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산출한다. 2)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3) 도구적 가치를 권장하고 보상한다. 4)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이 네 가지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표 2)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하거나, 치료 후 살 나날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치료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수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추첨이나 선착순 등 무작위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도구적 가치가 권장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거나 과거에 도운 적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아픈 사람이나 지금껏 살아온 날이 적은 젋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들은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의 가치만으로는 어떤 환자에게 

제한적인 자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공정한 배분은 여러 개의 윤리적 기준을 

필요로 하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누가 먼저 의료 자원을 배분받아야 할까? 

 앞서 설명한 윤리적 가치는 전체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도구적 가치를 권장하고 

보상하며, 가장 아픈 환자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의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다음의 6가지 권장사항으로 이어진다. 전체의 혜택을 극대화 할 것,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 

선착순 배분은 하지 말 것, 증거에 기반할 것, 연구 참여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 Covid-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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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권고

  팬데믹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혜택의 극대화이다. 만약 의료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감수하는 위험이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시킬 수 없다면, 그 위험은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의료 자원의 배분은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하고 전체적인 수명을 늘리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전문가들이 이미 충분히 

합의한 가치이다. 전체적인 혜택을 따지는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각 개인의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비공리주의적 관점 모두 여기에 동의한다. 인명의 수와 전체 수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한다. 

  Covid-19의 제한된 시간과 정보는 인명의 수와 남은 수명의 길이를 고려한 판단을 정당화해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받은 후 살아갈 시간이 더 긴 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교대상이 의학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인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남은 수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힘들다. 이는 많은 정보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팬데믹 시기의 대응이 가져올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적용되기 힘든 기준이다. 

하지만 환자들, 특히 중증환자들에게 그들이 치료 이후에 기대하는 삶의 질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선까지 

생명연장조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 인공호흡기를 거절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도록 권유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이다. 

  혜택 극대화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아 회복될 수 있는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나 치료 

없이도 회복될 수 있는 환자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젊고 위독한 

환자의 우선순위가 높다. 그는 치료를 받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에는 혜택의 극대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호흡기나 ICU 병상을 

기존의 환자에게서 더 우선권이 있는 환자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입원 

전에 미리 공지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미 제공한 인공호흡기와 병상을 빼앗아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임상의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줄 수 있으며 어떤 임상의들은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침은 이러한 결정이 살인행위가 아니며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윤리적인 결정이다. 처음부터 우선순위에 때라 병상과 호흡기를 

배분하면 불편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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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권고

  검사 키트, 개인보호장비, ICU 병상, 인공호흡기, 치료제, 백신 등 Covid-19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료 

자원은 의료 종사자와 사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들은 아픈 환자를 

돌보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염 위험이 높고 대체가 힘든 인력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들 개인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프게 되면 Covid-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사회의 전체적 수명이 감소할 것이다.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의료 종사자가 

이른 시일 안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 높은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게 마땅한 대우를 함으로써 다른 인력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인력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말은 부유층, 유명인, 정치적 권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팬데믹 대응 인력도 아니고 의료 종사자도 아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배분은 검사 키트의 사례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배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세번째 권고

  비슷한 병의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 중에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때, 선착순이 아닌 추첨 등 무작위 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선착순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신장이식처럼 의료 자원의 희소성이 장기적이며 

환자가 그 자원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는 응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착순 방식은 의료기관 근처에 사는 환자에게 불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의약품이나 백신을 배포해서도 안 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군중과 

폭력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선착순 방식은 공중보건 기관의 지침을 준수해 다른 환자들보다 늦게 병에 

감염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유사한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네번째 권고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조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젊은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백신 배급에 있어 

우선권이 없다. 예방과 관련된 임상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Covid-19가 주로 노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들과 대응 인력 바로 다음에 

노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것이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도 백신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도구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모델링 연구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백신을 지급하는 것이 전염의 확산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역학적 모델링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연방의 기준은 의료 

종사자들과 노인들부터 검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몇몇 주 정부가 시행중인 것처럼 연구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더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Covid-19의 전염에 관한 

지식을 진전시키고 연구자들이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ICU 병상과 인공호흡기는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자원이다. 이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모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다.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예후, 즉 치료 후 얼마나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젊은 환자 혹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이러한 의료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탈리아는 이러한 기준을 따라 중환자 치료 자원을 

젊은 위중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위중한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등 실험적인 치료법이 어느 환자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과학적 사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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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 권고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Covid-19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위험은 미래의 

환자들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기여에는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보상은 다른 환자들이 임상 실험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우선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가 다른 환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치료를 필요로 할 때이다. 다른 환자가 임상학적으로 더 응급하다면 

이러한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섯번째 권고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Covid-19 환자와 다른 병에 걸린 환자 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Covid-19 팬데믹이 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안길 경우, 의료 자원의 부족은 Covid-19에 걸린 환자뿐만 

아니라 심부전, 암 등 집중적인 치료와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 역시 위협할 것이다. 혜택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의료 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한 의사가 알러지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져 삽관 조치와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해지면, 이 의사는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Covid-19 환자보다 우선권이 있다. 환자가 그 의사만큼 

의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의료 종사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배분 정책의 시행

 여러 윤리적인 기준을 다양한 정책과 상황에 반영시키려 하다보면 특정한 사례에서 적용해야 하는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배분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의사, 환자, 

공무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윤리적 가치와 제안이 제안하는 공정한 자원 배분의 과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누구부터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결정을 혼자서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그러한 부담을 지게 된 의사 개인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잘 설계된 지침조차도 실시간으로 내려져야 하는 모든 결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들은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상의를 위해 경험 많은 의사, 윤리학자 등 

다른 전문가들을 고용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식,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는 방법,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법 등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기관은 절차에 대한 탄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절차상의 오류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겐 시간과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의료 자원의 부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우리는 앞서 제시한 6가지 권고사항에 따라 환자들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지침을 따르면 의사 개인이 집중치료를 받을 환자와 아닌 환자를 선별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공정하게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요한다. 본 논문에서 제공한 지침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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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확진자 역학조사 요약, 검사현황, WHO상황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idcc.or.kr/


- 15 -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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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호수별 수록자료

1호
ž COVID-19: What is next for Public Health(Lancet, 20.02.12)
ž Guidelines for the use of non-pharmaceutical measures to delay and mitigate the impact of
  2019-nCov(ECDC TECHNICAL REPORT, 20.02.10)

2호 ž 싱가포르 의사환자기준과 의원급 대응현황

3호 ž 홍콩 COVID-19 대응현황(CHP Website , 20.02.20)

4호 ž 국내에서 발표된 COVID-19 논문(KMLA Consortia, 20.02.06.)
ž COVID-19 관련 논문을 찾는 방법 (WHO COVID-19 Global Research Website, 20.02.23.)

5호
ž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성명서(ksid Website, 20.02.22)
ž 대한의사협회 성명서(KMA, 20.02.19)
ž 대구 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humanmed.org, 20.02.23)

6호 ž 여행 제한 조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유(워싱턴대 공중보건 대학원, 20.02.21)

7호 ž 낙인(Stigma)을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WHO Situation Report 35, 20.02.24)
ž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보도자료(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02.12)

8호
ž 코로나19 전국확산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필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국립 중앙의료원, 20.02.26
ž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 사회적낙인(오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국제적십자사, UNICEF,WHO 가이드라인)

9호 ž 지역사회 완화 가이드라인과 Standstill 적용 사례

10호 ž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자 격리 시점에 따른 효과 추정(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연구진행중)

11호
ž 코로나19 대응에서 개인보호장비의 합리적 사용 임시 지침
 Rational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Interim guidance(WHO, 20.02.27)

12호 ž Report of the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anvirus Disease 2019(COVID-19) (WHO,20.02.29.)  

13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Ⅰ (2020.01.26.-03.02., 93명) 
ž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시민건강연구소, 20.03.02)

14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Ⅱ (2020.01.26.-03.02., 93명) 
ž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2차)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보도자료, 20.03.04)

15호 ž 장기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01)
ž 미국 COVID-19 지역사회 전파 대비를 위한 의료기관 임시 지침(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

16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03.05., 113명)

17호 ž 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

18호 ž 신속 위험 평가 (ECDC, 20.03.02)

19호 ž 국가 차원의 완화조치가 COVID-19의 전염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Lancet, 20.03.06)

20호 ž 신속 위험 평가(ECDC, 20.03.02)

21호 ž N95 마스크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미국질병관리본부, 20.02.29)

22호 ž 경기도 확진자 역학 분석 결과(2020.01.26.-3.10., 174명)
ž N95 마스크의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전략: 위기시 조치 (US CDC,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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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한 보호복 착탈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20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호 ž COVID-19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 (WHO, 20.03.07.)

24호 ž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지침(WHO, 20.03.07.)

25호 ž COVID-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social distancing measures) 관련 고려 사항
  (ECDC, 20.03.11)

26호 ž 미국의 보육원,유치원,초ž중ž고등학교 운영자들을 위한 가이드 : COVID-19에 대응하는 임시지침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7호 ž 학교 폐쇄 관련 고려사항 (미국질병관리본부, 20.03.12.)

28호
ž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정부 권고안 (20.03.15)
ž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에 따른 대국민 권고안 (20.03.15)
ž WHO : COVID-19에 대한 오해와 진실

29호 ž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성남 의료원 코로나19 입원 환자 경과
 (안성병원 내과, 20.03.13.)

30호 ž 경기도 사업 소개: 경기도 코로나19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31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요약, 서론, 연구방법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2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결과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33호
ž COVID-19 사망률 및 의료서비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약물적 조치들의 영향에 관하여 – 논의점 
 (Imperial College London, 2020.03.16)
ž 미국의 병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Ann Intern Med, 20.03.11)

34호 ž 코로나19 유행 및 한국의 대응에 대한 PHM Korea의 성명서(PHM, 20.03.19)

35호 ž 한국 코로나19 감염질환 유행 자료를 이용한 감염재생산수와 유행 규모 추정(S, Choi., M, Ki. 20.03.12)
ž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과 관리(교육동영상)

36호 ž Rapid Risk Assessment :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ncreased transmission in the EU/EEA and the UK – seventh update (ECDC, 20.03.25.)

37호 ž COVID-19 시기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ž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