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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3. 31. 10시 기준)

- 전날보다 63,531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784,314명(전일 대비 8.8%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37,638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4.8%

-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하이퍼링크) 

그림 1. 신고일 기준 유행곡선 (2020.3.30. 기준, WHO)   

-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및 WHO 위험 평가 

   

지난 24시간 내 신규 보고
확진 사망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전세계 693,224명 58,411명 33,106명 3,215명

서태평양 103,775명 987명 3,649명 23명
유럽 392,757명 31,726명 23,962명 2,535명

동남아시아 4,084명 375명 2,813명 145명
동지중해 46,329명 3,552명 2,813명 145명
아메리카 142,081명 21,289명 2,457명 484명
아프리카 3,486명 482명 60명 9명

WHO 위험 평가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제 수준

              ※ WHO Situation Report(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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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3.31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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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 대비 125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9,786명(5,408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대구 60명, 서울 24명, 검역 15명, 경기 13명, 인천 6명, 대전 2명, 경북 2명, 부산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 전일 0시 기준 – 금일 0시 기준

- 오늘까지 총 400,778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383,886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16,892명이 검사 진행 중임

그림 2.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추이(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3. 코로나(COVID)-19 전국 확진자 누적(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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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24 1 60 6 0 2 0 0 13 0 0 1 0 0 2 1 0 15 125

 표 2.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 3 -

그림 4.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추이(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5. 코로나(COVID)-19 전국 검사자 누적(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3.31 0시 기준)

확진환자 현황 확진환자의 경기도민 접촉자 현황
확진환자(격리중) 308 격리중 2,547
퇴원자(격리해제) 164

격리해제 7,957사망자 6
 계 478 계 10,504

그림 6. 코로나(COVID)-19 경기도 확진자 추이(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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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기도 확진자 성별ž연령별 현황 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8. 경기도 31개 시군 확진자 현황(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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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기도 확진자 증상발현일부터 확진까지 소요일 분포(20.3.31.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 10. 경기도 감염경로별 유행곡선*(20.3.30.10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추가 확진자 세부현황(3.30.0시~3.31.0시)

연번 전국번호 성별 출생연도 발생경위 확진일자 격리병원 지역

467 확인중 남 ′71 ’20.3.11~3.28일까지 해외방문(영국), 3.29일 인후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안성병원 수 원

468 확인중 여 ′73 ’20.3.11~3.28일까지 해외방문(영국), 3.29일 몸살기운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안성병원 수 원

469 확인중 여 ′91 ’20.3.27일까지 해외방문(영국,카타르), 인후통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안성병원 수 원

470 확인중 여 ′71 8100번 환자의 접촉자 (은혜의 강 교회) 3.30 성남의료원 성 남

471 확인중 여 ′89 8100번 환자의 접촉자 (은혜의 강 교회) 3.30 성남의료원 용 인

472 확인중 여 ′66 ’20.3.28일까지 해외방문(영국), 미열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의정부병원 수 원

473 확인중 남 ′92 20.3.23일 발열, 기침, 오한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3.30 이천병원 화 성

474 확인중 여 ′92 ’20.3.25일까지 해외방문(페루,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미국),3.28. 발열, 기침, 가래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이천병원 수 원

475 확인중 여 ’99 ’20.3.26일까지 해외방문(미국), 발열, 가래, 등 증상발현, 보건소 선별진료 3.30 성남의료원 용 인

476 확인중 여 ’38 ’20.3.29일 발열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3.30 포천병원 의정부

477 확인중 남 ′63  ‘20.3.28일 발열 및 기침 등 증상발현, 의료기관 선별진료 3.30 미군병원 평택

478 확인중 남 ‘65 9559번 환자의 접촉자(평택 확진자) 3.30 안성병원 평택

※ 추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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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뉴스 

□ 국외

- 팬데믹 지속 여부 달렸다...지구촌, ‘코로나 새 진앙’ 미대응 촉각

- 전문가, “중국 수준으로 방역 못할 시, 5월 초까지 1억명 감염될 수도”

- 코로나 최대 감염국가 미국의 대처가 전 세계감염확산에 큰 영향

- 일본 외무성, ‘한국, 중국, 미국 전역’ 입국 거부 방침 전해와

- 일 의사회, 긴급사태 선언 요청, 전문적 의견 근거로 신중한 판단 필요

- 자국민 방문 중지도 권고할 정도로 감염확산 심각...일주일 새 확진자 812명 급증

- 伊 주춤하자 이번엔 스페인...하루 838명 사망

- 독일 확진자 약 5만 7천여명, 프랑스 약 4만명 돌파

□ 국내  

- 한국 온 외국인, 호텔 등 ‘숙박시설 자가격리’ 땐 강제출국

- 공항 도착 뒤, 앱 깔아야 입국 가능키로, 무증상자는 바로 본인 집으로 귀가

- 집 없으면 격리시설로 이동 원칙...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 지방 거주자 위해 수송차량 지원, 유증상 땐 앱 통해 연락, 검사 받아야

- 대구 한 건물 224명째 감염...마스크없이 강의한 학원강사 확진

- 청도 대남병원 넘어선 제이미주병원, 하루 58명 무더기 확진...전수검사 없어 논란

- 밀접접촉 127명...학생도 마스크 안해, 도봉구 강사 확진으로 학생 200명 격리

- “코로나 지원금 누가 받나” 혼란 큰데...정부 “자산기준은 못 정해”

- 국민 70%에 9.1조 재난지원금 풀어

- 지급일과 지급처 아직 논의중...정부 ‘5월 중순 이전 지급키로’

- 의료계, ‘입국금지 절실’ 호소...의료기관 및 의료진 과부하 상태

- 격리 관리할 행정인력도 진땀, “개학준비 기간만이라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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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동향

편집자 주 :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3월 2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소개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별기획 2

감염병 비상사태에서의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 싱가포르 PHPC 사례를 기반으로

집필인 | 정용선 최민정 정효선 박현춘 정수경 한진옥 김자영 이예지 서수인 신소올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으로 뉴스가 떠들썩하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국내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3월 25일 기준 이미 9,000여명을 넘어섰다. 지역사회  

유행 확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행력, 접촉력과 관계없이 경증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 의원급 외래 진료로 해결되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의심환자 진단과 비코로나19 환자 진료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공중보건 대응 클리닉(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s, PHPC)을 

참고하여 일반 의원들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기능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방역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01

들어가며 

! 참조
이정찬(2015),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방역 

정책을 수행해왔다. 방역조치를 동원한 억제 정책과 빠르고 신속한 진단 검사로 

인해 최근 국내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있어 의료의 최초 접촉점인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환자의 최초 접촉점으로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환자 개인의 건강,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의료자원 

소모량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역대책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싱가포르의 일차의료 기반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활용 

가능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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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일반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먼지를 뜻함. 
헤이즈가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약 15~20% 증가하며, 대부분 호흡기 관련 질병(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앓는 환자임. 싱가포르는 2013년 6월 최악의 헤이즈를 겪으며 공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바 있음.

02

PHPC: 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s

! 참조
Ministry of Health 
Singapore(2017), 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 
Guide.

  PHPC 란?

  대규모 질병 발생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가 발생하면 

의학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때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반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설정을 통한 감염병 대비책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PHPC 제도에 따라 1차 의료기관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활성화되어 환자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HPC 제도는 신종플루 전염병

(H1N1) 및 헤이즈(haze)+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1차 진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에  평소 1차 진료 대부분을 담당하며, 이 중 PHPC에 참여하고 

있는 클리닉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받게 된다. 공중 보건에 대한 위협과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PHPC에서 수행해야 할 환자 관리 및 감염 관리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행되며, 이와 동시에 보건부의 지시에 따라 PHPC가 활성화 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라 PHPC가 활성화되면 PHPC 체계와 국민 대응에 대한 

정보가 각 언론을 통해 배포되며, 국민들은 안내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PHPC를 

방문하여 진료받게 된다.

  PHPC 주요 역할 및 물품 지원 체계

  PHPC는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를 위해 인플루엔자 대유행, 헤이즈 등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발열, 기침, 인후통 및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며, 감염병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PHPC를 포함한 1차 진료 클리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유행 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주일의 개인 보호 장비를 기본 비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에는 PHPC에 무상으로 개인 보호 장비가 제공되어 의사와 의료진이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과 백신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 또한 

PHPC에 부여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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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PHPC로 지원하는 물품 목록
구   분 내   용

개인 보호 장비

 · (직원 예방) 직원용 개인 보호 장비 최대 12주 무상 공급

             필요 시 최대 10주 분량의 개인 보호 장비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 N95 마스크, 수술 마스크, 검사 장갑, 격리 가운 등

의약품 및 백신
 · (직원 예방)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6주 무료 공급

 · (환자 치료) 국가 비축물로부터 적절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백신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교육·훈련
 · 보건부의 가이드라인 숙지

 · e-러닝, 워크숍 등 제공

참조: Ministry of Health Singapore(2017), 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 Guide.

  PHPC 업무 흐름

  ◎ 전체적인 구성

  PHPC 진료에 있어서 주요 원칙은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 동선을 구분하여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환자 대기 구역, 접수 카운터, 진찰실, 조제 및 

수납 카운터 등 공통 영역에서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한다. 

또한 1개의 진찰실만 존재하는 클리닉에서는 진료 예약 일정을 변경하여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환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구 보이는 곳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의심환자 도착 시 클리닉 

담당 직원에게 알리고, 수술용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확인, 다른 환자와의 거리 

유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클리닉의 출입구가 여러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심환자가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진찰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스크리닝 과정

  PHPC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환자 및 동반 가족은 스크리닝 카운터에서 

의심 증상을 검사받아야 한다. 또한 PHPC를 방문한 다른 방문객들(배달 등)은 

가능한 PHPC 내부로의 출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스크리닝 카운터 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 N95 마크스, 가운 및 검사 장갑 등 전체 개인 보호 장비 착용

 · 모든 환자에게 의심증상과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온을 기록해야 함 

 · 환자가 선별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 (특히 연락처 정보가 추후 추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의심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 착용하게 하고 사용에 대해 설명한 뒤, 의심환자는 

의심환자 대기실로 안내하도록 함

 · 비의심환자는 비의심환자 대기실로 안내하도록 함

 · 작성된 환자 기록을 접수 카운터에 전달하여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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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절차

   PHPC 접수 카운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의심환자 대기 

구역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 진료 절차

  PHPC 진찰실은 가능하면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진찰실이 1개만 존재할 경우, 엄격한 감염 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다. 진찰실이 2개 이상인 클리닉의 경우,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를 위한 진찰실을 따로 지정하고 두 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각 진찰실에 한 명씩 의사를 배정하도록 한다. 의사가 한명 뿐인 경우에는 

의사가 두 진찰실 사이를 이동하도록 하는데, 이때 의사와 클리닉 직원이 완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필요한 감염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도록 해야한다.

  ◎ 조제 및 수납 절차

  진료 과정이 완료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약물이 처방된다. 가족을 

동반한 의심 환자의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약물을 처방받고 비용을 수납

할 수 있다. 가족과 동반하지 않은 의심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 대기 구역에 남아 

있어야 하며, 클리닉 직원이 환자의 약물을 대신 처방받고 의심환자 대기 구역에서 

환자가 비용을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종료

  환자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 후 나가는 출구는 가능한 입구

와 분리되는 것이 좋다.

  ◎ 환자를 병원으로 전원하는 절차

  격리 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분리 공간을 확보하여 그 곳에서 대기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클리닉 직원은 

구급차 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며 구급대원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요청한 의사 또는 의료진의 이름 

 · 클리닉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 성별, 나이 

 · 환자의 증상

의학적 이상이 있는 응급 환자의 경우 클리닉 직원은 응급 구급차를 위해 995번으로 

전화해야한다. 

  ◎ 청소 절차

  클리닉은 모든 사람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소독과 청소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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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PC 업무 흐름도

 

  PHPC 배치 구조 및 구성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유행의 경우 PHPC에 다음과 같은 작업 영역을 갖도록 권장

하고 있다.

  ◎ 스크리닝 카운터

  스크리닝 카운터는 환자와 의료진의 최초 접점 영역이며, 이상적으로는 클리닉 

입구에 존재해야 한다. PHPC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크리닝 카운터에 다음과 같은 

가구, 장비, 소모품을 권고하고 있다. 단, 별도의 스크리닝 카운터를 설치하기에 

인력 또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 클리닉의 접수 카운터를 스크리닝 카운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입구에 적절한 안내문을 설치하고 환자용 수술용 

마스크와 알코올 손 소독제 및 밟아서 쓰는 쓰레기통 등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테이블(x1) 및 의자(x2)

 · 뚜껑이 있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용기

 · 쓰레기통 

 · 펜

 · 대기 번호표(필요한 경우)

 · 환자 검진 양식

 · 완성 된 환자 검진 양식을 넣는 플라스틱 트레이

 ·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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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보호복

 · 일회용 검사 장갑

 · 수술용 마스크(환자용)

 · 알코올 손 소독제(클로르헥시딘 0.5% 등)

 · 표면 소독제

  ◎ 환자 대기 구역

  공간이 충분한 경우 환자 대기 영역을 두 개의 개별 영역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 간 2m 이상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술용 

마스크,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의심환자 대기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손 위생을 수행하기 위한 손 소독제를 환자 대기 구역 모든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 클리닉 외부에 환자 대기 구역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시의회 또는 관련 건물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 

하고 있다.

  ◎ 접수 카운터

  접수 카운터는 정상적인 평소 운영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 진찰실

  가능한 경우 진찰실을 의심환자와 비의심환자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1개의 진찰실만 운영 가능할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환자 진료 시간을 분리하도록 하며, 진료 후에는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한 뒤 다음 환자 진료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찰실은 표면 

소독이 가능한 가구들을 추천하며 패브릭 의자, 커튼, 닦아내기 어려운 PVC 타입 

등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의심환자를 위한 진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방문할 때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통해 환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환자를 분리하기 위해 PHPC 내 1개의 진찰실과 2개의 

진찰실 배치도에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a,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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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 1개 진찰실 배치도 예시

 

그림 2-b 2개 진찰실 배치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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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을 위한 대기 공간

  PHPC 내 공간이 허용될 경우 내부에 이송을 위한 대기 공간을 지정하여 격리 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을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송을 위한 대기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가구, 장비, 소모품을 

배치해야한다.

 · 테이블(x1) 및 의자(x2)

 · 뚜껑이 있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용기

 · 쓰레기통 

 · 펜

 · 진료의뢰서

 · 청진기

 · 체온계

 · 설압지

 · 일회용 드레싱 세트

 · 일회용 보호복

 · 일회용 검사 장갑

 · 수술용 마스크(환자용)

 · 알코올 손 소독제(클로르헥시딘 0.5% 등)

 ◎ 조제실 및 수납 카운터

  조제실 및 수납 카운터는 평소와 같이 접수 카운터와 함께 구성되거나 보다 나은 

배치를 위해 접수 카운터 옆에 배치될 수 있다. 



- 15 -

0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PHPC 체계

! 참조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0), Clinical workflow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tract 
symptoms in the context of 
heightened alert for 2019 novel 
coronavi rus(2019-nCoV) 
infection respiratory.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PHPC 체계 활성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당시 원인불명 폐렴)이 27명 발생하였으며, 

이후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 1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에서는 일반 1차 의료기관 중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직된 PHPC 체계를 2020년 2월 18일에 활성화 하였으며, 2020년 

3월 26일 현재 940곳이 활성화 되어 운영 중에 있다. PHPC로 지정된 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진단에 대한 행동 강령을 갖추고 있으며, 감염 예방 장비도 

갖추고 있다.

  이용 절차 및 방법

  환자들은 여행력, 접촉력 등 역학적 관련성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평가하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환자로 구분되지 않지만 호흡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PHPC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된다. 

  이 환자들 중 의학적 이상(맥박 110회/min 이상, 산소포화도 92% 이하, 호흡수 

20회/min 이상, 혈압 90/60mmHg 이하) 또는 폐렴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응급구급차(995)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의학적 이상은 없으나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전용구급차(dedicated ambulance, 6220-5298)를 

이용하여 지정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필요에 의해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에

는  환자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의사의 이름과 연락처 및 클리닉 이름 등의 

정보와 코로나 의심환자인지, 폐렴환자인지 등을 파악하여 Hotline 팀에 전달함으

로써 빠른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안정적이고, 특징적인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위해 병가(medical leave, MC, 5일간)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

다. 이때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설명하고, 만약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진료받았던 PHPC에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림 3).

  MC: Medical Leave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PHPC 체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PHPC의 의사들에게 기침, 

열, 인후통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5일간의 병가(MC)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초기 증상이 경미하며 클리닉 

내원 후 직장과 사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 감염을 확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대한 조치사항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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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PHPC 업무 흐름

  

  
 

PHPC Workflow
① 상하기도 호흡기 증상(기침, 열, 목 아픔, 호흡곤란)있는 환자 ⇒ PHPC 진료

② 의학적 이상 또는 의심환자 및 특징적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 

<YSE> ⇒ 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② 지정된 병원

<NO>  ⇒ 호흡기증상 치료 및 집으로 귀가 : 5일간 병가 및 자가격리

※ 중간에 증상발현 또는 5일이 경과 후 증상지속 되었을 때 다시 동일한 PHPC 방문 진료 

 
  보조금 및 PHPC 검색 방법

  PHPC는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는 상담 및 치료에 

대해 10달러의 정액을 병원에 지불하며, 파이오니어(Pioneer) 세대와 메르데카

(Merdeka) 세대들은 5달러 정액을 지불하게 된다. 공공지원(PA)카드소지자는 무

료로 진료 및 상담 치료가 진행된다 (그림 4). 

  지정된 클리닉은 PHPC 로고를 부착하게 되며, 클리닉 리스트는 2월 18일 화요일부터 

정부 웹사이트(https://www.flugowhere.gov.s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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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싱가포르 호흡기 증상자에 대한 PHPC 진료와 병가 안내

   

 

그림 5 PHPC 검색창(http://www.flugowhere.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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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현 상황에서, 민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일차의료는 첫째,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둘째, 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적은 경증의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 발열 환자 등에게 건강안전망을 

보장하며 셋째,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PHPC 모델을 참고하여 일반 1차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기능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신종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범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의사소통과 협력의 힘을 보여줄 때다.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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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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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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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